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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세계화를 통한 생활 반경의 확대로 시민성의 조건이 변화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계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이 확

대되고 있으며, 국제교류 프로그램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까지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다양한 양적인 연구가 이루

어져 왔으나, 프로그램의 설정 주체가 주가 된 것이 대부분으로 실제로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

술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면에서 국제교류의 참여 주체인 학생의 경험을

탐색하는 일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근원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참여자의 심층적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체성 형성의 초기에 접어든 만

10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며, 경험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

여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질적 연구를 실시함으

로써 그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듣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 질문은 첫째, ‘초기 청소년들이 국제교류 경험을 통하여

형성한 세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초기 청소년들이 국제교류

경험을 통하여 형성한 자아와 타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초기

청소년들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

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넷째, ‘국제교류를 경험한 초기 청

소년들의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본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의

미는 무엇인가?’이다.

연구 문제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협약에 의한 국제교류 경험이

있는 초기 청소년을 모집하여 질적 심층면담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6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여자의 연령은 만 10세에서 12세까

지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과 메모를 실시하였으며 1회 면담 시

간은 약 40분 정도였다. 모든 전사 자료는 참여자의 표현을 그대로 전사하였

다. 전사본은 Giorgi의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여 의미단위를

확보하고 이를 이론적 용어로 변경하여 의미단위의 구조를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하여 국제교류 프로그램 경험에서 기술된 내용을 학문적 용어로

변환하여 총 62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유사한 의미끼리 묶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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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적으로 10개의 구성요소와 27개의 하위구성요소로 정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을 근거로 국제교류 경험의 본질에 대하여 분

석한 결과, 본 연구를 통한 초기 청소년의 국제교류 경험의 의미구조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

여 체험과 비교를 통하여 타문화를 이해하고 편견에서 벗어나며, 교우관계

를 형성하고 외국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여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새로

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의미를 발견하며 세계시

민의식을 형성함.’이었다. 통합된 일반적인 구조, 즉 10개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새로운 경험에의 관심과 기대감’, 둘째, ‘체험을 통한

타문화 이해’, 셋째, ‘비교를 통한 타문화 이해’, 넷째, ‘낯선 것과 마주하

기’, 다섯째, ‘편견에서 벗어남’, 여섯째, ‘또래와의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킴’, 일곱째, ‘외국어에 대한 인식 형성’, 여덟째, ‘새로운 지식과 정

보의 습득’, 아홉째,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의미 발견’, 열째, ‘세계시민의

식의 형성’. 이러한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국제교류 경험 전, 중, 후의

시간적 흐름과 상황적 맥락, 세계를 보는 관점에 따라 나누어 해석하여

범주화하였으며, 이를 세계시민교육 및 청소년기의 정체성 형성과의 관

련성 안에서 논의하였다.

이상의 초기 청소년의 국제교류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연구자

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우선 프로그램의 내용 및 학생 지도 측면

에서의 제언으로서 첫째, 참여자들이 최대한 다양한 직접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된 활동보다는 자기주도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배정한다. 둘째, 자문화의 심층적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셋째, 현

지인의 실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넷째, 프로그램

구성 전 참여자의 요구와 필요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운

영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사후 프로그램을 실시한

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

원이 필요함과, 연수와 전문교사 양성 등을 통하여 청소년 국제교류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주요어 : 초기 청소년,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성, 국제 교류, 경험의 의

미,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학 번 : 2016-24607



- iii -

목 차

국문초록 ··············································································· i

목 차 ··············································································· iii

표 목 차 ··············································································· v

그림목차 ··············································································· v

부록목차 ··············································································· v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 ··························································· 5

II. 이론적 배경 ··································································· 6

1. 청소년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 6

1) 청소년 국제교류의 개념적 이해 ···················································· 6

2) 실시 주체에 따른 국내 청소년 국제교류의 유형 ······················ 9

2.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목적과 효과 ····················· 11

1) 상호 우익의 증진 ·············································································· 12

2) 개인 및 집단의 역량 강화 ······························································ 13

3) 세계시민성의 함양 ············································································ 15

3. 단위학교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 18

1) 국제교류의 목적 ················································································ 18

2) 대상 및 활동 기간 ············································································ 18

3) 국제교류 활동 내용 ·········································································· 21



- iv -

III. 연구 방법 ····································································· 25

1. 연구의 인식론적 기초 ····························································· 25

1) 현상학적 연구 ···················································································· 25

2) Giorgi의 현상학적 자료 분석 ························································· 28

2. 연구 절차 ···················································································· 31

1) 연구참여자의 선정 ············································································ 32

2) 연구참여자를 위한 윤리적 고려 ···················································· 33

3) 연구참여자 특성 ················································································ 35

4)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주체 특성 ·············································· 38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 39

1) 연구자의 경험과 시각 ······································································ 39

2) 자료 수집 방법 ·················································································· 41

3) 자료 수집 절차 ·················································································· 42

4) 자료의 분석 과정 ·············································································· 44

5) 질적 연구의 엄격성 고려 ································································ 45

IV. 연구 결과 ··································································· 47

1. 초기 청소년의 국제교류 경험의 상황적 구조 ················· 47

1) 새로운 경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 ·············································· 49

2) 체험을 통한 타문화 이해 ································································ 54

3) 비교를 통한 타문화 이해 ································································ 58

4) 낯선 것과 마주하기 ·········································································· 64

5) 편견에서 벗어남 ················································································ 67

6) 또래와의 교우 관계 형성과 발전 ·················································· 69

7) 외국어에 대한 인식 형성 ································································ 79

8)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습득 ···························································· 82

9)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의미 발견 ···················································· 83

10) 세계시민의식 형성 ·········································································· 85

2. 초기 청소년의 국제교류 경험의 일반적 구조 ················· 87



- v -

V. 논의 및 제언 ································································ 96

1. 초기 청소년의 국제교류 경험의 의미에 대한 논의 ······· 96

2. 초기 청소년의 국제교류에 대한 제언 ·······························103

1) 프로그램의 내용 및 학생 지도 측면 ··········································· 103

2) 정책적 측면 ······················································································· 105

참고문헌 ···············································································106

부 록 ················································································112

Abstract ················································································117



- vi -

표 목 차

[표 1] 국제교류의 효과성 ································································· 17

[표 2] S초등학교의2017학년도국제교류일정및활동내용개요 ········· 19

[표 3] S초등학교의2017학년도국제교류사전준비동아리활동 ············ 22

[표 4] S초등학교의2017학년도국제교류본교방문일정(인니) ············· 23

[표 5] S초등학교의2017학년도국제교류현지학교방문일정(인니) ······ 24

[표 6] Giorgi의 현상학적 자료 분석 절차 ·································· 30

[표 7] 연구참여자 특성 개요 ·························································· 35

[표 8] 초기청소년의 국제교류 경험의 구성요소와 하위구성요소········· 48

그 림 목 차

[그림 1] Learning Pyramid, NTL ··············································· 54

[그림 2] 초기청소년의국제교류경험에따른맥락적의미 구조 ············ 95

부 록 목 차

[부록 1] 연구참여자용 동의서 ······················································112

[부록 2] 하위구성요소의 도출 과정(예시) ································113



- 1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최근의 과학·정보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세계화

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세계화를 통하여 인류는 생활 영역 전반에서 공동

의 ‘지구촌’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으며, 생활의 반경이 세계로 확대되면서

전 지구적 범위에서의 상호의존과 상호결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의 도래는 시민성의 조건을 변화시키고 있어 다양한

차원에 있어서의 시민적 자질에 대한 끊임없는 탐색과 함께 새로운 세계

관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개개인의 발달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공적인 행위를 수행하고, 공간적으로 확장하여 외부 세계와의 유대를 가지

며,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시민성(Cogan & Grossman, 2000)을 가지도록 하

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세계

적인 관점과 시각을 갖춘 시민상의 확립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 안에서 학습자들이 지구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양성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세계시민의 양성을 위한 시민성교육 및 국제이해교육을 일컫는

세계시민교육은 2015년 세계교육포럼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 시대의 새로

운 국제 교육의제로 부상하였으며, 2030년까지 UNESCO 및 UN의 교육발

전목표에도 반영되어 정부와 NGO등의 단체, 학교 차원의 다양한 수준에

서 본격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세계화추진위원회의 보고서

에서 세계화 시대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과제는 정부가 이전까지 주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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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삼았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뿐 아니

라,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도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계시

민교육에 커다란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 말하고 있다(세계화추진위원

회, 1998, p.746). 그리하여 이후 교육과정의 개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향

성이 반영되고 있다. Tye(2007)는 학교만이 미래의 평화공존 사회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라 하여도 적어도 미래의 통합된 세계

사회를 창조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 교육의 움직임 내에서도 세계시민교

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실제로 초등 및 중등학교 내에서 다양

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이 추구하는 인간상 중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

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 의식

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

불어 사는 사람을 기르기 위하여 각급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 세계시민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의 학교 내 세계시민교육은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의 범교과교

육 주제로서 국제이해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 교과 내에서 차시를 배분하여 진행되거나 학습 제재로

서 제공된다. 또한 해외 학교와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국제 문화 이해

교육 주간 운영 또는 UNESCO나 여타 NGO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한 교육이

나 현장학습 또는 위탁교육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구정화, 2008).

이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는 학생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이

(異)문화의 직접적 체험과 이(異)문화 또래집단과의 교류를 통하여 세계화

시대에 요구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과 역량,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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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

다(이장현, 2007; 이효진, 2010, 정지언, 2011).

개정교육과정의 반영과 세계시민교육의 확대로 이러한 자매결연을 통한

학교 차원의 국제교류는 점차 늘고 있다. 2017학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교류 MOU 체결 현황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총 98개, 중학교

116개, 고등학교는 404개 국제학교와의 MOU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를 하

고 있으며, 이는 2015년도 통계인 초등학교 77개, 중학교 89개, 고등학교

334개교에 비하여 2년 사이 각 27%, 30%, 20% 증가하였다(서울특별시교

육청 참여협력담당관 2017년 보고자료). 이러한 증가의 추세를 볼 때 전

국적으로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초·중등학교의 수는 앞으

로도 늘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프

로그램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참여자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교류의 필요성에 관하여 그간 적지 않은 연

구가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의 참여 집단과 일반 집단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인간의 보편적 가치,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세계

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문제해결에 대한 참여 의지, 세계지향성 등 5

개 영역으로 구분한 세계시민의식을 비교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제

교류활동이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김상미, 2018; 신인순, 2012). 또한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팀

워크와 세계시민의식이 향상되었음을 사전/사후검사의 비교를 통하여 확

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제교류활동이 세계화 시대 적응의 중요한 초

석이 된다(조남억 & 김고은, 2014).

이처럼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참여 학습자에게 다양성에 대한 가치 존중

과 세계문제에 대한 흥미와 관심 등의 세계화시대가 요구하는 적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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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워크의 향상 면에서 효과적이며, 세계시민성의 함양에 큰 기여를 한다는

점을 예측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교류는 학습자의 세계시민성 함양

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교육과정 내의 적용 범위가 광범

위하고 개념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는 설문을 통한 양

적 연구를 기반으로, 특정한 교류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데에 주

요한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보

여주고, 프로그램이라는 개입요소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세계시민성이 함양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그 속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

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느끼는 경험의 본질

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심층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험과 그 본질을 탐색하는 일은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

한 근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일 뿐 아니라, 통계적인 수치의 증가와 감소

에서는 볼 수 없는 학생 경험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어 향후의 국제교

류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시민교육 중 학생의 직접적인 경험

을 통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협약을 통한 국

제교류의 경험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국제교류를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리고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제교류의 의미와 본질을 심층적으로

알아봄으로써 현재 초등학교 내의 국제교류와 세계시민교육이 나아갈 방

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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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

본 연구는 국제교류를 경험한 초기 청소년의 경험의 본질의 심층적 이

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그들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

떠한 경험을 하며, 그러한 경험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을 한 뒤 이

를 전사 후 분석하여 의미 단위를 찾고, 이를 체계화하여 학문적인 용어

로 변환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논의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 연구 질문은 아래와

같다.

▣ 연구 문제

초기 청소년에게 있어 국제교류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

▣ 연구 질문

(1) 초기 청소년들이 국제교류 경험을 통하여 형성한 세계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초기 청소년들이 국제교류 경험을 통하여 형성한 자아와 타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3) 초기 청소년들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며,

이러한 경험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4) 국제교류를 경험한 초기 청소년들의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본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의미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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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1)

1) 청소년 국제교류의 개념적 이해

청소년 국제교류는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간의 청소년 국제교류의

개념은 ‘교류의 주체가 누구인가’, ‘교류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류의 유형

은 어떠한가’, ‘교류의 컨텐츠는 무엇인가’ 등 연구자와 연구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최근의 패러다임의 주요 흐름은 교류 목적과 주

체, 내용과 형식을 보다 광의로 개념화하고, ‘활동’ 보다는 ‘관계’에 주목

하며, 세계시민성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연대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성을 찾을 수 있다(김주희 & 곽성현, 2015).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개념을 나누어 보았을 때, 청소년 국제교류의 개념

은 교류 주체와 교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볼 수

있다(김경준, 1995). 이러한 개념 분류에 따르면 협의의 청소년 국제교류

는 ‘청소년 집단이 외국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하여 볼 수 있다(강경표, 2003). 이에 비하여 광의의 개념

은 ‘청소년의 직접 접촉 없이도 청소년의 지적,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 있

어서의 바람직한 변화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청소년 개인, 청소년 대

표, 또는 동아리, 단체 등의 청소년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외국과의

1)�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그간� 사용해온� 용어인� ‘자매결연’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국제교류협약’으로�변경·대체하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국제교류�가이드북,�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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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물적, 문화적, 사상적인 교류활동’을 포괄하여 점차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김주희 & 곽성현, 2015). 이와 관련하여 이지은(2010)은 청소년 국제

교류활동을 ‘국제교류활동이 지향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청소년기에 외국과

의 인적, 물적, 문화적, 사상적 상호 교류를 통하여 다름을 이해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지구적 시민의식을 형성하고, 지구시민(global citizen)으로서

의 교양과 역량을 개발하여 평화적 공동체적 삶을 창조하는 지구적 시민

의식(global citizenship)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으로 정

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적인 방면에서 보았을 때 청소년 국제교류를 포함하는 전반적

인 청소년교류의 개념은 ‘청소년육성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청소년 간 문

화적 이해, 심신과 기능의 발전적 변화, 평화적 공동체 삶의 창조를 목적

으로 청소년들이 외국이나 국내의 지역 간 상호 직접적 방문이나 기타 수

단을 통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 계획된 만남에서 이

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관계들’이다(오해섭, 2008). 이러한 개념적 서술 안

에는 청소년 교류의 주요한 목적이 만남을 통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이

내포되어 있다.

청소년교류는 만남을 통하여 상대의 언어와 가치관, 행동양식 등 문화를

상호 이해하고, 배우며, 신뢰하고, 친화하여 자신의 심신과 기능에도 발전

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더 나아가 평화적으로 결속된 공동의 삶을 만들

어 나가는 것이다(조영승, 2001). 따라서 이는 기본적으로 상호관계를 바

탕으로 하며, 관계성이 교류 활동의 중심적인 부분으로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은 활동 안에

상호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또는 상호 관계를 기반

으로 한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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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체험적인 방법인 협약을 통한 국

제교류는 운영의 주체에 따라 그 목적과 유형이 달라지므로 하나의 개념

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광의적으로는 ‘학생의 지적, 신체적, 정신적

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하여 이

루어지는 외국과의 인적, 물적, 문화적, 사상적 교류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윤철경, 이상오, 김경준, 2000).

학교간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의 개념은 서로 다른 국가에 속한 두 학

교가 상호간에 제휴하여 각각의 우호, 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상호간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대등한 협력관계를

말한다(한영주, 2005). 정부의 국제교류가 외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학

교간의 국제교류는 자매결연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국가 간의 경계가 희박해지고 국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이전에 비해

축소되면서 국가 또는 중앙정부가 전담하고 있던 국가 간의 교류가 주체

를 달리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교류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더

작은 단위가 되었으며, 개인이 교류의 주체가 되어 중앙을 거치지 않고 지

역이나 단위의 이름을 가지고 직접 인적, 물적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다.

단위학교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는 문화다양성, 인권, 평화, 봉사, 환경

과 생명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세계시민교육에 있어 가장 실

천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양쪽 학교가 상호간의 지역문화 특성 등을 파악

하고 교류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세계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 연수로서의 경험은 한국 사회 문화를 재인식하고 자아정체성

을 찾는 계기가 되어 주기도 한다. 국제교류에 참여하며 다른 문화 속에서

자신이 속한 문화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생각하고 바라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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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가짐으로써 자문화와 자아를 객관적 시선에서 바라보고 자신을 세계

속에서 새롭게 위치짓기 하면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역시 학교 상황과 교류 학교의 문화적 특성 등에 따

라 매우 다양하여 한 가지로 특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유형별로 나

누어 보면 크게 각국의 전통문화를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교류하는 문화

교류와 봉사활동 프로그램, 온라인 수업 교류, 해외학교와의 공동수업 프

로젝트 등 학교급과 인원, 학교 상황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2) 실시 주체에 따른 국내 청소년 국제교류의 유형

국내의 학생 국제교류는 실시 주체에 따라 크게 학교를 비롯한 공교육

기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세계시민교육과 아동관련 사회교육기관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세계시민교육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중앙정부 및 공교육기관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 국제교류는 국가

간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특별계기 청소년교류 프로그램, 청소년 해외 체

험 프로그램, 국제 행사의 개최와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김

민, 2011).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

크의 국가 간 청소년교류는 양국 청소년 담당 부처 또는 청소년 관련기관

과의 약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청소년 교류를



- 10 -

통한 국가 간 우의 증진 및 협력기반 조성, 글로벌 리더로서 역량 개발 등

을 위해 1979년부터 초청 및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국제교

류 및 해외파견 사업은 2018년 현재 총 36개국과 580여명이 참여하는 규

모로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 간 청소년교류, 국제회의 행사 참가단, 청소

년해외자원봉사단, 한·중·일 청소년 우호 만남 등이 진행되고 있다2). 이

중 국가 간 청소년교류의 주요 프로그램은 양국 청소년 간 주제 토론, 청

소년 기관 및 시설 방문, 가정 방문, 역사·문화 유적지 답사, 산업 시설 견

학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해당국의 청소년 관련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

고, 각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청소년백서,

2017). 한국스카우트연맹 등의 국제 청소년단체나 청소년 관련시설 및 기

관 등도 방학 기간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해외 봉사활동, 국제 야영대회,

국제청소년포럼 등의 다양한 방면의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을 활발히 전개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관내 기관의 MOU 체결을 돕고 단위학교 국제교류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단위학교의 국제교류를 장려하고 있다. 2018년 6월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을 포함한 다양한 학교 및 교육단체에서 협약을 통

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7년 12월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내 563개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서 603

개 학교 및 기관과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서울특별시교

육청 참여협력담당관, 2017).

(2) 아동관련 사회교육기관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청소년

2)�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홈페이지(http://iye.youth.go.kr/iye/pgif/odi/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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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활동의 목적을 ‘지구촌 사회의 간문화적 이해를 통한 평화적·공동

체적 삶을 창조하고 지구촌 문제의 공동해결을 위하여 공동체나 지역사회

공동체 등의 함께 하는 삶에 대한 의식과 행위를 배우고 익혀 지구촌 및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한국청소년개

발원, 2004). 이에 따라 다양한 NGO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국제교류 프로

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재 UNICEF, 월드비전, APEC 국제교육협력원, 굿네이버스 등의 다양

한 사회교육기관을 통하여 국제교류와 세계시민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UNICEF와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등에서는 몽골의 나무심기 국제교류 봉

사활동과 희망편지쓰기운동, 지구밖 행군단 등과 같이 지구촌 구성원으로

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실천하는 세계시민이 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중심의 교육을 실

시하고 있다.

국제교류활동은 활동 참여자로 하여금 외국의 문화에 직접 노출되는 기

회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제교류활동은 자아정체성과 동시에 세계시민의식

의 함양이라는 발달과업을 달성하는 시기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

중요성이 크다(신인순 & 김옥순, 2012).

2.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목적과 효과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

제교류 프로그램의 목적 역시 다양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과 역시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논문

을 분석하여 본 결과, 정보획득과 교류 소통, 글로벌 역량 증진도가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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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실시 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하여 볼 수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는 청소년에게 문화 간 이해 능력, 소통 능력, 책임감,

글로벌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길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글

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윤철경 &

우수명, 2010). 청소년 국제교류의 효과성은 국가교류의 가장 기본적인 목

적인 ‘상호 우익의 증진’과 리더십과 팔로워십, 창의성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포함한 ‘개인 및 집단의 역량 강화’, 그리고 ‘세계시민성의 함양’ 등

이다. 이러한 다양한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으며, 이

에 따라 청소년 대상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정

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조남억 & 김고은, 2014).

1) 상호 우익의 증진

교류 당사자 간의 상호 우익을 증진하는 것은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

램의 기본적인 목적이자 지향점이 된다. 국제교류의 참여자는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하여 문화와 자원 등을 교류하여 다른 참여자와 언어와 문화, 자

원 등을 공유하면서 타문화를 이해하고,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지식을 형성한다. 또한 교류를 통하여 다른 참여자와 상호 관계를 형성함

으로써 우애를 증진할 수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두 개 이상의 국가는 상호 협력을 위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호혜성의 원리가 필요하다

(조남억 & 김고은, 2014). 이러한 면에 있어 현실적 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기여가 이루어지고, 타문화의 참여자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구체적

역량이 갖추어졌을 때 상호간의 우익 증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박숙경, 김세희 & 오소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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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 및 집단의 역량 강화

(1) 개인의 역량 강화

현재까지의 국제교류의 효과성 연구에 있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된 것

은 외국어 활용 능력, 타국 문화 이해 등의 개인 역량이다. 국제교류 참가

자의 세계시민성 지표의 개인 역량으로는 판단력과 문제해결능력 등의 리

더십 형성, 외국어 능력의 향상 및 표현에 대한 자신감, 참여자 간의 네트

워크 및 관리 능력, 창의력과 도전 정신의 증진 등이 포함된다(오해섭,

2008).

또한 개인 역량으로서의 자신감과 자존감의 향상, 자기주도성, 흥미와

도전정신의 함양, 자기성찰 등의 내적 성장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어학

능력의 향상과 진로 의식의 함양, 취업 기회 등 외적인 면에서의 역량 강

화를 볼 수 있다(김상미 외, 2015).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질적 연구가 증가하면서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체험과 경험, 인식의 변화

등의 기술이 점차 많아지게 되었다.

김주희와 곽성현(2015)은 타문화 이해와 성찰 등의 개인 역량으로서의

가치관의 변화에 대하여 3가지 유형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1

유형은 ‘소통과 네트워킹의 기회’로, 국제교류활동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교육이기도 하지만 참여 학생들은 이를 통해서 개인의 네트워크

형성은 물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실천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제2유형은 ‘문화에 대한 폭넓은 시각 형성’이다. 국제교류활

동이 개인의 좁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3유형은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기회’로서, 책이나 매체

를 통해서 접하고 조사하였던 지식이나 간접 경험들이 전부가 아니며,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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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

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진지한 성찰

을 하는 효과를 얻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 실

제와는 다를 때 이를 하나의 문화적 충격으로 느끼기도 하며,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은 것들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2) 집단의 역량 강화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효과성 요소로서의 집단적인 차원에서의

역량은 주로 배려와 대인관계 능력 등의 소통 관련 능력과 국가 차원에서

의 공헌과 사회통합 등의 역량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대인관계 능력은 개인이 타인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반

응하며 어떻게 타인을 지각하고 그에게 행위를 하는가 그리고 타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으로서(김희숙, 박완주 & 하태희,

2013),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내에서 활동의 적극성을 높여주고, 전반적

프로그램 수행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2018년부터 시작하여 2022년까지 시행될 예정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은 4대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중점과제 중 하나로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내실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은 청소년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주요 하위요소로 생각되고 있다고 해석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

소년 국제교류는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과 국가 간의 우의와 협력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활동으로서 이해 가능하다.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는 어떤 지역이나 단체가 서로 돕기 위해 유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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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맺고 교류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하는 것과 같은 공헌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하영수, 2001). 이러한 공헌의 관점에서 청소년

국제교류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청소년이나 문화, 사상등과 교류하

는 것으로 교류하는 당사국들 간의 문화발전과 국가발전에도 공헌과 기여

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교류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처럼 청소년 국제교류 역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뿐만 아니

라 상대국의 청소년들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어야 하며 ‘국가’라는 매개체

가 있으므로 국가인적자원의 개발의 입장에서 역시 사회와 국가에게도 유

익하고 건전한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곧 사회통합의 하위 목적으

로도 연결될 수 있으며(박선영, 2012), 국가 전체의 역량으로서 그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고, 많은 봉사활동 기반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효

과로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국제교류의 목적으로서의 ‘역량의 강화’는 개인의 역량이 집단

역량에 기여하고, 집단의 역량이 개인 역량의 성과로 되돌아가는 집단 역

동의 관점에서도 해석될 수 있다(조남억 & 김고은, 2009). 따라서 개인 및

집단 역량에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 국제교류 목적상의 균

형적인 발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세계시민성의 함양

정보화와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시민성으로는 국민으로서

의 정체성,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동시에 요구된다.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Goethe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이제는 가정을 이롭게 하는 일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진실한 인간적인 마음

을 세계와의 관계 안에서 바라보아야 한다.”(허영식, 200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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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삶의 반경이 넓어지면서 이러한 다중적인 시민성은 한 사람에게

동시에 소속감과 유대감, 소속집단을 위한 배타성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편

적 연대감과 이에 따른 행동 양식을 요구하여 다원주의 사회에 대한 교육

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세계시민을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나눔의 정

신으로 공동체의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세계시민성

은 인권과 평화를 추구하고 지구공동체에 기여하는 시민적 자질과 정체성,

행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세계시민

사회의 주체이자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전지구적인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세계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하여 더 좋은

지구촌의 변화를 유도하는 총체적 교육으로 정의하였으며, 학생들이 문화

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가정과 국가를 넘어 더 넓은 세계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 다문화, 인권, 빈곤, 평화 등 전지구적인 과제 해결

을 위한 다양한 수준에서 사회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

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시민의식이란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 세계와 연결된 연

대감을 갖는 세계관을 말한다(Hett, 1993).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세

계시민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하고자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인 분석에서 지구공동체의식, 다국적 의식,

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을 주요 요소로 제시하거나(지은림 외, 2007), 지식

과 이해, 가치와 태도, 실천을 언급하기도 하였다(윤철경 외, 2010).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은 청소년 국제교류의 궁극적 목표로서 교류에 참여

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생존과 경쟁 같은 경쟁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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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제교류의�효과성

이러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

여를 통한 청소년의 의식 변화에 대하여 전후의 변화를 수치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오해섭과 우영주(2006)는 청소년국제교류 참여 유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여 교류활동의 참여 경험이 글로벌 리더십의 수준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라 보고하기도 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세계시

민의식의 수준 등을 연구하기도 하였다(장주혜, 2008).

청소년 국제교류에 있어 모든 연구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프로그램의 확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의 연구에서 그 효과성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다만, 활동 참여

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실제로 어떠한 경험을 하였고, 이를 무엇으로 여기

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이 앞으로 단순히 새로운 경험의 차원을

넘어 향후 개인적, 사회적으로 성장을 꾀하고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분류 핵심어

기본적�관점 상호�우익의�증진

역량의

계발

개인

- 리더십�형성

- 외국어�능력의�향상� 및� 자신감

- 네트워크�및�관리�능력

- 내적�성장:� 창의력과�도전�정신,� 자신감과�자존감�향상,�

자기주도성,� 흥미,� 도전정신�함양

- 취업의�기회

사회

- 소통�능력의�강화(배려� 및� 대인관계능력)

- 공헌

- 사회�통합

세계시민성�함양

- 지구공동체의식,� 다국적�의식,� 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

- 지식과�이해,� 가치와�태도,� 실천

- 경쟁주의에서�벗어나�더욱� 넓은�시야로�세계를�바라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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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위학교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단위학교간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는 공교육기관이 주체가 되는 청소

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수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실

천적인 방식의 세계시민교육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급격한 증

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단위학교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예로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서울 S초등학교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이해

를 돕고자 하였다.

1) 국제교류의 목적

국제교류의 목적은 외국과의 직접적 교류를 통한 학습자의 세계시민으

로서의 자질 양성이다. 국제교류를 통하여 참여 학생들은 우리 문화에 대

한 이해와 다른 나라 문화 존중의 자세를 배우며, 새 시대를 이끌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 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017학년도 S초등학교 학교

교육과정 7-2-1 자매결연학교 프로그램 운영 보고서).

국제교류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

고 우호를 증진하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 또한 직접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도 국제교류 학교의 한국 학교 방문시 일반 수업과 전통 문화

소개 등 수업에 참여하게 되어 국제교류는 학교 전체의 세계시민교육활동

으로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대상 및 활동 기간

서울 종로구의 S초등학교는 호주 시드니의 C초등학교, 중국 북경의 P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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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S초등학교와 학교 단위의 국제교류 협약

을 맺고 있다.

중국 북경 P초등학교와는 2006년, 호주 시드니의 C초등학교와는 2007

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S초등학교와는 2016년부터 교류를 시작하였

다. 상호방문 프로그램의 디자인은 양국의 담당 교사가 초안 작성 후 각국

의 사정에 맞게 수정, 변경하여 운영하며, 학교별 특색 프로그램을 계획하

여 운영한다.

공통적으로 연 1회 고학년(5·6학년) 학생들의 상호 교환 방문으로 진행

되고 있으며, 각 학교마다 방문 시기나 기간, 홈스테이 여부는 각국의 교

육법령과 교육과정의 운영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아래 [표 2]은 S초

등학교의 2017학년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운영 일정 및 활동 내용, 숙박

여부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S초등학교의� 2017학년도�협약을�통한� 국제교류�일정�및�활동�내용� 개요

국가 학교명 방문기간 활동내용 숙박

중국 P초등학교
현지방문 06.09.(금)~06.12.(월) -� 학교생활체험

-� 가정생활체험�

-� 전통문화체험

홈스

테이서울내교 10.20.(금)~10.23.(월)

호주
C초등학

교

현지방문 05.13.(토)~05.19.(금) -� 학교생활체험�

-� 자연문화체험
호텔�

서울내교 09.25.(월)~09.27.(수)

인도

네시아
S초등학교

서울내교 09.20.(수)~09.24.(일) -� 학교생활체험�

-� 가정생활체험

-� 공공기관�방문

-� 전통문화체험

홈스

테이
현지방문 11.11.(토)~11.17.(일)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각 학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중국 북경의 P초등학교는 서울 S초등학교와 같은 국립대학교의 부설학

교이며 북경대의 4개 부설초등학교 중 중앙 학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북

경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교생은 약 2000명이다. 아시아, 북미,

유럽의 총 20개 학교와 자매결연을 하여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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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고 있으며, 연내 홈스테이와 학교 방문, 문화교류 등을 프로그램의 골

자로 하여 상호 방문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호주의 C초등학교는 시드니에 위치한 시드니 시교육청 소속의 공립학교

이며, 전교생은 약 1400명이다. 전체적으로 아시아인이 많이 살고 있는

중산층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다른 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학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이민을 장려하는 국가 특성과 자율적인 교육

과정 운영의 특성상 중국어와 한국어 등 이중 언어교육(bilingual

education)에 적극적인 편이다. 중국과 우리나라, 뉴질랜드, 그리고 자국

내의 총 5개의 자매학교와 교류하고 있다. 자매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관

련된 호주 내 교육법 내용과 서류 통과 기준이 까다로워 주로 호텔에 묵

으며 학교에 방문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인도네시아의 S초등학교는 자카르타의 주변부에 위치한 기업 소유의 국

제학교이며, 유아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의 K-12 교육과정을 운

영하고 있다. 초등학교 전교 학생 수는 약 170명이며, 아시아의 각국에서

학생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 사용 언어는 영어이며, 자국어를 필

수, 중국어나 한국어 등의 기타 언어를 선택 교육과정으로 언어 수업을 진

행한다. 개교한지는 10여년으로 다른 학교에 비하여 길지 않지만, 계속해

서 교류를 확대하고 있어 현재는 한국, 일본, 중국의 총 3개 학교와 협약

에 따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S초등학교는 위와 같이 총 3개 학교와 MOU를 맺어 협약에 따른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학생은 학년 초 각 학교에서 교류 희망

학생을 모집하여 구성하였으며, 교류 학생단의 규모는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각각 조금씩 다르나 학교마다 약 10명에서 15명 사이의 인원이 모집

되었다.

학생들의 적극적 교류활동과 홈스테이를 위해 지원서를 받은 뒤 성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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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이 비슷하게 구성되도록 학생을 선발하였다. 지원 인원이 모집 인원에

비하여 많은 경우, 교류 학교와의 성비 조정을 통하여 인원을 조정하였으

며, 성비에 맞게 조정되지 않는 경우 학교 간 협의를 거쳐 1명 학생에게

2명의 해당국 학생을 배정하는 등의 조정 과정을 거쳤다.

3) 국제교류 활동 내용

국제교류프로그램은 크게 교류 활동 전의 사전 문화 이해 교육을 시작

으로 하여, 상호방문 페어 학생과의 이메일 교류 활동, 상호 방문시의 학

교문화체험, 국제교류 수업을 통한 교류, 상대국의 전통문화체험, 가정문

화체험을 위한 자문화와 타문화이해교육, 가정문화체험, 자문화 소개, 방

문 후 서신 교환과 보고서 작성으로 진행된다.

사전 준비 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의 동아리 운영 시간(10시간)을 확보하

여 방문 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따로 시간을 확

보하여 학생 안전교육과 학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 3]은 S초등학교의 2017학년도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대상

학생(4~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한 총 10시간의 동아리활동의 교육과정이

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제교류의 목적과 기본 태도,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하여 학습하고, 자문화와 학교를 대상학교의 학생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현지의 문화와 학교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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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S초등학교의� 2017학년도�협약을�통한�국제교류�사전� 준비�동아리활동

차시 월일 활�동� � 내� 용 준비물

1-2 4.13.

세계가�만일� 100명이� 사는�마을이라면

- 국제교류의�필요성�알기

- 서로� 이해해야�하는�까닭�알아보기

- 자기�소개하기

영상자료

국제교류학습지

3-4 4.20.

우리� 학교�소개하기� 1.�

-� 소개할�곳�정하기

-� 역할을�나누어�학교�소개� PPT� 작성하기

랩탑

학교소개리플렛

5-6 5.11.

우리� 학교�소개하기� 2.�

-� 학교�소개� PPT� 발표하기

-� 학교�소개� UCC만들기

영상기기

태블릿

7-8 5.18.

자매결연�준비하기� 1

-� 친구를�맞이하는�방법� 알기

-� 나의�짝�친구와� e-mail과� SNS로� 미리�연락하기

- WELCOME� CARD� 쓰기

태블릿

도화지

색칠도구

스티커�

9-10 5.25.

자매결연�준비하기� 2

-� 현지의�문화� 알아보기

-� 다른�나라의�친구와� e-mail과� SNS로�미리� 연락하기

- WELCOME� CARD� 쓰기

태블릿

상호방문 프로그램은 해당 국가에 따라 다양한 일정으로 구성하였다.

교류 학교의 한국 방문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학교 문화 체험, 가정

문화 체험, 그리고 전통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정을 정하는

데에 있어 상대 국가의 요청, 필요 사항, 관심사에 따라 세부적인 프로그

램을 조정하였으며, 사전에 이에 대하여 지도 교사 및 학부모회의 등을 통

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한국 학생들의 교류국가 방문에 있

어서도 같은 원칙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짝과 함께 활동

할 수 있도록 미리 어학이나 문화 이해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

였다.

아래 [표 4]와 [표 5]는 2017학년도 인도네시아 자매학교와의 교류 일정

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기타 국가의 경우에도 같은 원칙에 따라 프로그램

을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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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초등학교의� 2017학년도�협약을�통한�국제교류�본교� 방문�일정(인도네시아)

날�짜 시� 간 내�용 장� 소�

9.20.

(수)

08:30 인천공항�도착(CA123) 인천국제공항

09:20 입국�수속 인천국제공항

09:30-11:10 학교로�이동 전세�버스

11:20-11:50

<� 환영식�식순� >

� 1.� 개회사

� 2.� 방문단�소개�및�환영사

� 3.� 선물� 증정

� 4.� 방문단�교사대표�답사

� 5.� 본교� 학생대표�환영사

� 6.� 방문단�학생대표�답사

� 7.� 폐회사�및�기념사진�촬영

마로니에홀

11:50-12:30 점심식사�및�휴식 학교�식당

12:30-13:40 학교투어,� 마칭공연관람 교내

14:00-15:00 전통공예수업 5-4� 교실

15:00-15:30 홈스테이�가족과의�만남 운동장

9.21.

(목)

08:20 학생�등교,� 아침활동 각�교실

1교시 영어�수업 창의교육실

2교시 과학�수업(잎의�구조/잎맥�추출) 과학샘실

3교시 Cultural� Presentation 마로니에홀

11:00-11:30 놀이�탐색 운동장,� 놀이터

11:30-12:30 점심식사 식당

12:30-13:20 전통놀이수업 운동장(우천시�체육관)

13:20-14:00 운현궁�이동�및�환복 지하철

14:00-15:30 운현궁�예절학교 운현궁

15:40 학생�귀가� 및� 가정생활체험 운현궁

9.22.

(금)

08:20 학생�등교,� 아침활동 각�교실

1교시-3교시 교실�수업� 참관 각�교실

4교시 한국어�수업 마로니에홀

11:30-12:30 점심식사 식당

12:40-14:00 한국화�수업(각국�민속화�관련) 미술실

14:00-14:40 환송식 마로니에홀

15:00-17:30 떡박물관�체험학습 떡박물관

17:30 학생�귀가 떡박물관

9.23.

(토)
전일 홈스테이�가족�일정 -

9.24.

(일)

07:00 학생�집합� 및� 작별인사 운동장

07:15-08:30 학교�출발(전세버스) 학교-공항

08:30-09:20 공항�수속� 인천국제공항

10:30 방문단�배웅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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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S초등학교의� 2017학년도�협약을�통한� 국제교류�현지�학교�방문� 일정(인도네시아)

날�짜 시� 간 내� 용 장�소�

11.11.

(토)

14:00 공항�집결� 및� 출국�수속 인천국제공항

20:40 인도네시아�자카르타�공항� 도착 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

22:30
학교로�이동

자매학교�호스트�가족과의�만남
SWA

11.12.

(일)
전일 홈스테이�가족�일정 -

11.13.

(월)

07:15 학교�도착

SWA

08:00 환영식

08:30 학교�시설� 소개

09:40 아침�다과

10:00 오전�수업� 참관

11:30 점심식사

13:00 오후�수업� 참관

16:30 홈스테이�가족과의�만남

학교�주변�식당18:00 저녁식사�장소�이동

19:00 환영�만찬(홈스테이�가족�전체)

21:10 홈스테이�가족�일정 각�가정

11.14..

(화)

07:15 학교�도착 SWA

09:00 인도네시아�교육부�방문
인도네시아�교육부

11:30 점심식사

14:00 인도네시아�국립� 박물관�관람 인도네시아�국립�박물관

17:00 학교�도착
SWA

17:20 운동장�놀이

19:00 홈스테이�가족�일정 각�가정

11.15.

(수)

07:15 학교�도착� 및� 아침�다과 SWA

07:30 Gardin� Serpong지역� 이동

Gardin� Serpong� 지역08:00 사이언스파크�관람

11:30 점심식사

14:00 오후�수업� 참관
SWA

17:00 체육관�및� 과학실�수업

18:20 환송�만찬(홈스테이�가족�전체) 학교� 주변�식당

21:10 홈스테이�가족�일정 각�가정

11.16.

(목)

07:15 학교�도착

SWA

07:30 오전�수업� 참관(전통�음악)

11:30 점심식사

14:00 한국�전통� 문화�소개�프레젠테이션

15:00 환송식�및� 자유놀이

18:00 저녁식사

20:00 공항�집결� 및� 출국�수속
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

22:00 항공기�출발

11.17.

(금)
08:00 인천공항�도착�및�귀가 인천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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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학교 내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기청소

년의 경험의 본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특

히,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복잡 미묘한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체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그 목적으로 하는

현상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는 현상학적 접근법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Giorgi의 분석법을 따랐다. 본 장에서는 연구의 인식

론적 기초인 현상학적 질적 연구와 Giorgi의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고찰하였다.

1. 연구의 인식론적 기초

1) 현상학적 연구

본 연구는 현상학에 인식론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 학문의 이름인 현상

학(phenomenology)은 ‘스스로 드러내다’라는 뜻의 phainomenon과 ‘알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logos의 두 그리스어 단어로부터 유래되었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는 선입견이나 이론적 견해에서 벗어나 경험이 스스

로 모습을 드러내어 그 자체로서 경험세계 근저에 있는 본질을 밝히려는

것이다(이남인, 2014). 더불어 현상학은 인간생활을 중심으로 한 현상과

경험의 의미를 찾으려는 학문으로서 무언가 경험한 사람들이 겪은 경험의

의미가 일상세계와 관련하여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를 이해하고 해석하

려는 학문이다(이남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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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체험적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Creswell, 2010). 현상학에서의 현상(phenomenon)

은 의식에 나타난 대상의 모습을 뜻하며, 물리적인 대상 자체가 아니라 의

식의 지향 작용으로 대상의 모습이 지각된 상태를 말한다. 현상학은 반성

이전에 직접 겪은 대로의 세계를 연구하는 것으로, 체험의 현상으로 돌아

간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경험을 일깨워 세상을 보는 법을 다시

배운다는 뜻이다(Munhall, 1989).

그리고 현상학은 일반적인 것들 사이의 잘 드러나지 않는 연구 대상

의 고유하고 독특한 측면을 관심의 대상으로 하되 그것에 대한 작위적

이고 독단적인 해석을 배격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 연구 대상에

관한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을 드러내고자 시도한다(이근호, 2007).

따라서 현상학은 연구자 자신의 주관적이고 독창적인 통찰을 강조하되,

그 통찰을 상호주관적인 이해의 범주 내에서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학문이다(이근호, 2007).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주요 연구 대상은 체험이다. 모든 인간은 수없는

체험을 거치며, 이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

고 이 체험을 통하여 외적 대상을 알 수 있는 능력(외적 지각 능력)과 외

적 대상과 구별되는 내적 대상인 자신의 체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능력

(내적 지각의 능력 또는 반성의 능력)을 갖추어 매 순간 가지고 있는 자신

의 다양한 체험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자신의 체험 뿐 아니라

타인의 체험에 대하여서도 미루어 알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을 갖추게 되는

데, 이를 통하여 의미의 연관과 목적의 연관, 동기의 연관 등의 범주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알 수 있게 된다(이남인, 2014).

한편, 모든 체험은 나름의 방식으로 세계 및 세계에 있는 대상을 향하게

되는데, 이러한 성질은 체험의 지향성이다. 이남인(2014)은 체험의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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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향성 외에도 체험의 주체, 지향적 대상으로서의 체험된 대상, 시간

성, 공간성, 타인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동기와 목적, 변화와 전개과

정, 주체의 삶에 대한 의미, 주체의 가치평가, 체험의 사회적이고 역사적

인 맥락 등의 요소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체험의 각 요소는 대상을 보는

관점이며, 이를 통하여 경험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으로 요약하여

볼 수 있다(유혜령, 2014).

첫째,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연구의 초점을 무엇보다도 ‘현상’에 두고

있다. 현상학적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문제시되는 구체적인 ‘현상’이 명

료하게 선정되어야 하며, 그 현상이 의식 속에 주어짐과 나타나는 방식에

대한 분석과 그것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연구의 주된 관심으로 삼아 진행

하여야 한다.

둘째, 중심이 되는 문제의식과 주제가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

어야 하며, 경험적 자료들을 기초로 해명되어야 한다.

셋째, 지향성의 주체상관적인 세계구성의 방식, 자유변경과 본질직관,

판단중지와 현상학적 환원의 과정 등의 근본적 현상학적인 연구 절차와

태도를 잘 알고 이를 논문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현상학적 질적 연구자는 연구 방법상의 실존적 자세를 견지하는

데, 이는 그 어떤 연구 논리나 기법, 전제, 가정, 선이해라고 하더라도 그

대로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검토하며 자신의 온전한 책임 하에 연구 과정

을 이끌어가는 자세를 뜻한다.

이상으로 현상학적 연구의 개념 및 이론적인 전제에서는 참여자들의 기

술을 통하여 세계 속에서 인간의 의식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 본질과 구조

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철학이자 연구방법으로서 인간경험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연구자를 현상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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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상학에 있어서의 경험세

계는 연구참여자의 언어로 기술되며 이는 이미 그들의 자기이해의 관점과

해석이 담겨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는 수량화하기

어려운 인간의 심층적 의식이나 행동의 동기 등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적합

한 연구이다(이현주, 2005).

초기청소년의 국제교류는 복합적인 요소를 가진 체험으로서 국제교류

참여자인 초기청소년들은 이를 통하여 해석학적 순환 과정을 경험하며,

이러한 과정이 삶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국제교류 체험을 분석하여 이들에게 어떻게 현상학적 환원

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험 당

사자의 국제교류 체험에 대한 기술(記述)을 심층 면담을 통하여 얻고 이

를 분석함으로써 체험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본질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

고자 한다.

2) Giorgi의 현상학적 자료 분석

현상학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자료의 분석 방법으로는 Spigelberg에 의

하여 제시된 철학적 방법과 그로부터 변형되어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사용

되고 있는 Giorgi, Colaizzi, van Kaam, van Manen의 방법을 주로 들

수 있다(이남인, 2014).

이 중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은 연구대상자의 기술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개별적이며 상황적인 맥락 안에서 살아있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는 인간을 ‘의식을 지닌 존재’로

정의하였으며, 그러므로 인간과학적인 탐구영역은 자연과학적인 영역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인간과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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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으로서의 지식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며 인간과학이 과학적인 지식의 조건을 충족하는 네 가지의 이유를

들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것’을 연구하여 ‘의미의 일반성’을 도출한다.

둘째, ‘일정한 방식’을 따르고 있어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다른 연구자들도 그 방식을 따를 수 있다.

셋째, ‘체계적’으로 여러 측면이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비판적인 것’으로 자기비판과 함께 학계의 비평이 가능하다(이현

주, 2005).

Giorgi의 방법론은 집단의 경험 내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추출하

여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한다. 분석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

쳐 정리된다.

먼저 연구자는 녹취를 여러 번 읽고 정리하여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하

고 이후 연구참여자의 언어로 그 의미를 확보한다. 이후 이를 이론적인 용

어로 변경하여 의미 단위를 통합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의미단위의 구조를

통합하여 구조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방법은 한 가지 경험을 한 여러 명의 참여자의 기술에 대한 시

층 연구를 통하여 살아 있는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데에 초점을 둔다. 따

라서 본 연구의 분석법은 국제교류를 하는 초기청소년의 국제교류 경험을

이해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Giorgi는 총 5단계로 자료의 분석 절차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의 5

단계3)로 나누어진다(Giorgi, 1985; 이남인, 2014에서 재인용 및 수정하여

[표 6]의 내용으로 정리하여 나타냄).

3)� Giorgi� 1975b는� 5단계의� 자료� 분석의� 절차를� 제시하고� 있고,� Giorgi� 1985는� 4단계의�

자료문석�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양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유사하다(이남인,� 2014).� 본�

연구에서는�자료를� 5단계�자료�분석의�절차를�따라�더욱�구체화하여�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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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Giorgi의� 현상학적�자료�분석�절차

위의 구조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심층면담의 전사본을 텍스트로 삼아 이에 초점을 맞

추고 기술과 분석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Giorgi의 연구 방법은 본 연구주제

인 초기청소년의 국제교류 경험의 본질을 명확한 학문적인 용어로서 제시

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구조와 구성 요소간의 관계를 설정하여 일관된 학문

적 용어의 형태로 제시하여 경험의 본질에 대하여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단계 구분 연구�내용

1 전체�인식하기

- 일정한�개념의�틀� 없이�자료�전체를�여러�번�반복하여�정독

- 전체의�대략적인�의미를�파악

- 다음단계의�분석을�위한� 토대

2
의미�단위의�

구별

- 연구� 자료� 전체를� 다시� 천천히� 읽어가며� 연구� 주제인� 현상에�

초점을�맞추어� 현상학적�심리학의�관점에서�다양한� 의미� 단위�

구분

- 전체를�구분하는�부분적�의미단위의�구별

- 하나의� 의미단위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의미단위로� 이행하는�

곳을� 정확히�파악

3

연구참여자의�

언어로

의미단위�확보

- 중첩되는�동일한�의미단위를�통합

- 확정된�의미단위들�각각을� 다른� 의미단위들�및� 전체적인�의미

와�연관지으면서� 그것들의� 의미를�해명해�나가고� 이를� 통하여�

연구참여자의�언어로�표현된�의미단위를�확보

4

확보된�

의미단위를

이론적�용어로�

변경

- 연구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의미단위들을� 이론적� 차원의� 언

어로�바꾸어나감

- 추상화나� 형식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들을� 차근

차근�점검해가면서�일반적인� [의미]범주� 파악

- 반성과� 자유변경� 과정:� 숙고를� 통한� 일반적� 이론적� 언어로의�

변경

- 현상학적� 관점에서� 계몽된� 일상� 언어:� 일상적인� 의미가� 아닌�

현상학적�의미를�지닌�언어로�이해

5
의미단위의�

구조� 통합

- 지금까지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의미단위들을� 종합하면

서� ‘배움’이라는�현상의�본질구조를�파악하여�일목요연하게�기술

- 파악된�본질구조에�대한� 기술을�타� 연구자에게�보여주고�비판�

및�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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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1) 연구참여자의 선정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하여 충분하고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적합한 참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따라서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참여자를 선정하

였다.

또한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특정한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이 느

끼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현상학적 연구에서

의 면접의 초점은 그러한 경험에 대한 풍부한 서술을 이끌어내는 데에 초

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와 연구참여자의 대화와 협력이 어떻게 이

루어졌는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참여자의 구체적인

숫자 자체는 큰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현상은 큰 표본을 사용하지 않고도

탐구되고 발견될 수 있는 논리와 일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내재된 현상의

경험이 현상학적 연구의 중심이기 때문이다(Miles & Huberman, 1994;

장해경, 2006에서 재인용).

우선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초등학교의 5·6학년 학

생 중 학교 주체의 협약에 의한 국제교류에 참여한 학생이다. S초등학교

는 지난 10여년간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학교의 특성화 사업

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최근 교류 학교를 확장하는 등 활발

한 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를 국제교류 경험을 실질적으로

한 본 프로그램의 참여자 내에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연령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고려를 하였다.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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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는 자아정체성의 형성이 시작되는 시기이며, 사춘기의 혼돈을 겪는 청

소년 초기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에게 있어 국제교류의 경험은 자아정

체감과 세계관의 확립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초기청소년 단

계의 학습자를 선정하여 이들의 경험의 본질을 알아보는 것은 향후 청소

년의 세계시민성의 형성과 관련하여서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목표 연구참여자의 수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 고려한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17년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운영에 참여한 학생의 수는 총 23

명이며, 이 중 졸업생을 제외하고 2018학년도에 S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22명이다. 따라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참여자 모집 안내문을 배포하였으며, 그 중에서 본 연구의 목적에 대

한 설명을 듣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현

한 7명의 학생이 연구참여자 후보군이 되었다. 동의서에 서명을 하기에

앞서 연구참여자의 법정대리인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유선으로 연구의 내

용과 개인정보의 처리, 연구참여자에 대한 객관성 유지와 보상 등을 충분

히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였다.

연구의 객관성과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는 학교 내에서

연구자의 직접적인 교수를 받지 않는 학생을 선발하였으며, 연구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의

서를 받아 면담의 일정을 정하고 이를 녹취하는 단계 모두에서 연구참여

자의 확인과 동의를 구두로 다시 받았으며 언제든 참여에 대한 결정을 번

복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여 연구참여자가 불안감이나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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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를 위한 윤리적 고려

현장 연구 과정에서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의 윤리적인 원칙은

연구참여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연구의 기밀 유지, 상호 호혜성, 해

석과 표현에 있어서의 해체적 반성이다(이용숙, 김영천, 이혁규, 김영미,

조덕주, 조재식, 2005). 따라서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는 다

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본 연구에 앞서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주최한 인간대

상연구자를 위한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하였다. 또한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ard)에 인간대상

연구 심의승인(SNU 18-08-035)을 받았다.

연구참여자 후보군에게는 승인받은 연구참여자 모집 안내문을 배부하고,

자발적인 참여 신청을 받았으며, 연구참여자로서 연구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참여자와 법정대리인용 설명문을 직접 설명 후

배포하고 연구참여자의 법정대리인의 질문에 대면 및 유선으로 답변하였다.

이후 2주간의 연구 참여 의사 고려 기간을 둔 뒤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의사가 확고한 7명의 학생이 연구참여자로

선정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대략적인 면담의 일정을 합의하였다. 면담 장

소는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장소로 정하였으며 주로 학교 안의

개인상담실이나 연구자의 교실, 연구참여자의 집 근처의 도서관 로비 등에

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와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

석하거나 근거리에 대기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심리적인 부담이나 답변의 긍정성에 대한 압박을 느끼

지 않도록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 메시지 등으로

면담을 위한 시간, 장소, 그리고 다른 협조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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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약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연구참여자의 기분이 좋지 않거

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 다음 면담 일정을 잡고 면담을 종료하였

다. 또한 학습자 연령 및 연구자와의 관계의 특성상 긍정적인 답변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질 수 있어 연구의 의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기술

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을 통하여 답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면담에 있어 연구참여자의 기억을 되살리고 생생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담의 준비물로서 연구참여자 본인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

수첩 등의 기록물을 지참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정표와 공식 사진 및 동영

상 기록을 제시하여 함께 활용하였다.

녹음의 내용은 면담 후 최대 다섯 시간 내에 바로 전사를 함으로써 면

담 당시 참여자의 언어적 자료 뿐 아니라 표정의 변화와, 침묵, 행동, 태

도와 같은 비언어적인 자료가 누락되지 않고 연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연구자의 면담 결과 기술 노트를 적극 병행하여 활용하도

록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이전의 기억을 되살리며 더 적

합한 말을 떠올릴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려하였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자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때까지 연구와 무관한 대화를 하

기도 하였으며, 연구와 무관한 자발적인 발화에도 적극적인 호응을 하였

다. 또한 구조화된 면담 질문에 대한 피드백과 추가적 답변을 위한 비구조

화된 질문을 사용하여 답변의 완성도를 높였다.

각 회차의 면담 이후에는 연구참여자가 직접 이전 회차의 전사 기록을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이후에는 구조화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 발화의 의도가 잘 드러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및 법정

대리인용 설명서에 기재된 대로 연구참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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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참여자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 만 11세–12세)의 초기 청

소년이며, 2017학년도에 학교가 주체가 되어 운영한 협약을 통한 국제교

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 중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

하여 인터뷰를 완료한 학생이다. 처음 7명의 학생이 인터뷰에 지원하였으

나, 연구동의서를 수합한 뒤 인터뷰 일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의

의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를 시작하지 못한 참여자 1명을 제외하

고 최종 6명이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연령과 성별에 따른 간섭과 연구 결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학년과 성별, 프로그램 참여 국가를 다양하게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연

구참여자의 사생활의 보장과 비밀 유지를 위하여 이름을 적지 않고 참여

자1, 참여자2 등으로 숫자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기재하였다.

[표� 7]� 연구참여자�특성�개요

본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1은 6학년 남학생으로 2017학년도 인도네시아 국제교류 프로그램

에 참여하였다.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내면

적인 에너지와 리더십이 있어 전교어린이회장을 맡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 지식을 쌓고자 체험학습이나 대회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적극적으

순 이�름 학�년 성� 별 2017년도� 참여국가 비�고

1 참여자1 6 남 인도네시아 2018년도� 중국�참여

2 참여자2 6 남 호주 2018년도� 호주�참여

3 참여자3 5 여 인도네시아 2018년도�호주,� 중국�참여

4 참여자4 5 여 인도네시아 2018년도� 중국�참여

5 참여자5 6 여 호주

6 참여자6 6 남 호주 2018년도� 중국�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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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한다. 글쓰기를 좋아하며 독서량이 많아 자신의 미묘한 감정을 나

타내는 서로 다른 어휘를 사용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다. 외국 여행의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다양한 외국 문화에 대하여 스스로 알아보거나 가

족들로부터 여행 이야기를 들으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제교

류 활동에 흥미를 느껴 2017학년도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후에 2018학

년도에는 중국 자매학교 활동에 참여하였다.

참여자2는 6학년 남학생으로 2017학년도 호주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

여하였다. 언어나 인문학보다는 수리 및 과학 방면의 적성이 높은 편이며,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대하여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

다. 국제중학교나 특수 목적 고등학교 등 상급 학교 진학에의 열의가 높으

며, 가치관과 기준을 정하는 데에 있어 이러한 열의가 큰 영향을 미치는

듯 보인다. 최근 ‘더 좋은 학군’에서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하여 강남

구로 이사하였다고 말하였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참여에 있어서도 부모

님의 권유가 주요한 동기였으며, 참여에 대하여서는 큰 열의는 없었지만

스스로 이정도면 만족한다고 답하였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급

학교 입학이나 취업 등에 유용하게 쓰일 ‘스펙’을 쌓기를 기대하고 있다.

참여자3은 5학년 여학생으로 2017학년도 인도네시아 국제교류 프로그램

이 첫 청소년 국제교류 경험이었다. 다소 수줍어하고 말수가 적다. 인터뷰

를 진행하는 동안 질문에 대하여 타 연구참여자에 비하여 오래 생각하고

입을 열어 짧게 한두 문장으로 답하여 연구자가 예상 질문 목록 외의 추

가·보충 질문을 많이 하였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욕구를 분

명하게 표현하는 편이며, 체육 등 몸을 사용하는 활동에 참여하기를 즐긴

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만족감을 느꼈다고 답하였으며, 2018학

년도 국제교류에는 중국과 호주 두 국가에 참여하는 등 큰 열의를 보였다.

참여자4는 5학년 여학생으로 2017학년도 인도네시아 국제교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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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하였다. 다정하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친구들과 넓게 관계 맺는 편

이다. 아버지의 잦은 해외 출장으로 외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적

으며, 최근에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출장에 동행하여 여러 국가를 다녀

오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이전에 가족과 함께 한 다수의 해외여행 경험

이 있고,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에 익숙하나, 현지인과의 교류 경험 보다

는 가족과의 여행으로 친구들과의 접점이 없다고 답하였다. 국제교류 경험

이후 용기를 가지게 되어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기 수월해졌다고 답하였다.

참여자5는 6학년 여학생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지만 글쓰기 등의

언어, 수리, 정보 활용 능력, 음악 등 다양한 방면에서 교육청의 영재학급

에 선발되는 등 재능을 보이고 있으며 욕심이 있다.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기대보다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여행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참여하게 되었다. 외국 여행 등

의 사전 경험은 거의 없지만, 종교기관의 캠프 등에서 외국인 친구와 교류

하여 본 경험이 있어, 큰 거부감 없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

었다고 답하였다.

참여자6은 6학년 남학생으로 호주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학

교 주체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도 일본 어린이 캠프 등

의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서울시의 글로벌리더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밝고 적극적인 성격이며, 친구들과 쉽게

관계를 형성하고, 친해지는 편이다. 이러한 참여자6의 활동을 통하여 에너

지를 얻는 성격적인 특성은 단체 활동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 리더십이 강

하여 전교어린이회장과 스카우트 단보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주 청소

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대표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어학에 관심이 많아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를 학습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기를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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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주체 특성

청소년의 협약에 따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인 서울 S초

등학교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국립초등학교이다. 국립초등학교의 경우 매

년 공고를 내어 정해진 인원만큼의 학생을 선발한다. 최근 3년 평균

26.2:1의 높은 입학 경쟁률을 보인다. 학비가 없지만 다양한 특별 교육과

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지원을

결정하게 되며, 서울 시내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혼자서 등·하

교가 가능할 때까지 등하굣길에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반적

으로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학생의 학교생활을 지원할 만한 여유가 있는 학

부모가 본 학교에의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입학 후에는 학부모의 학교 행

사와 교육과정 운영에의 참여 기회가 많고, 학부모가 다른 학교에 비하여

적극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S초등학교는 학교 특색 사업 중 하

나로서 외국 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국제교육부’를 설치·운

영하고 있다. 국제교육부는 연내 국제교류, 세계시민교육, 세계문화이해교

육의 날, 귀국학생 특별학급 교육과정, UNESCO학교, 원어민 영어 수업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S초등학교는 귀국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6학년도까지

는 귀국학급 학생들의 적응이 끝나면 일반학급으로 입급하도록 하였다. 따

라서 학급 내 이중 언어 사용이 가능한 학생의 비율이 높다. 한 해에 한

번씩 이들이 자신이 살던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거나 NGO 단체 등의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세계문화이해교육의 날 운영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학

습자들이 외국어 사용에 익숙하다.

또한 대학교의 부설 학교로서 대학을 매개로 다른 나라의 대학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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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학술적 협력관계를 가지고 이를 계기로 중국 베이징의 학교와 2003

년, 호주 시드니의 학교와 2007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학교와 2017년

차례로 MOU를 체결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은 국제교육부서의 담당자가 중심이 되어 교사의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이와 같이 S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제교육에 대

한 지원이 풍부한 편이다. 또한 여러 학교와 MOU를 맺어 오랜 기간 동안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를 운영하여 프로그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리 잡

혀 있다.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1) 연구자의 경험과 시각

질적 연구를 단순한 기법으로 인식하지 않는 한, 질적 연구자는 질적 연

구의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중립자로 행동하기는 불가능하며, 연구참여자

의 삶에 참여하게 된다(조영달, 2015a). 또한 연구자의 경험과 직관은 질

적 연구에 있어 탐구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으며, 자료를 수집하고 분

석하는 데 기본적인 도구가 된다(Merriam, 1998; Patton, 2002; 이현주,

2005에서 재인용). 따라서 연구자의 경험과 연구에 대한 시각을 기술하고

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참여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2014학

년도부터 2017학년도까지의 국제교류 담당 교사이다. 해외의 학교와 긴밀

히 협의하여 각 학교의 사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여 세계

시민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업무의 특성이다. 따라서 본 프로

그램에 관하여 4년 이상 업무의 흐름을 지켜보고 실무를 담당하며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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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기획하는 등의 책임을 맡은 연구자는 협약에 따른 국제교류 프로그

램 전반에 관한 큰 흐름과 세부적인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또한 본

업무를 위하여 자매학교 방문과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과 맥락에 대한 실

질적 이해가 있어 본 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라 여겨진다. 연구자는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하여 관심을 가지고 연구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단, 이러한 관찰자로서의 시각이 연구자의 사전 지식과 신념, 기대, 편

견, 습관, 고정관념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이는 경

험을 통하여 일반인이 파악하기 힘든 국제교류의 민감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다른 연구자에 비하여 유리한 점이 될 수 있으나, 프

로그램에 대한 익숙함이 연구 과정에 있어 편견과 선입견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국제교류 경험을 살필 때, 연구자는 국제교류 경험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기술에 대한 간섭을 피하고 편견과 선입견을 최대한으

로 배제하기 위한 괄호치기(bracketing)를 실시하였다. 괄호치기는 연구자

자신이 예전에 가졌던 본인의 경험을 연구자의 편견으로 보고, 이러한 이

론적인 편견이 연구참여자의 최초의 기술 내용에 간섭하지 않도록 자신이

연구하는 현상에 대한 지식을 그 현상 밖에 두어야 함을 의미하므로(이남

인, 2014), 연구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

고 괄호치기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연구자는 선입견을 배제하기 위하여 연구의 시작 전에 본 연구에 대한

괄호치기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 뒤,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이 면담의 내용

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였다.

- 학교에서의�국제교류는�한� 국가의�학교와�또�다른�국가의�학교�사이

에서�협약을�통하여�이루어지는�문화적�교류�전반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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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자료의 수집 방법으로서 국제교류 경험 학생에 대한 질적 심

층 면담의 방법을 선택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프로그램 참여도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심층 면담은 사회적

실체에 대한 피면담자의 언어적 설명에 초점을 두고 말에 대한 해석을 통

- 협약을�통한�국제교류는�양국�학생들이�서로�다른�문화를�개인적으

로�접하게�하여�실제적�접촉으로�이해를�깊이� 할� 수� 있다.�

- 국제교류를�통해�학생들은�다른�문화를�몸소�접하게�된다.� 그러므로�

다른�문화에�대한�이해력이�생기고,� 숙박형의�국제교류를�통하여�학

생들은�세계의�친구들이�자신과�같은�고민을�하는�어린이들임을�깨

닫게�될�것이다.�

- 협약을�통한�국제교류를�통하여�학생들은�세계에�대하여�어떠한�인

식을�형성할�것이다.�

- 세계시민성은�타� 문화와의�많은�접촉으로�길러질�수� 있다.�

- 국제교류�프로그램에�참여하는�것은�세계시민적�정체성을�형성하는�

데에�도움이�될�것이다.

- 학생들은�외국�친구들과�활발히�대화할�것이다(적어도,� 대화하고자�

노력할�것이다).� 그� 과정에서�공통의�관심사를�찾아내고,� 생각과�의

견을�나누는�경험을�할� 것이며,� 이는� 상대�문화에�대한�관심으로�이

어질�수�있다.�

- 학생들은�여행과�국제교류를�서로�다르게�생각할�것이다.�

- 협약을�통한�국제교류�프로그램은�크게�가정생활교류,� 학교생활교류,�

전통문화교류의�세�가지로�나눌�수�있다.�

- 협약을�통한�국제교류�프로그램을�이수하는�학생들은�자신과�세계에�

대한�인식을�형성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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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상적 삶을 통하여 구성된 사회적 실체에 대한 해석을 그들의 일상

적 언어로 경험하는 것이다(조영달, 2015b). 따라서 이들의 경험 안에서

내면에 숨어있는 인식의 변화나 자아와 사회적 정체성의 형성 등을 알아

보기 위하여 개별 면담과 초점화된 집단 면담을 통하여 질문을 하고 언어

적 표현을 이끌어냄으로써 경험의 본질이 어떠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한편 데이터 수집의 다각화(triangulation)를 추구하기 위하여 연구참여

자가 활동한 내용에 대한 기록과 사진 등을 참고하였으며, 2017학년도의

국제교류 계획서와 보고서의 내용의 확인 및 검토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

인 프로그램의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더불어 연구참여자와 연구참

여자의 법정보호자가 프로그램 종료 이후 작성한 설문조사지의 답변 내용

을 심층 면담에서의 기술한 바와 비교하고 보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

뢰도를 제고하였다.

3)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크게 기록된 자료(보고서, 설문조사, 연구자의

기록 자료, 사진 및 영상 자료 등)와 심층면담을 통한 기술 자료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기록된 자료는 2018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그리고 심층면

담을 통한 자료의 수집은 2018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연구참여자들

과 최소 4회에서 최대 5회까지의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자

는 연구참여자의 행동적 특성과 맥락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구참여자를

만날 때마다 면담 기록지에 면담을 하고 난 뒤의 느낌을 적어두었고, 법정

대리인이 2017년도의 프로그램 운영 이후 제출한 설문조사지의 항목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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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지어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초등학생으로 언어적 표현의 제한이 있으며, 집중 시간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면담을 할 때마다 면담 전의 준비 시간을 가지고 연

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대화에 익숙해질 때까지 긴장을 풀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면담의 초반에 이전 면담에서의 궁금한 점과 더 이야기

하고 싶었던 점을 이야기하게 하여 본 면담과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도록

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연령 및 집중 시간을 고려하여 1회당 약 40분 정

도로 계획되었으며, 일상 대화가 길어지거나 연구참여자의 발화 의지가 높

아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였다. 면담을 녹음

한 녹취 파일과 전사 자료는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암호화하여 보관하

고 있다.

경험이 그대로 기록되어 이후 분석에 있어 상황 자체의 기술이 이루어

지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였다. 먼저 면담을 하는 시점의 분위기를 기

억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비언어적 메시지나 느낌, 맥락 등을 녹음과

동시에 면담기록지에 기록하였다. 또한 생생한 느낌의 전달을 위하여 면담

내용의 전사는 연구자가 직접 면담이 끝난 당일 면담 후 5시간 내로 이루

어지도록 하였다.

연구 자료의 ‘충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 이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연구참여자별로 면담의 횟수가 최소 3

회에서 최대 5회까지로 면담 진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연구 참여 신청

자 7명 중 1명이 개인적 사정으로 면담을 포기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

여한 대상자는 총 6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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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분석 과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통하여 얻은 자료는 전사와 정리를 통하여 해석

된다. 이 과정에서 Giorgi의 5단계 자료 분석 방법을 따랐다.

첫째, ‘전체 인식하기’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일정한 개념의 틀 없

이 자료 전체를 개방적인 태도로 여러 번 반복하여 정독하여 전체의 대략

적인 의미를 파악하였다. 전체 인식을 돕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에

서 일어난 대화를 재생하는 필사를 연구자 스스로 직접 진행하며 연구노

트와 비교하고, 녹음을 계속하여 들어 봄으로써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연구참여자의 기술 전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인식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의미단위의 구별‘ 단계이다.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려는 의도를 가

지고 연구자료 전체를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가며 다양한 의미 단위를

구분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시각을 맞추어 그들

의 언어로 의미단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언어로 의미단위 확보’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중첩되는 동일한 의미단위를 통합하고, 확정된 의미단위들 각각을 다른 의

미단위들 및 전체적인 의미와 연관 지으면서 그들의 의미를 해명해나가고

이를 통하여 연구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의미단위를 확보한다.

넷째, ‘확보된 의미단위를 이론적 용어로 변경’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서는 연구참여자의 언어로 표현된 의미단위들을 이론적 차원의 언어로 바

꾸어나간다. 자료를 잠재적이고 함축적으로 일반화하고 표현을 명시화하기

위하여 학문적 시각에서 의미를 도출하고 서술로서 이를 구분해내기 위하

여 전환과정을 거쳤다(Giorgi, 2003).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생각하

고 인식하는 일상적인 표현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계몽된 일상 언어로 바

꾸고, 합의된 학문적인 용어가 없는 경우 현상학적 관점에서 학문적인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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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다섯째, ‘의미단위의 구조 통합’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의미단위들을 종합하면서 ‘국제교류’라는 현상

의 본질구조를 파악하여 이를 일목요연하게 기술한다. 이 과정에서 국제교

류 경험의 의미가 ‘일반적 구조’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라 예상한다.

또한 파악된 본질구조에 대한 기술을 반복해서 읽어보고, 타 연구자에게

검토를 요청한 뒤 이에 대한 비판과 검증을 받아 연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5) 질적 연구의 엄격성 고려

Giorgi는 현상학적 연구를 판단할 수 있는 엄격한 준거는 없다고 하였

다. 이는 현상학적 연구의 질을 검증하는 데에 있어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양적 연구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Giorgi,

1975).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의 타당화 작업에 있어 연구자의 주관성은

연구 분석의 하나의 준거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 역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

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연구의 시작 전에 연구자의 판단 중지 및 괄호치

기를 통하여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과 연구참여자의 관점이 충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의 다각화(triangulation)를 추구하기 위하여 연구참

여자가 활동한 내용에 대한 기록과 사진 등을 참고하였으며, 2017학년도

의 국제교류 계획서와 보고서의 내용의 확인 및 검토를 통하여 더욱 구체

적인 프로그램의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더불어 연구참여자와 연구

참여자의 법정보호자가 프로그램 종료 이후 작성한 설문조사지의 답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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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심층 면담에서의 기술한 바와 비교하고 보충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그리고 연구 이후 수집한 자료의 분석 결과를 연구참여자에게 다시 가

져가 그들의 견해를 묻고 경험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연구 과정과 결과의 검토를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질적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연구자에게 요청하여 그들에게 연구의 자료 분석과 해석,

분석 내용의 적합성에 대하여 조언을 요청하여 교차검토(cross- check)

하였다. 이는 연구자가 도출한 현상과 구조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연구자

의 오류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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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교 주도로 이루어진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를 경험한

초기청소년의 기술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요소와 국제교류 경험에 관한 구

조를 제시하여 그들이 경험한 국제교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는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로 이루어진 국제교류 경험의 구조를

제시하고, 구성요소들 간의 시간과 사고의 흐름 순서의 맥락 내에서 도식

화한 전체적 맥락 속에서의 국제교류 경험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초기 청소년의 국제교류 경험의 상황적 구조

본 연구에서는 Giorgi의 질적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를 경험한 초기 청소년

6명에게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한 뒤,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녹취하고, 면접 중간에 떠오른 연구자의 느낌을 적으며 메모하였다.

이후 녹취를 전사하여 전사지를 보면서 녹음 파일을 반복하여 여러 번

들으면서 전체 진술의 맥락을 파악하였고, 이후 교육학적 관점에서 의미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총 326개의 의미단위를 파악하여

나누었다. 나누어진 의미단위는 처음에는 연구참여자의 언어로 기술하였

고, 이후 교육학적인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Giorgi(2003)의 방식대로 상식적인 언어를 활용하였다.

학문적인 용어로 변환된 의미단위들을 여러 번 읽으며 동일한 의미끼리

묶어 총 62개의 의미단위 요약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끼리 통합·조정하여 다음 단계에서 도출된 의미단위요약의 상위개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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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부록2]). 구성요소 도출의 과정에서 연구참여

자의 검토를 거쳐 의미단위의 뉘앙스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제거하

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하위구성요소를 묶어 최종적

으로 10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이 과정을 다음의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초기청소년의�협약에�따른� 국제교류�경험의�구성요소와�하위구성요소

다음은 [표 8]에 제시된 구성요소들을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적인 진

술과 함께 자세히 기술한 것이다. 10개의 구성요소와 27개의 하위 구성요

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새로운�경험에�대한

관심과�기대감

외국에�대한�호기심을�가짐

국제교류�프로그램에�대한� 관심과�기대감

수동적�방관자로서의�국제교류�프로그램�참여

‘스펙’의� 축적�도구로서의�국제교류

체험을�통한�

타문화�이해

직접적�체험을�통한� 교류국에�관한�정보�습득과�문화�이해

직접적�체험을�통한� 타문화를�접하는�태도� 함양

비교를�통한�

타문화�이해

타문화를�이해하는�방법으로서의�공통점과�차이점�비교

외국�문화와의�공통점을�발견하여�친근하게�느낌

외국�문화와의�차이점을�발견하여�타문화의�특성을�인식함

자문화에�대한

인식�형성

자문화에�대한� 인식�부재를�자각함

자문화를�바르게�전달하려는�책임감을�형성함

외국인의�입장에서�자국� 문화를�바라봄

낯선�것과�마주하기
경험을�통하여�낯선� 것에�익숙해짐

경험을�통하여�새로운�문화를�수용함

편견에서�벗어남

또래와의

교우�관계�형성과

관계�발전

국제교류를�통한� 국제적�교우� 관계�형성

국제적�교우�관계�형성

에�대한�긴장과�염려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긴장과� 우려

외국인�친구의�관계�형성에�대한�염려

국제적�교우�관계에�대한�자부심을�가짐

국제적�교우�관계에의�기대감을�가짐

국제적�교우�관계�형성을�위한�포용적�태도의�인식

국내의�또래�관계에서의�우정을�다짐

외국어에�대한

인식�형성

의사소통�도구로서의�외국어에�대한� 인식�형성

외국어에�대한�부담감과�걱정

새로운�지식과�정보의�습득

국제교류�프로그램의�의미�발견

세계시민의식의�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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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경험에 따른 차이와 연구참여자

들의 경험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함께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1) 새로운 경험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

국제교류의 경험은 새로운 전통 문화와 학교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을 체

험한다는 점, 독립적인 상태에서 참여자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범위가

이전에 비하여 매우 넓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에게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있어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벗

어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계기로서 작용한다. 지금까지 아

동으로서 보호자의 보호를 받으며 안내되는 활동과 학습을 하던 참여자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접하고 생소한 전통문화,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서의 사소한 것에

서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된다는 점에 있어 참여자들은 자신의 사전 경험이

나 지식을 통하여 예측하고 기대하며 경험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

는 것이다.

또한 연령에 있어서, 국제교류 참여자들은 아동기에서 벗어나 청소년기

에 접어들면서 점차 독립성을 추구하게 된다.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최

소한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경험은 연구참여자들

에게 있어 매우 새로운 경험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교류

국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설레는 마음으로 교류를 준비하며 준비된

것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각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면에 있어

서 국제교류는 새로운 경험으로서 독립성을 기르고 자기주도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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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대감은 참여자의 대부분에게서 진술되고 있는 감정이었다. 한

편 참여자의 사전 경험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러한 기대감은 큰 관심의 부

재로 옅어지거나 또는 강제로 떠밀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오히려

반감이 되기도 하였다.

참여자와의 면담에서 거의 대부분에게 ‘기대’와 ‘호기심’과 관련된 다양

한 감정이 드러났다. 이는 국제교류의 참여자들에게 있어 경험의 출발점이

라고 볼 수 있다.

(1) 외국에 대한 호기심

참여자1은 국제교류 이전에 외국에 대한 호기심을 보였다. 이는 이전의

경험을 통한 것이었는데,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외국 여행 후에 사 오

신 선물이나 기념품을 보고 신기한 마음을 가진 것, 그리고 외국에 유학을

다녀온 고모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통한 것이었다. 참여자1은 이를 통하여

사전에 정보를 얻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관심은 국제교류 프

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도 이어져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였으며,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참여자1의 경우 어릴 때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한 경험은 없지만, 선물

과 그 지역에서 나온 물건들을 접하고, 여행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접적으

1-8� 음� 저는� 우선,� 외국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 고모가� 생긴� 것도� 그

렇고� 선생님과� 정말� 비슷하세요.� 성향도� 비슷하시고.� 그런데� 고모가�

해외여행도� 자주� 다녀오시고,� 독일로� 유학을� 다녀오셔� 가지고� 그래서�

외국� 이야기를� 하시는데,� 들어보니� 참� 좋았어요.� 그리고� 고모도� 그렇

고� 할머니/할아버지가� 젊으실� 때�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오셨어요.� 거의�

안� 가보신� 나라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갈� 때마다� 거기의� 유명한� 것도�

많이�사오시고,� 그래서�외국의�문화를�많이� 알게�되었어요.� (참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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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외국의 문화를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참여자1은 문화를 ‘많이 알게

되었다’고 기술하였으며, 직접적으로 문화를 접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이후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중국을 여행하고,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을 여행

하면서 참여자1은 새로운 문화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계속해서 외국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나가게 된다. 이는 향후 참여자1이 한 번도 접해본 적

없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

(2)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

참여자1과 5의 경우,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접하기 전에 국제교류 프로

그램의 개념과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전의 경험

을 통하여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대를 가지

고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참여자1은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알고 있지 못하였다. 하지만 평소 존경하던 주변의

1-2� 처음이라� 뭔지는� 몰랐어요.� 홈스테이를� 하는지도� 몰랐고,� 홈스테

이가� 집에서� 지내는� 것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우선� 그냥� 아무것도� 모

르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저에게� 권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선� 한� 번�

새로운� 경험이니까� 좋아서� 한� 것� 보다는� 새로운� 경험이라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참여자1)

1-15� 그냥� 저는� 외국에� 많이� 가보고� 싶어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으

니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외국을� 한� 마디로� ‘보물창고’라고� 생각해요.�

얻을� 게� 많으니까요.� (참여자1)

5-2� 호주에� 간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라�

가� 보고� 싶었어요.� (참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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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이 지원해 보기를 권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무언가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국제교류 프로

그램에 지원하였다.

참여자5는 이전에 여행의 경험이 아주 어릴 때라 기억이 선명하지 않

고, 자신의 다소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험에 참여하지 못하

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국제교류 프로그

램에 참여하였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내적인 동기의 유발은 참여자들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실제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자기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독립성을 기르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3) 수동적 방관자로서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참여자2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전 지식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이전의 해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

었으나, 새로운 경험에의 큰 열의와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없었

다. 그에게 있어 국제교류는 부모님이 권유하여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프로그램이었으며, 자신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2-6� 또� 엄마가� 지원서� 쓰면� 엄마아빠가� 신혼여행을� 호주로� 갔으니까�

또� 될� 것� 같다고�그래가지고� (지원하게�됐어요).� (참여자2)

2-18� 그냥� 거기서�하라고�해서� 한� 거예요.� (참여자2)

2-47� 거의� 방관자로� 갔어요.� 가정통신문� 그냥� 엄마한테� 주고� 나서� 숙

제했어요.� 엄마가� 할� 거냐고� 물어봐서� 엄마�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참여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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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2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원하게 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큰

호기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를 유

발할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약하고 수동적인 것이어서 향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세에도 영향을 미쳤다.

(4) ‘스펙4)’의 축적 도구로서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자2는 지원의 동기가 다른 만큼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하여 다소

다른 인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참여자2의 기대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을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

냈는데, 그는 국제교류의 경험을 ‘어딘가에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표현

하였다.

참여자2는 자신의 국제교류 경험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스펙’이

4)� 영어� 단어� ‘specification’의� 준말로,� 직장을� 구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고자� 지원하는� 사

람들� 사이에서� 학력,� 학점,� 영어� 시험� 점수� 따위의� 정량적인� 조건을� 합한� 것을� 이르는� 말

이다. 

2-20�네.�일단은�지식을�가지게�되니까�어디에서�좀�써먹을�수�있어요.� (참여자2)

2-21�어�일단은�대학을�가거나�그럴�때�쓸�수�있을�것�같아요.� (참여자2)

2-22�어..�나중에�학교에서�세계사�시험�볼�때�좀�좋을�것�같아요.� (참여자2)

2-33�앞으로�뭔가�스펙이나�그런�데�도움이�될�것�같아요.(참여자2)

2-36�나중에�세계사�공부할�때� (국제교류�경험이)�유용할�것�같아요.� (참여자2)

2-53� 그런� 게� 스펙이나� 학력에� 들어가진�않아서�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없

을� 것� 같아요,� (스펙이나� 학력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런�거�들어가면�나중에�취업할�때�도움이�될�거�같아서요.� (참여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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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면담

에서 실제로 국제교류의 경험이 이러한 경력으로 들어가지 않아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답하기도 하였다.

2) 체험을 통한 타문화 이해

聽卽振, 視卽記, 爲卽覺.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한다.
                                                   -공자, 「論語」 
  공자는 「논어」에서 이와 같이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양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Lewin의 응용행동과학연구
소인 미국행동과학연구소(NTL: National Training Laboratories)에서도 
학습 피라미드(Learning Pyramid)를 발표하여([그림 1]5)) 실제 체험해 보
는 것의 학습 효과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다.

[그림� 1]� Learning� Pyramid,� National� Training� Laboratories.

5)� [그림1]은� 미국행동과학연구소� 홈페이지(https://www.ntl.org/)의� 학습� 피라미드� 개념도

를�번역�및�수정하여�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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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체험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모든 참여자가 핵심적인 것으

로 손꼽았던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미디어나 책, 이야기를 듣는 것 등의

간접적 방법보다 접하는 정보의 범위는 넓지 않았지만, 현지의 삶의 직접

적인 체험을 통하여 배운 것은 국제교류 참여자가 타문화를 이해하는 데

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술하여 체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1) 직접적 체험을 통한 교류국에 관한 정보 습득과 문화 이해

참여자1은 관광(보는 것)하는 여행보다 그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체험함

으로써 ‘가장 정확한 외국’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 미디어

에서 나온 외국의 모습은 특정한 이미지에 맞는 어떤 것이었으나, 자신이

직접 경험한 외국의 모습은 만들어지고 강요되는 관점이 아니라 있는 그

대로의 것이었다. 이를 통하여 참여자1은 문화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

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1에게 있어 체험은 교류국의 ‘진짜 삶’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도구가 되었다.

1-23� 그때는� 정말� 정확히� 외국이� 뭔지� 모르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거라서�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적지만� 외국에�몇� 번� 갔다� 오니까� 그리고�

특히� 여행보다는� 삶을� 경험하러� 간� 거니까� 그때� 진짜로� 경험하고� 나니

까� 이제� 더� 좋아졌는데,� 좋아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직접� 삶을� 경

험해보니�체험을�해�보는�게�중요하다는�것을�알았고,� (참여자� 1)

1-74�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알아온� 외국은� 어릴� 때� 체험한� 곳과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외국을� 알� 수� 있었고,�

이� 프로그램이� 아니었으면� 못� 만났을� 친구를� 만났고,� 그� 나라를� 체험

했어요.� 그래서� 국가와� 사람을� 배웠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고� 제� 인생

에�있어서�잊지�못할� 경험이었어요.�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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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2와 참여자5, 참여자6 역시 미디어를 통한 정보보다 직접 체험하

여 얻은 정보에 대하여 강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이 실제로 얻

은 정보는 미디어를 통해 접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다(참여자4). 미디어

는 다른 사람이 체험한 것에 대한 후기를 보거나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의 관점이 들어가 있고(참여자6), 자신

이 보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았다(참여자5). 그리고 직

접 경험해보는 것은 더욱 빠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참여자2). 그들은 실제 경험을 통하여 형성한 자신의 새로운 지식

2-71� 미디어에서� 본� 것은� 처음에� 이해하긴� 힘들어요.� 그래서� 가서� 직

접� 해보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영어도� 여기서� 배우는� 것보다� 거

기서� 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써야하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여자2)

4-63� 티비로� 가면� 그냥� 그렇구나만� 알게� 되는데,� 진짜로� 가보면� 이게�

그랬었는데� 티비랑� 다르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접해

보는�게� 기억에�더�잘�남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5-34� 호주� 친구들이� 학교생활을� 어떻게�하는지�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 또� 이게�책으로�있거나�홈페이지에서�본다고�해도�직접� 가서� 보

는� 것이랑은� 다르니까요� 그런� 건� 직접� 가봐야� 되는� 것� 같아요.� (참여

자5)�

6-47� 음� 미디어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제가� 직접� 뭘� 하는�

게�아니라�다른�사람이�체험한�것을� 통해서�후기를�보거나,�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을� 보여주거나�해서�간접적으로�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

제로� 어떤� 체험이고,� 그것을� 통해서� 뭘� 느낄� 수� 있는� 것이� 뭔지� 몰라

서� 좀� 그럴� 것� 같은데,� 직접� 체험은� 저만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저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

할�수�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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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별하게 생각하였고, 실제로 ‘이해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직접 경

험은 참여자들이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2) 직접적 체험을 통한 타문화를 접하는 태도 함양

참여자들은 직접적인 체험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한편, 체험을 통하여 다른 문화를 접할 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배

우고 있었다.

참여자4는 경험을 통하여 직접적 체험을 통해 문화를 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배웠다고 기술하였다. 그는 처음에 새로운 문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내색하거나 하지 않고

시도하여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의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참여자4는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용

감하게 시도해 보고, 열린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에 대한 직접적 체험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경험을 통하여 다른 나라

의 문화를 접하는 방법(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

을 배웠다고 진술하여 타문화를 대하는 태도를 함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5� 음� 음식도�처음에는�이상하게�생각하는데�눈을�감고�딱�한�번만�먹

어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먹을� 수� 있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여행� 가

서� 그런� 신기한� 음식을� 많이� 먹어�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인도

네시아에� 가서� Ghassana네� 집에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을� 주었을� 때도�

좀�생긴�게�이상하긴�했는데�한�번씩�먹어볼�수�있었어요.� (참여자4)

4-17� 왜냐하면� 제가� 아는� 나라가� 많지는� 않은데,� 인도네시아라는� 새

로운� 나라를� 접해서� 다른� 나라들� 문화를� 접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요.� (참여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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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를 통한 타문화 이해

협약에 따른 국제교류를 경험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타문화를 이

해하는 기준은 자문화였다. 이전까지의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 것을

상대의 문화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끊임없는 자신과 타인의 비교를 통하여 자의식과 자

아정체감을 형성한다. 공통점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차이점을 발견

하여 나와 남을 구분하고 자신의 특별함을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하여 성

장하고 발전하며 사회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서의 타문화 이해의 과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 타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으로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참여자3은 각국의 문화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러한 관련

성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꼽았다. 문화 이해의 주된 방식으로서 비교를

하게 되면서 참여자3은 공통점에 친근한 감정을 느끼고, 차이점에 주목하

여 타문화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3-8� (그런� ‘외국’에� 대해� 참여자3은� 어떻게� 생각해?� 외국은� 어떤� 곳

인� 것� 같아?)� 우리나라와�비슷한데�문화가�다른� 곳이에요.(참여자3)

3-9� 음� 사실� 실제로� 가보니� 인도네시아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점을�

더� 많이� 봤었어요.� 다른� 걸� 보면� 비교가� 되니까� 다른� 것이� 인도네시

아의�독특한�문화를�나타낼�것이라고�생각했어요.� (참여자3)

3-28� (우리나라의� 문화와� 참여자3이� 방문했던� 나라의� 문화는� 서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관

계가�있다고�생각해?)공통점과�차이점이�있어요.� (참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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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문화와의 공통점을 발견하여 친근하게 느낌

연구참여자들은 외국의 문화에 대하여 자문화와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생

각을 바탕으로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문화적 공통점의

발견으로 타문화에 대하여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 이해를 깊이 하는 모습

을 보였다.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타문화와의 공통점을 발견하여 친근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참여자5는 국제교류에 참여하기 전에 외국

1-66� TV나� 매체에서는� 서양이나� 동양에� 상관없이� 보통은� 대도시를�

소개하지� 않잖아요.� 화려하고� 현대적인� 것을� 소개하지� 않고,� 뭐� 그런�

중에서도� 전통적인� 것들을� 주로� 소개하잖아요.� 자연환경이나� 아니면�

문화재를� 소개하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다� 진짜�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TV에서� 보던� 것들

을�생각하고�갔으면,� 자연환경이나�문화재가� 많고� 뭐�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제가� 가서� 직접�본�것은� 서울과�차이가�없었어요.� (참여자1)

4-53� 저희랑�똑같이� 집에� 오면� 먼저� 손� 씻고,� 숙제한�다음에� 빨리� 끝

나면� 같이� 핸드폰을�해서�인스타그램에� 무언가를�올리고,�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이� 제가� 친구들이랑� 하는� 것과� 비슷해서� 좀� 공감이� 되고� 그랬

어요.� (참여자4)

4-55� 네,� 왠지� (이슬람)교회도� 갈� 것� 같고� 밤마다� 기도드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와� 다를� 것� 같았는데,�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았어

요.� (참여자4)

5-31� 외국에� 사는� 친구라고� 하면은� 알고� 있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좋아하

는� 것이나� 얘기하는� 주제� 같은� 것도� 다�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요.� (어

떤� 점이� 비슷했는데?)� 주말에� 뭘� 샀는데� 어땠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운동을� 더� 잘하고� 싶다거나� 그런� 것들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

했어요.� (참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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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거부감이 이러한 공통점을 발견하면서 많이

없어졌다고 하였다. 그는 면담 내에서 여러 차례 신이 난 목소리로 자신이

발견한 비슷한 점을 언급하였다. 타문화와의 공통점 발견은 타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경계심을 풀게 하며, 이후 타문화권의 사람들과의 관계

의 형성에 있어서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3) 외국 문화와의 차이점을 발견하여 타문화의 특성을 인식함

참여자들은 타문화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차이점을 찾아내어 자문화와

구분하여 자신의 원래의 형상 세계와 분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발견한 외

국의 문화와의 차이점은 타문화의 새로운 특성을 인식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차이점의 발견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거부감이나 부정적 감

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타문화의 장점을 찾아내거나(참여자2),

자연스럽게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

는 포용의 도구로서 작용(참여자4)하기도 하였다.

1-22� 한국에서는� 아침에도� 반찬을� 막�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외

식을� 별로� 안하고� 집에서� 차려먹었는데,�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아

침에는� 시리얼을� 주시고� 점심� 저녁은� 나가서� 사먹어서� 집밥을� 경험해�

볼� 수가� 없고� 그랬고,� 중국에서도� 아침은� 집에서� 주시긴� 하는데� 그냥�

흰색� 죽을� 주시고� 나머지는� 외식이었어요.� 아침이� 생각보다� 소박했어

요.� (참여자1)

4-54� 걔네� 학교� 수업이� 재미있어서� 좋았고요,� 우리나라� 수업� 말고� 다

른� 나라� 수업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수업이랑� 뭐가� 다른지� 알게� 되

어서�그게�좋았어요.� 나중에�다른� 나라가서�수업을�들을� 때� 이걸� 생각

해보면�그�환경이�더� 익숙해질�것� 같다는�느낌도�들었어요.� (참여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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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문화에 대한 인식 형성

국제교류를 통하여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고, 자문화와 비교해보는 과정

은 연구참여자들에게 타문화의 이해를 깊이 하면서 동시에 자문화에 대하

여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문화의 확산 과정은 미디어 등의 발달로 이전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접적 체험을

통하여 타문화와 자문화를 비교하고, 인식을 형성하는 경험은 참여자들에

게 앞으로 자신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기회가 되

어 줄 수 있다.

또한 자문화에 대하여 새롭게 바라보는 것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자신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자문화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세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① 자문화에 대한 인식 부재를 자각함

2-51�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볼�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어느� 장점이�있는지�알� 수� 있어요.� (참여자2)

4-3� 네.� 저랑� 다른�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다른� 생각을�하게� 되어서�다양한�의견을�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여자4)

4-14�제가�학교나�우리�문화를�너무�모른다는�생각이�들었어요.(참여자4)

4-60� 우리나라� 전통� 옷이� 되게� 예쁜� 것� 같다는� 생각도�많이� 들고,� 다

른� 사람한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처음인데�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못하면� 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옷을� 좋아할지가� 궁금했어요.� (참

여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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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4는 문화 소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어려움을 토로하였

다. 당연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학교에 대한 소개, 전통 복식

문화에 대한 설명 등- 을 하려고 하니 막상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이를

통하여 참여자4는 자신이 자문화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음을 자각하고,

앞으로 좀 더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② 자문화를 바르게 전달하려는 책임감을 형성함

참여자6은 외국의 방문단이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 자문화를 바르게 전

달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문화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더욱 적

극적으로 행동하고, 직접 한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여러 곳을 답사한

후에 일정을 짜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상대방을 고려하였다. 참여자6은

큰 책임감을 가지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서 설명을 한 나머지 방문단이

돌아간 이후 몸살까지 앓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책임감을 형성하여 세계 속의 자신에 대하여 보다 객관

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보게 되었을 뿐 아니라 보람과 흥미, 배려의 마음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6-39� 음..�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호주� 쪽을� 맞이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약간�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학생들에게� 책임감� 있게� 설명

해줘야� 해서� 우리가� 좀� 더� 긴장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줄� 수� 있었어

요.� (참여자6)

6-40� 일단� 저는�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 친구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고� 좀� 리드해주잖아요.� 근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좀� 힘

들었어요.� 몸살이�났어요.� (참여자6)

6-42� 친구들이� 제가� 케어를� 해� 주다� 보면� 고맙다고도� 하고,� 그만큼�

한국에�대해서�많이�알게� 되니까�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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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참여자들은 정도는 저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국제교류 프로그램

내의 자문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식을 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③ 외국인의 입장에서 자국 문화를 바라봄

참여자5는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자국 문

화를 바라본 것이 가장 인상 깊은 경험 중 하나라고 기술하였다. 그에게

있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자문화를 바라보고, 외국인의 관점에서 문화를

새롭게 보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5-25� 가족이랑� 가거나� 친구들이랑� 가서는� 그냥� 보기만� 하고� 그랬는

데,� 호주�친구들이�와서�보면� 그� 친구들이�어떻게�볼지� 신경을�쓰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나하나씩� 다� 보고� 신기해하면� 설명해줘야� 해서�

저도� 더� 알아봤어요.� (참여자5)

5-26� 대부분� 한국어로� 수업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못� 알아듣는� 것은�

영어로�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영어를� 엄청� 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게� 힘들었고,� 영어는�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도� 다니고�

하니까�이해는�다� 할� 수�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한국어를�많이�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 친구들이� (수업을� 들을� 때)� 힘들었을� 것� 같아서� 마음

이�불편했어요.� (참여자5)

5-28� 외국인의� 입장에서�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됐던�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참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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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낯선 것과 마주하기

연구참여자에게 있어 국제교류를 통하여 만난 세계는 현재까지 알던 곳

과는 다른, 익숙하지 않은 곳이다. 국제교류를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낯

선 것들과 마주하게 되며, 이에 따른 긴장과 두려움, 호기심 등의 내면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낯선 곳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어 익숙해질 때까지 접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 노력을 통하여 우리는 특정 지역의 문화 속에서 관슴과

역사, 정서를 읽어내고 어떠한 감상을 형성해내게 된다.

낯선 것과 마주하는 경험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모습의 많은 사

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자각한다. 이러한 자각은 그들이 새로운 문화

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1) 경험을 통하여 낯선 것에 익숙해짐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국제교류에 참여하면서 접한 음식과 생활환경,

가정환경, 여행을 떠나는 길까지 모든 것은 새롭고 낯선 경험이었다. 이에

대하여 참여자들은 겁을 먹거나(참여자4),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참여자1),

점차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 역시 이러한 경험을 하는 참여자들을 인솔하면서 첫날은 긴장감

과 걱정 등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이후 한 가지씩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 보면서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긴장이 풀려 감정

표현을 스스럼없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58� 학교에서� 급식처럼� 파란� 플라스틱� 통에� 뭘� 담아줬잖아요.� 그게�

인도네시아에서�먹는�그� 음식이라� 맛있기도�하고,� 실감나게�경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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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은 처음으로 뚜껑이 있는 플라스틱 통에 담긴 인도네시아의 점

심 급식을 보고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처음 먹어본 후 다음날부

터는 이것에 익숙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참여자3은 낯선 것에 대하

여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아보아 낯선 경험을 더 이상 낯설지 않게 여기도

록 하였으며, 이전의 경험을 떠올려 비슷한 것과 연관지어 정서적인 안정

을 가져오는 데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참여자4는 이전에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겁

을 많이 먹었지만, 한 번 부모님과 함께 해외여행의 경험을 하고 난 뒤

있어서�아무튼� ‘먹어도� 되나?’� 하고� 처음에는�좀� 이상하게�생각됐는데,�

두� 번째� 날� 즘� 되니까�좋다는�걸�알았어요.� (참여자1)

3-3� (걱정되거나� 불안한� 마음은� 없었어?)� 네,� 이미� 다� 해봤던거라� 없

었어요.� (참여자3)

3-11� (인도네시아� 학교� 홈페이지를)� 미리� 보고� 가서� 거기� 가는� 곳이�

낯설지�않았어요.� (참여자3)

4-6� 음� 경험을�통해서요� 외국에�나갈� 때�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 같아

요.� (참여자4)

�

4-7� 처음� 가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직접� 해보

기가� 겁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갔다와보고� 나니까� 비행기� 타는� 것이�

별� 것� 아니구나�하는�생각이�들고� 그래서.� (참여자4)

5-11� 처음� 외국에� 갔을� 때� 무서웠는데,� 다녀오고� 나니까� 가서� 본� 것

들이�신기하고,� 또� 가�보고� 싶다는�생각이�들었어요.� (참여자5)

5-13� 다른� 나라�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어

요.� 그런� 경험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친근하게� 느끼게� 해� 주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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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를 타는 것’이라는 낯선 경험에 익숙해져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그에게 있어 경험은 낯선 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계기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참여자5 역시 처음의 외국 여행은 무섭게 여

겼지만, 이후 경험을 통하여 외국의 낯선 느낌을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2)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수용함

참여자6은 경험을 통하여 얻은 낯선 타문화에 대한 지식을 형성하고,

타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사진을 찍을 때 자

연스럽게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V모양의 손가락 모양을 하였다가 상대방

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이유를 물었다. 같은 손가락 모양이 욕이 도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참여자6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

하여 참여자6은 특정한 손가락의 모양이 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

여 손짓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외부인(stranger)으로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낯선

것들과 마주하게 된다. 사람, 물건, 문화 등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되며,

이를 통하여 이들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져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관

찰하게 되기도 하며, 이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이나 부끄러움, 조심스러움,

불편함 등 특정한 감정과 태도를 형성하기도 한다.

6-35� 그� 나라는� 손을� 이렇게� 하면(검지와� 중지를� 함께� 세워� V자를�

만들어�손등이�보이게�든다)� 욕이� 되고,� 이게� 영국� 문화래요.� (그래서)�

사진�찍을� 때� 조심하게�됐어요.� (참여자6)

6-36� 이제� 외국인을�만나면�손짓을�아무렇게나�하지�않고� 조심하겠고,�

에티켓을�지키면서�좋은�관계를�유지하고자�노력하겠죠.� (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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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참여자들에게 있어 낯선 것을 마주할 때의 어느 정도의 긴장감

과 두려움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낯선 것이 나쁜 것도, 자신을 해치

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낯선 것일 뿐임을 깨닫게 되어 익숙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5) 편견에서 벗어남

편견의 사전적인 뜻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 특

정한 집단이나 문화에 대하여 이러한 편견을 가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

정적 정서와 평가를 동반한다. 편견은 주로 미디어나 주변의 사람 등 자신

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통한 사회적인 학습의 과정이다. 편견을 가지

게 되면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나

타나는 행동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Tajfel & Turner,

1986).

청소년 국제교류의 참여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미리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

였다. 편견과 선입견을 깨닫는 과정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문화적 이해를

더욱 깊이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1-17� 되게� 인도네시아가� 개발이� 안� 되고�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그

건� 아주� 일부분이고,� 인도네시아에�자카르타에�도착을� 했는데�너무� 도

시가�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내가� 알던� 것과� 다른데� 하고�

생각했어요.� (참여자1)

1-66� TV나� 매체에서는� 서양이나� 동양에� 상관없이� 보통은� 대도시를�

소개하지� 않잖아요.� 화려하고� 현대적인� 것을� 소개하지� 않고,� 뭐� 그런�

중에서도� 전통적인� 것들을� 주로� 소개하잖아요.� 자연환경이나� 아니면�

문화재를� 소개하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나� 다� 진짜� 발달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TV에서� 보던�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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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국제교류 프로그램 경험을 통하여 이전에 가지고 있던 편견

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고 있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대나

생각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고, 이때 자신이 보는 모습이 ‘틀린 것’이 아

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고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기 때문임

을 인지하였다.

참여자1의 경우, 매체를 통하여 형성한 개념들이 깨지는 경험을 하였는

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생각을 수정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도심

을� 생각하고�갔으면,� 자연환경이나�문화재가�많고�뭐� 그렇게�생각했을�

텐데,� 제가� 가서�직접� 본� 것은� 서울과�차이가�없었어요.� (참여자1)

1-68� 외국인들도� 한국인처럼� TV에� 비쳐지는� 외국인들은� 보통� 활발하

잖아요.� 근데� 자매학교에� 온� 애들은� 안� 그런� 애들도� 많더라구요.� 그래

서,� 모든� 어린이들은�다� 비슷하구나�하는�것을� 느꼈어요.� (참여자1)

4-35� 그� 때� 저희가� 학교에�있을� 때,� 저희� 반이� 수학� 시간이었는데� 걔

가�생각보다�되게�수학을�되게�잘해서,� 창의력이�되게�뛰어난�것�같았

어요.� 수학을�되게� 흥미롭게�생각하고�잘해서�신기했어요.� (참여자4)

5-18� 그� 때� 애들� 얼굴을� 봤는데,� 약간� 한국인같이� 생긴� 아시아� 느낌

(?)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외국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서양인처럼�

안� 생기고�동양인처럼�생긴�친구들이�거기에�많았어요.� (참여자5)

5-19� 호주는�영어를�쓰니까�그� 나라�사람들은�백인이고�그럴�것� 같았

는데,� 머리도� 노랗고,� 근데� 실제로� 가� 보니� 다양하게� 있어서� 그게� 좀�

놀랍고�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좀� 외국에� 간� 것� 같지� 않

아서�말을� 걸기가�쉽겠다고�생각하기도�했어요.� (참여자5)

6-32� 어..� 네,� 호주� 사람들이� 생각보다� 아시아쪽� 사람들과� 생긴� 모습

이� 좀� 비슷하더라구요.� 그리고� 학교에� 한국인인� 선생님도� 많았어요.�

호주는�그래도� 백인이나�그런�서양쪽� 사람들이�많을�거라고� 생각했고,�

학교�선생님도�다�외국인일�줄�알았는데..� (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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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볼 수 있는 빌딩과 큰 도로 등의 모습을 보고 울창한 숲과 바다, 미

개발된 지역을 상상했던 자신의 편견을 수정하였다. 참여자4는 외국의 학생

들은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을 한국에서 수업을

듣고 뛰어난 창의성을 보이는 것을 보고 수정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도 하였다. 참여자5와 참여자6은 호주의 구성 인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자신의 편견을 실제 경험을 통하여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편견의 수정은 국제교류 참여자들에게 있어 사고의 폭을 넓히고 더욱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6) 또래와의 교우 관계 형성과 발전

학령기의 아동은 놀이를 통하여 또래와 접촉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며 이를 통하여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진다(장선

철, 2004).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의 사회적 교류는 어른의 관계 형성과는

달리 참여자의 공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예측 불허인 경우가 많고, 의사

소통에 따라 더욱 다양하다(Hartup, 1979). 이러한 학령기 또래 집단의

관계 형성 특성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다른 국적의

또래와 관계를 맺어 나가는 상황에서도 잘 드러났다. 따라서 다방면의 접

촉과 프로그램 내에서 사회적인 공여를 이룰 수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프

로그램에 있어서도 이러한 또래와의 접촉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점차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기

르는 청소년 초기의 참여자들에게 있어 외국인 친구와의 교우관계 형성은

프로그램 전체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한 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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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S초등학교의 협약을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는 프로그램의 운영의

특성상 연령이 비슷한 짝을 배정하여 학교생활 체험과 가정생활 체험, 전

통문화 체험 전반에 있어 개인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면에서 참여자들은 그들과의 관계 형성에 큰 비중을 두고 다양한 감정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1)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적 교우 관계 형성

연구참여자들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외국의 친구들과 교우 관계를 형성

하는 것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친구 관계에 대하여 돌아보고, 이러한 개념의 확장으로 여기

기도 하였다.

1-10� 그런데�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 본다는� 게� 좋았는데요,� 사실� 4학

년� 말부터�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구글� 플레

이스토어에서�외국인�친구� 사귀는� 앱을� 깔아서�해봤는데,� 너무� 어렵더

라구요.� 그래서�외국인�친구를�사귀어�보고� 싶다는�생각만�해� 보고�잊

고� 있었는데� 자매학교� 가정통신문을� 보고� 다시� 그� 기억이� 되살아났어

요.� (참여자1)

1-11� 그냥,� 저는�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는� 것처럼� 국적에� 상관없이� 진

정한�친구가�되고� 싶었어요.� (참여자1)

4-2� 음� 먼저� 일단은�외국� 친구들과�함께� 지내는�게� 재미있을� 것� 같았

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밖에서� 만나는� 친구니까� 제가� 직접� 찾아가

기�어려운�곳이잖아요.� 그리고�서로� 다른�생각을�가지고�있을� 것� 같았

어요.� 또� 비행기를� 타고� 저를� 보러� 오는� 거니까� 그� 친구가� 좀� 더� 특

별하게�느껴졌어요.� (참여자4)

6-19� 그리고� 그� 아이들과� 금세� 친해져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외국인

과� 보낸다는� 시간도� 있었지만,� 좀� 더� ‘알고� 지내는� 사람’과� 다닌다.� 는�

느낌이�들었어요.� (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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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외국인 친구를 만들

고 싶은 마음에 휴대폰에 외국인 친구와 대화할 수 있는 휴대폰 어플리

케이션을 설치하여 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친구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꼈고, 국제교류를 통하여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이때 이 관계는 새롭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국적과

는 관계없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참여자6 역시 외국인 친구는 내국인 친구와 마찬가지로 마음이 맞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기술하다. 이렇게 형성

된 친구 관계는 다른 면도 있었지만 다른 또래 친구와의 관계와 마찬가지

로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었다.

참여자4는 어렵게 자신을 보러 온 친구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특별함을 느끼고 친구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

라 참여자4는 친구의 입장을 배려하고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

였다.

교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참여자들은 소통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느낀 감정은 긴장감과

기대감 등이었다.

상기 제시된 기술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의 외국인 친구와의 또래 관계

형성에 대한 인식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점(언어, 생김새, 문화 등)이

6-23� 친구가� 되는� 건..� 친구는,� 일단은� 친구라면� 남녀노소� 상관없을�

수도� 있죠� 어쩌면,� 일단� 자신과� 마음이� 맞고,� 마음이� 맞기� 전에� 서로

를�존중하고�사랑하고�배려하는�마음이�필요할�것� 같아요.(참여자6)�

6-24� (외국인� 친구도)� 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와� 언어가� 좀� 다

르고,� 생긴� 모습이�다른� 것� 빼고는.� (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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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다른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서로에 대한 라포

(rapport)를 형성하고 가까워지는 것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국제적 교우 관계 형성에 대한 긴장과 염려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참여자들은 외국인 참여자들과

새로운 교우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마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하여

다소 긴장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 그들의 관계 형성에 대하여

염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배려의 마음

은 외국인과 내국인 참여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 가까워지는 데에

도 영향을 미쳤다.

①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긴장과 우려

국제교류 참여자들은 처음 만나는 친구에게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한편

으로는 관계 형성에 있어 긴장과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또한 이러한 마

음의 불편함은 언어나 피부색 등 서로가 가지는 차이점을 크게 생각하는

데에 기인하기도 하였고, 오랜 관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2-5� 우선은� 외국�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처음� 친구를� 만드는� 게,� 처음

에는�약간�모르니까� 많이� 부담스러워요.� 처음에는�서로�모르는�상태에

서�막� 그런�거�되게� 싫어해요�저는.� (참여자2)

2-43� 불편한� 건� 처음에� 모르는� 애들하고� 친해져야하는� 거였어요.� 그

런� 거가�제일� 싫거든요.� 서로�모르는데�그러는�거요.� (참여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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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했다고 기술

한 참여자2는 평소 학교생활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낯선 문화권의 국가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둘

러싸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사실은 참여자2에게 있어 부담감

과 긴장으로 다가와 관계의 형성을 어렵게 하였다.

참여자5 역시 외국인 친구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 인식하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다. 평소 조용하고 소극적인 성격인 참여자5

는 이성인 짝을 만나 이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였으며, 이야기

를 선뜻 건네기 쉽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

② 외국인 친구의 관계 형성에 대한 염려

국제교류 참여자들은 자신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부담과 어려움을 느끼

기도 하였지만, 이로 미루어 짐작하였을 때 교류국의 상대방이 같은 부

담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미리 염려하기도 하였다.

2-44� 일면식도�없어서�의지할�애가� 없는� 게� 싫어요.� (참여자2)�

2-46� 네,� 처음에� 모르는�사람이랑�친해지기�힘들어요.� 용기가� 없어요.�

(참여자2)�

2-57� 처음� 학교� 가기� 전날에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매일� 학교�

가는� 것도� 긴장되었고요.� 마지막� 날� 학교� 나가면서� 후련했던� 것� 같아

요.� (참여자2)�

5-14�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만나도� 부끄럽고� 그래서� 얘기하기가�

좀� 쉽지�않았어요.�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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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4는 자신도 같은 상황에 처하면 어떨지에 대하여 부모님이나 친

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자신의 외국인 짝이 한

국에 방문하였을 때 교실의 다른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거나 상처받지 않을

까 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짝을 배려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

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참여자4는 수업 내도록 짝 친구를 관찰하며 그가 잘 적응하는

지, 수업을 잘 알아듣고 있는지,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지 등에

대하여 걱정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염려와는 달리 자신의 짝에게 잘 대해

준 한국의 교실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3) 국제적 교우 관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짐

연구참여자들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형성된 교우 관계에 대하여 특별하

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

들에게 있어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는 ‘외국’과 ‘외국인’이라는 특별한 대

상을 만나는 창구였으며, 이는 쉽지 않은 기회로 여겨졌다.

4-32� 저희� 반� 애들이�얘를� 싫어하면�어떡할지�걱정됐어요.� (참여자4)

4-33� 그냥� 혹시� 얘가� 되게� 좋은� 앤데� 그냥� 애들이� 왠지� 별로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들었어요.� 그냥� 좀�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애들이�얘

랑�잘�안�놀면� 어떡하지.� 나만�놀면� 어떡하지.� (참여자4)

4-34� (Ghassana가� 실제로� 교실에� 갔을� 때)� 애들이� 관심을� 많이� 가

져줬어요.� 가서� 인사를�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말을� 걸어서�

이름을� 물어봤어요.� (Ghassana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

구들에게)� 되게� 고마웠어요.� (참여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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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2는 외국인 친구와 관계 형성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

과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으나, 일단 외국인인 친구가 생기는 것에 대하여

서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졌다. 세계 어디에 가도 친구가 있는 자신의 모

습을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이런 자신의 모습을 ‘국제적’

으로 여기고 뿌듯하게 생각하였다.

참여자6은 흔치 않은 기회를 가지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졌

다. 또한 참여자2와 마찬가지로 외국에도 ‘아는 사람’이 생기는 것에 자부

심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마음은 참여자들에게 있어 관계 형성의 특별함을 인식하고 상대에게 호

기심을 느끼게 하였으며, 이러한 자랑스러운 감정의 원인은 친구 자체이기도 하였

지만 때때로 그러한 국제적인 관계를 형성한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였다.

6) ‘자부심’에서 파생된 인터넷 은어. 

2-32� 네.�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하지,� 제가� 어디에� 가도� 국제적으로�

친구가� 있구나.� 세계에� 친구가� 있다.� 그런�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

요.� (참여자2)

6-9� (외국� 문화를� 접할� 때)� 어,� 저는� 가슴이� 벅차요.� (왜냐하면)� 외국

인이랑�같이�활동을�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외국인을� 접

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좋아서� 가슴이� 벅차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새로운� 친구가� 되는� 것� 같아서� 국제교류를� 통해서� 만난� 학생

이라기보다는� 좀� 더� 친한� 친구가� 되는� 기분이� 들어서� 좀� 자랑스럽고�

좋았던�것�같아요.� (참여자6)

6-10� 일단� 외국인과� 친구가� 되면,� 한국에서만�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약간� 자부심� 같은�

것들도� 있고,� 막� 부심6)이� 생기고,� 약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이�들어요.� (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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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적 교우 관계에의 기대감을 가짐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교우관계 형성에 대한 저마다의 이상적

인 모델과, 이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다른 친구들과 같

은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라기도 하였으며(참여자1), 대화를 통하여 함

께 좋아하는 것을 찾아 놀이를 하면서 친해지기를 바라기도 하였고(참여자

3), 다른 문화를 접하고 서로 비교하고 교류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

하기도 하였다(참여자6).

다양한 기대를 형성한 만큼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반응이나 언어에 대하

여 세세하게 관찰하고 상대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 또한 프로그

램을 통하여 접한 모습이 이러한 기대와 실제가 다른 경우 실망감을 느끼

기도 하였다.

참여자1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배정 받은 짝과 자신의 성향이

비슷하여 처음에는 크게 기뻐하였으나, 자신의 처음 생각처럼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자 이에 대하여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실망감은 저

녁이 되고 짝이 잠자리에 든 이후에 불평을 가족들에게 토로하는 데에서

1-30� 네� 그�친구랑�친해지는�것을�큰�목적으로�생각했는데�그러지�못

해서�속상했어요.�

1-33� 음� 그때는�부모의�마음처럼�막� 먹지� 않아도�배가� 부르다고�하잖

아요.� 걔가� 거기서� 이게� 멋있다,� 이� 활을� 사고� 싶다� 이런� 말을� 하니까�

의사표현을�하는�것� 같아서�제가� 엄마처럼�기분이�좋았어요.�

2-7� 그� 친구들과� 사귀고� 나서� 나중에� 서울� 와서도� 같이� 놀고� 이메일

하면서�연락하고�막� 그런�게�재밌을�거라고�생각했어요.

4-10� 영어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저랑� 키가� 비슷하면�

좋겠다고�생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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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크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심드렁

했던 짝 친구가 인사동에 가서 활을 사고 싶다고 하고, 신기한 장난감을

보고 눈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엄마처럼 기분이 좋다’고 기술하는

등 크게 기뻐하기도 하였다.

참여자2는 자신이 온라인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익

숙한 만큼 외국인 친구들과 프로그램 이후에 서울에 와서 따로 만나거나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낼 것을 기대하였다. 그리고 참여자4는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영어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평소 또래

보다 키가 커 놀이를 할 때 불편함을 느꼈던 터라, 새로 만나게 된 친구도

키가 컸으면 하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5) 국제적 교우 관계 형성을 위한 포용적 태도의 인식

참여자들은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다방면에서 관계를 형성

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타문화권의 친구와의 다른 점을 인식하였다. 다른

점은 공감대 형성을 주 방법으로 하는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 형성에 있어

장애물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였

으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 다른 친구들을 대할 때와는 조금 다른 포용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2-58� 우선은� 그� 친구들은� 제가� 갔을� 때처럼� 아는� 게� 없으니까� 잘� 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기� 친구들을� 소개해주거나,� 친근하게� 만들

어줘서�부담이�되지� 않게�해주는�거요.� (참여자2)

2-65� 호주� 친구들을� 처음에도� 친근감� 있게� 대해주는� 태도요.� 네,� 처음

에�다가가는�건�잘�못하는�성격인데�그런�걸�배운�것�같아요.� (참여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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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의 또래 관계에서의 우정을 다짐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초기청소년인 참여자들에게 있어 자신의

또래 친구들과 결속을 다지고 더욱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

다. 또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소속감이며, 이를 형성하

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소극적인 편인 참여자5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큰 열의가 없고 오

히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친해지고 싶었던 친구들이 프로그램에 참

여를 결정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확정

하였다.

5-1�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에)� 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우리�반�친한�친구들이랑�같이�가�보고�싶었어요.� (참여자5)

5-4�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본다는� 것이� 설렜고,� 친구들이� 같이� 간

다고�해서�좋았어요.� (참여자6)

5-9� 원래는� 안� 가려고� 했었는데,� 가정통신문을� 몇� 번� 읽어보니까� 친

구들도�간다고�하고�그래서�가게�되었어요.� (참여자5)�

2-67�최대한�상냥한�미소를�지으며�다가가서�부드럽게�말해야�해요.� (참여자2)

3-31� (친구들과� 빨리� 친해지려면)� 영어로� 대화를� 많이� 하면� 될� 것� 같

아요.� 걔가� 좋아할� 만한� 것에� 대해서요.� 그� 친구에게� 좋아하는� 것이�

뭔지� 물어봐요.� (참여자3)

6-46� 일단� 한국인은�언어가�같고� 같은� 문화가�있으니까�아는�것도�같

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나라가�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서�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요.� (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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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또래관계 형성과 관련된 특성은 참여자가 초기청소년인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요인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관계 형성의

어려움은 곧 프로그램 자체에의 소극적인 참여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되돌아보는 경험을 통하여 관계 형성에의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고려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7) 외국어에 대한 인식 형성

언어는 문화 자체로서 언어와 문화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언어를 고

려하지 않고 문화를 이해하기란 힘든 일이며, 반대로 생각하여 보았을 때

도 문화적 요인 없이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언어와 문

화의 관계를 분석한 Benjamin Whorf는 언어는 단지 우리의 생각을 주고

받는 기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생각의 형성 틀(shaper of ideas)이라고 하

였다(Whorf, 1956). 언어의 역할이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실로 지대한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국제교류 경험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언어의 유창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언

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 한편 국제교류 프로그램 내의 소통의 도구로

서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과 자신 없음, 그리고 걱

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1)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외국어에 대한 인식 형성

참여자들은 언어의 사용 경험을 통하여 소통의 도구로서 언어를 사용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언어의 유창성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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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하여 자신감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참여자3은 국제교류 참여 이전의 외국 여행 경험에 있어 친구들과의 소

통에 있어 즐거운 경험을 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국제교류를 준비하고 실

제 경험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소통은 주로 공용어인 영어로 이루어지는데, 소통을 위한 언어 사

용의 유창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하다. 한편, 언어 사용의 유창성이 친

구와의 대화와 전체 활동에서의 태도 면에서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관계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5는 외국인 친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하여 미리 언어를 준비

하고 말해보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

제교류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길을 물어보는 외국인에게 적극적으로 길

을 알려주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언어는 세계에 관한 우리의 지각이 형성되는 범주

를 구축한다. 즉 언어는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주고받게 하는 커뮤니

3-19� 영어� 공부를�더� 많이� 해야겠다고�생각했어요.� (참여자3)

3-31� (친구들과� 빨리� 친해지려면)� 그� 나라� 말로� 대화를� 많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걔가� 좋아할� 만한� 것에� 대해서요.� 그� 친구에게� 좋아하는�

것이�뭔지�물어봐요.� (참여자3)

5-13� 다른� 나라� 사람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어

요.� 그런� 경험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친근하게� 느끼게� 해� 주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5)

5-25� 가족이랑� 가거나� 친구들이랑� 가서는� 그냥� 보기만� 하고� 그랬는

데,� 호주�친구들이�와서�보면� 그� 친구들이�어떻게�볼지� 신경을�쓰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나하나씩� 다� 보고� 신기해하면� 설명해줘야� 해서�

저도� 더� 알아보고�말을�만들어봤어요.� (참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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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 체계 이상의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이를 경

험을 통하여 깨닫고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언어에 대한 개념을 가지

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외국어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외국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된 참여자들은 한

편으로는 자신의 뜻을 유창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의 마음을

가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담과 걱정은 참여자들에게 언어 공부에 대한

동기로서 작용하였으며, 스스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3� 작년에는� 영어를� 잘� 못해서� 영어로�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했어요.� 사실� 기대보다는�걱정을�한� 것� 같아요.� (참여자1)

2-30� 내가� 외국� 사람과� 영어로� 말하기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뭐�

그런�거요.� (참여자2)

2-40� 학교� 가면은� 영어로� 다� 수업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배운� 미

국� 영어랑�좀� 달라서,� 못� 알아들을까�봐.� (참여자2)

5-2� 호텔에서� 잔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말이� 안통하면� 조금� 힘

들� 것� 같아서요.� (참여자5)

5-3�네.� 하고�싶은�말을�영어로�다�못하는�상황이�올까�봐요.� (참여자5)

5-26� 대부분�한국어로�수업을� 하니까�그� 친구들이�못� 알아듣는�것은�영

어로�설명을�해줘야�하는데�제가�영어를�엄청�잘�하는�것도�아니고�하니

까� 그런� 게� 힘들었고,� 영어는�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도� 다니고� 하니까�

이해는� 다� 할� 수�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게� 아니

니까�그�친구들이�힘들었을�것�같아서�마음이�불편했어요.� (참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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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과 2는 공용어인 영어로 말하기를 하는 데에 있어 다소 걱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영어 실력에 자신이 없다고 표현하며, 필요

한 단어를 사전을 찾아 적어 가거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동안

인솔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5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홈스테이를 하지 않고 호텔에 머무는 호

주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선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마음을 교류

국의 학생의 입장에도 투영하여 그들이 한국에서 한국어로 수업을 들으면

서 느꼈을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생각하고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

였다.

언어를 통한 소통은 참여자들에게 생각의 교류와 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생각

을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하여 의사소통도구로서의 외국어 능력을 키우고자

했으며, 의도한 만큼의 언어 능력과 실제의 차이 인식이 부담감과 걱정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8)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습득

국제교류는 참여자들에게 있어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 주는 도구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참여자들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지식을 얻고, 인식의 틀이 확장되

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박물관에 가 보거나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스스로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여기며 이를 타인에게 자랑할 수 있

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1-40� (전통문화소개� 프레젠테이션에서)� 전통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정말� 새로웠고,� 재미있었어요.� (참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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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지식의 형성에 대하여 주로 긍정적인 반

응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식과 정보의 습득으로 자신감을 얻었으며, 새로

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하였다(참여자1). 그리고 앞으로의

경험에 있어서도 자세히 조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임으로써 이러한 지

식의 유용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의미 발견

참여자들은 협약을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경험에 참여하여 국제교류 프

로그램의 의미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

면서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결론을 내기도 하였다.

1-43� 네,� 우선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를� 배웠고,� 다음에�

만나면� 좀� 더� 친하게� 해주고� 긴장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의�

문화를�접해본다는�게�그냥�그것만으로도�기쁘고�행복해요.(참여자1)

�

1-44� 그� 나라의� 우리나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문화들� 있잖아요� 예

를� 들면� 결혼의� 문화라거나,� 그런� 것들을� 미리� 경험해� 본다면�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거부감이� 없겠죠.� 특히�

이렇게�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만나는� 건� 희귀한� 경험인데� 이런� 경험

을�해봄으로써�새로운�것에� 도전할�수� 있는� 용기를�길렀죠.� (참여자1)

3-25�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공부� 할� 때요.� 인도네시아에� 대해

서� 공부하고� 싶을�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 친구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누가� 물어보면�자신�있게�대답할�수� 있어요.� (참여자3)

3-29�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생각이나� 행동이� 변화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다른� 나라에�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알아보고�가자고�다짐했어요.(참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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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4는 평소에 수업시간 내에 배운 내용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

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교과서에서

사회과 수업시간에 배운 ‘교류’의 이론적인 내용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여자4는 이를 매우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서술하였으며,

앞으로 자신이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실제 경험들이 자신에게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 진술하였다.

또한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과 외국의 친구를 만나보는 것에 큰 의미

를 두고 국제교류의 의미를 발견하였다.

참여자6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의미 있었던

4-17� 인도네시아라는�새로운�나라를� 접해서�다른� 나라들�문화를� 접하

는�방법을�배운� 것� 같아요.� (참여자4)

4-24� 아,� 그리고� 사회시간에� 국제교류를� 배웠었는데,� 서로� 물건이나�

문화나�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생각했어요.� (참여자4)

4-44� 사회시간에� 교류에� 대해서도� 배웠지만,� 실제로는� 어른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학교에서�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제

가�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이런� 걸� 생각해보면� 더� 쉽게� 외국에� 나가

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교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4)

4-64� 맨� 처음에는�그냥�외국�문화를�접해본다는�것이�제일� 큰� 의미였

고요.� 그리고�외국�친구가�생긴�게�큰�의미였어요.� (참여자4)

6-44� 일단� 교류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잖아요.� 이번�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문화,� 그리고� 마음,� 인도네시아의�

문화와�한국의�문화,� 그리고�친구들을�주고받은�것� 같아요.� (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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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중 하나라고 덧붙이며, 국제교류를 통하여 서로의 문화와 마음, 친구

들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며, 이러한 활동 내에서 국제교류의 의미를 발견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국제교류의 경험은 참여자가 어떤 사전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약간씩 달랐다. 하지만, 모든 참

여자들에게 저마다의 경험은 문화 이해와 관계 형성의 측면에 있어 긍정

적인 것으로 다가왔다.

10) 세계시민의식 형성

세계시민의식이란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 세계와 연결된 연

대감을 갖는 세계관을 말한다(Hett, 1993). 세계시민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

해하고자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시민의식의 구성요

인 분석에서 지구공동체의식, 다국적 의식, 시민의식, 국가정체의식을 주요

요소로 제시하거나(지은림 외, 2007), 지식과 이해, 가치와 태도, 실천을 강

조하기도 하였다(윤철경 외, 2010).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은 청소년 국제교류의 궁극적 목표로서 교류에 참여

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경쟁이나 생존과 같은 경쟁주

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준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론적인 의도와는 별개로 초기청소년이 국제교

류를 통하여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

었다. 이 구성요소는 초기청소년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경험 중 단일 구

성요소로는 가장 많이 진술된 부분으로, 경험의 종착점으로 볼 수 있다.

1-25� 그� 전까지는�세계의�여러�가지� 모습에�대해서�감이�없었는데�세

계시민에�대해�감을� 많이�잡고� 뜻을� 알게�되었어요.� (참여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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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정의한 세계시민의 개념은 남이 아닌 밀접한 관계(참여자1),

친해져서 서로를 이해하고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참여자3), 전혀 다

1-26� 세계시민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자매학교� 하는� 학생들이�완전

히� 남이� 아니라� 서로서로�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처음� 만

났음에도�불구하고� 아는� 사람처럼�스스럼없이�대할�수가� 있었고,� 그리

고� 나서� 인도네시아와� 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가니까� 더� 수월하게� 할�

수�있었어요.� (참여자1)

3-13� 친해지면� 서로� 성격이� 맞아서�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친하

지� 않으면�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라끼리도� 서로� 더� 알게�

되면�이해할�수�있어요.� 그게�친해지는�게�세계시민이에요.� (참여자3)

4-11� 맨� 처음에는� 세계시민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도� 소통을� 하고� 계

속� 이야기를� 나누는�우리와�다른� 사람이라고�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

는� 그냥� 외국� 사람이� 우리와� 친하고� 친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요.� (참여자4)

4-12� 외국에� 나가더라도� 먼저� 다른� 나라�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고,� 인

사를� 하고,� 그러다가� 또� 친구를� 새로� 사귀고� 그러면� (세계시민이)� 될�

것�같아요.� (참여자4)

4-13� (세계시민이� 되려면)� 먼저� 다른� 나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이랑,� 먼저� 인사를�할� 용기가� 필요해요.� 다른� 나라� 언어도� 잘� 해야� 할�

것�같아요.� 말을� 해줄� 수� 있어야하니까요.� (참여자4)

5-29� 낯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어색하고� 낯설지� 않고,� 어디에서� 만나

도� 크게,� 이렇게� 영어를� 못해도� 좀� 친근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딜� 가서도� 호주�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봤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할� 수� 있고�자랑스럽고�뿌듯한�마음이�들어요.� (참여자5)

6-4� 우리가� 살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이렇게� 말� 하게� 되고,� 가게�

될�기회가�많아질�텐데,� 그럴� 때� 국제교류의�경험이�있으면�서로� 세계

에서도�더� 서로�이해하는�계기가�되는�것�같아요.� (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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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별개의 존재가 아닌 우리 자신(참여자4) 등으로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가까웠다.

또한 세계시민이 되기 위하여 가리는 것 없이 진솔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참여자1), 좋아하는 것을 살피며(참여자3), 차별하지 않고(참여자4),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인사하며(참여자4, 참여자5), 서로를 이해하는 것

(참여자6) 등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참여자들 각자가 정의한 세계시민의 모습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상 속의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경험을 통해 몸소 느끼고 내린 결론이라는 점에서 이는 ‘잊지 못할

배움’으로 진술되기도 하였다.

2. 초기 청소년의 국제교류 경험의 일반적 구조

Giorgi(2003)는 의미단위를 학문적인 용어로 전환하여 이를 현상의 본

질을 구성하는 진술로 작성한 뒤에 비로소 의미구조를 통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 의미구조는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며, 각 구성요소간의

관련성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 이때 의미구조는 추상화된 수

준으로서 설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참여자의 진술에 존재하는 본질적 의미를 기초

로 초기청소년의 협약에 따른 국제교류 경험에 대한 의미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총 10개의 구성요소와 27개의 하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연

구참여자의 상황적인 구조를 설명한 바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개별적

구조를 뛰어넘어 보다 본질적인 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초기청소년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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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국제교류 경험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인 경험의 구조는 경험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를 의미

하므로, 초기청소년의 협약에 따른 국제교류 경험의 구조를 살펴봄에 있어

시간적인 측면과 각 요소간의 관계 측면에서 보아 이를 중심으로 제시하

고자 한다.

협약에 따른 국제교류 경험 전 초기청소년 참여자가 경험한 구성요소는

‘새로운 경험에의 관심과 기대감’이었다. 참여자들은 국제교류 이전의 경

험을 바탕으로 하여 외국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기대감

은 주로 관계와 문화 체험에 관한 것이었으나 ‘스펙’을 축적하기 위한 기

대감 역시 존재하였다. 또한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스스로 기대감을 형성

하기보다는 수동적 방관자로서 부모의 권유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새로

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후 국제교류 경험을 하는 동안 참여자들의 경험한 구성요소는 ‘체험을

통한 타문화 이해’, ‘비교를 통한 타문화 이해’, ‘낯선 것과 마주하기’, ‘편

견에서 벗어남’, ‘또래와의 교우 관계 형성과 관계 발전’, ‘외국어에 대한

인식 형성’이었다. 직접적 체험을 통하여 교류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타문화를 접하는 태도를 함양하고 있

었다. 또한 체험의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사용한 방법은 문화 간의 비교였

는데,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여

문화의 특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낯선 것과 마주하는 경험으로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지고 이

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

을 발견하고 수정하기도 하였다. 다른 문화권의 또래 친구들과의 교우 관

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는데, 교우관계를 맺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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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긴장과 염려를 하였으나, 기대감을 가지기도 하였고, 맺어진

교우관계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졌다. 또한 이를 위하여 포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였다.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험

을 통하여 국내의 또래관계에서의 우정을 다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의사소

통 도구로서의 외국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여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이

에 대한 부담감과 걱정을 가지기도 하였다.

협약에 따른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이후 참여자의 경험에 관한 구성

요소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습득’,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의미 발견’,

그리고 ‘세계시민의식의 형성’이다.

본 연구의 초기 청소년의 협약에 따른 국제교류 경험은 국제교류 참여

전, 중, 후로 나뉘며, 의미구조를 경험된 내용적인 흐름에 따라 일반적인

진술로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 주체의 협약에 따른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참여자들

은 서로 다른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전 경험은 해외여행

의 경험이기도 하였으며, 국적이 다른 친구들과의 만남이기도 하였다. 이

러한 사전 경험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외국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

으며, 이는 향후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의 주요 동기

가 되었다.

이들의 국제교류 참여 전 경험을 통하여 초기청소년들이 가진 감정의

핵심은 새로운 경험에의 관심과 기대감이었다. 국제교류의 경험은 새로운

전통 문화와 학교생활, 그리고 가정생활을 체험한다는 점, 독립적인 상태

에서 참여자 스스로가 결정해야 하는 범위가 이전에 비하여 매우 넓다는

점에서 참여자들에게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갓 청소년기에 접어든 초기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상 ‘협약을 통한 국제교

류’라는 새로운 경험은 독립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면에 있어 관심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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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다만, 그 동기가 자신의 내부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내적인 요인이 아니고, 부모님 등의 외부 환경에 의한 것

인 경우,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동적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하여 ‘스펙’을 쌓기 위한

도구, 또는 ‘어딘가에 써먹을 수 있는 것’ 등의 도구로 인식하여 다소 다

른 모습을 보였다.

국제교류에 참여한 초기청소년들이 경험의 주요 요소로 삼은 것은 ‘체

험’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체험은 미디어나 책, 이야기를 듣는 것 등의 간

접적 방법보다 접하는 정보의 범위는 넓지 않았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강렬하고 인상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여행지의 주요 관광지

에 가서 보고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사진을 찍는 것보다 직접 가정과 학

교에 가서 현지인의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가장

정확한 외국’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에게 있어 미디어를

통하여 접한 외국의 모습은 특정한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에 끼워 맞추는

것이었으나, 그들이 직접 경험한 외국의 모습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강요된

관점에서 벗어난 ‘있는 그대로의 것’이었다. 이를 통하여 그들은 자신이

탐구하고 싶은 것을 탐구할 수 있었으며, 문화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다. 또한 직접적 체험을 통하여 문화를 접하면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학습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한 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른 문화를 접하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학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체험을 통하여 타문화를 접하는 참여자들에게 있어 문화를 이해하는 기

준은 자문화였다. 자신이 속한 문화와 생활방식을 기준으로 하여 타문화와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문화에 대

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공통점을 발견하여 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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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대하여 친밀한 감정을 느끼고, 이해를 깊이 하였으며, 차이점을 찾아

내어 자문화와 구분하고, 타문화의 새로운 특성을 인식하여 자신의 원(原)

형상 세계와 분리하였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참여자들은 자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였는데, 자문화를 외국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전통 문화에 대

하여 지식이 없다는 자각을 하였으며, 더욱 정확한 정보를 열정적인 태도

로 전해주어야 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태도로 생각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등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함양하였다. 이를 통하여 참여자들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또한 국제교류 경험을 통하여 만난 세계는 참여자들에게 있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낯선 것이었다. 새로운 음식, 생활환경, 가정환경 등 모

든 것이 낯선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긴장과 두려움, 호기심 등의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경험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다소 불편하고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용기

를 내어 경험하고, 이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통하여 참여자들의 이해의 폭

이 넓어지게 되었다. 또한 낯선 문화를 접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

던 초기청소년은 인지적인 부조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관점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한쪽 면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환경에 대한

편견, 인간에 대한 편견 등 다양한 방면에의 편견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하

여 참여자들은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생각을 수정하였다. 편견의 수정

은 국제교류 참여자들에게 있어 사고의 폭을 넓히고 더욱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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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경험에 있어 또 다른 주요한 축을 담당하

고 있던 것은 교우 관계의 형성이었다. 점차 가정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또

래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청소년 초기의 참여자들에게 있

어 외국인 친구와의 교우관계 형성은 프로그램 전체에 있어 중요한 요소

로서 중요한 것이었다. 그들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특별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교우관계에 대한

생각의 확장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국제교류를 통하여 외국인 친구를 가

지는 것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는 한편 낯선 사람, 자신과는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대하여 다소 긴장하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긴장과 염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관계를 형성한 이후에는 만들어진 교우관계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마음

을 가지기도 하였는데, 참여자들은 세계 어디에 가도 친구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이런 자신의 모습을 ‘국제

적’으로 여기고 뿌듯하게 생각하였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감정의 원인은

친구 자체이기도 하였지만 때때로 그러한 국제적인 관계를 형성한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 형성을 위해 조금 더 포

용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지하여 배려와 이

해의 태도를 형성하였다.

초기청소년인 참여자들에게 있어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자신의

또래 친구들과 결속을 다지고 더욱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

다. 또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소속감이며, 이를 형성하

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

에서 평소 소극적이던 참여자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국제교류 프로

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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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은 체험과 관계 형성을 위하여 모국어가 아닌 공용어나 해당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험을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서

로 다른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언어의 유창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

며, 이를 바탕으로 언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였다. 언어를 의사소통의 도

구로 보고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한편 참여자들은 국제교류 프로그램

내의 소통의 도구로서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과 자

신 없음, 걱정스러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상대 국가 학생들

이 방문하였을 때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국제교류 프로그램 이후 참여자들은 국제교류의 의미에 대하여 돌아보

게 되었다. 우선 국제교류는 참여자들에게 있어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식

과 정보를 얻게 해 주는 도구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참여자들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새로

운 지식을 얻고, 인식의 틀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박물관에 가

보거나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스스로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여기며 이를 타인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자신감으로도 이어져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협약을 통한 청소년 국제교류 경험에 참여한 뒤 국제교류 프

로그램의 의미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

면서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

각자의 교류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으며, 새로운 문화를 접한 것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한 것에 비중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교류의 경험을 통하여 경쟁이나 생존과 같은 경

쟁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

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세계시민의식은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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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종착지로서 참여자들의 사전 경험과 생각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세부

적인 내용 면에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일상 속의 것

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습득한 개념이기 때문에 더욱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초기청소년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경험의 시간적인

흐름과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 [그림 2]의 의미구조로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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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초기청소년의�협약에�따른�국제교류�경험에�따른�맥락적�의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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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제언

1. 초기청소년의 국제교류 경험의 의미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학교 주체의 협약에 따른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기청

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국제교류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탐구하기 위한 현

상학적 연구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경험의 본질에 집중하여 현상의 구조를 밝히고 이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초기 청소년에게 국제교류 경험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연구문제

로 정하여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참여자는 2017학년도 S초등학교의 학교 주체의 협약을 통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의 모든 일정에 참여한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참여

자의 연령은 만 11세에서 만 12세 사이였다. 총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였으며, 보고서 등의 기록 자료와 참

여자가 남긴 감상문, 그리고 심층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은 참여자와 참여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에 녹음과 메모를 동시에 하였

고, 1회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약 35분에서 50분 사이였다.

참여자별 면담의 횟수는 4회에서 5회였으며, 면담 이후 기술을 분석하

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5분가량 짧게 추가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참

여를 신청한 참여자는 총 7명이었으나, 최종적으로 면담에 참여한 참여자

는 6명이었으며, 이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분석을 진행하였다. 모든 면

담 자료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표현 단어와 문장을 그대로 전사하였으며,

면담 참여자가 말을 흐려 생략된 부분은 괄호 안에 생략된 단어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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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초기청소년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경험의 의미구조는 ‘새로운 경험에의 관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체험과 비교

를 통하여 타문화를 이해하고 낯선 것과 마주하며 편견에서 벗어났으며,

또래와의 국제적 교우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켰고, 외국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 등의 경험을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의미를 발견하였으며, 세계시민의식을 형성

함’이다. 이에 대한 구성요소는 다음의 10가지로 도출되었다.

본 장에서는 위의 목록과 같이 도출된 구성요소를 크게 협약을 통한 국

제교류 참여 전, 중, 후로 나누고, 내용적으로는 ‘체험을 통한 타문화 이

해’와 ‘비교를 통한 타문화 이해’, ‘낯선 것과 마주하기’, ‘편견에서 벗어

남’을 문화 이해의 단계로 구분하여 초기청소년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경험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초기청소년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경험의 첫 번째 구성요소는 ‘새로운

경험에의 관심과 기대감’이었다. 이 구성요소의 중심내용은 연구참여자의

사전 경험에 따른 외국 문화에의 호기심과 연구참여자의 연령적 특성에

- 새로운�경험에의�관심과�기대감

- 체험을�통한�타문화�이해

- 비교를�통한�타문화�이해

- 낯선�것과� 마주하기

- 편견에서�벗어남

- 또래와의�교우�관계� 형성과�관계� 발전

- 외국어에�대한�인식� 형성

- 새로운�지식과�정보의�습득

- 국제교류�프로그램의�의미�발견

- 세계시민의식의�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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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국제교류 활동의 독립성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프로그램의 참여

동기의 열의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참여자의 사전 경험에 따른 외

국에 대한 호기심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와 관심으로 이어져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적극적으로 하게 하였으며,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

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편 부모님

의 권유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지원한 참여자의 경우, 수동적인 방

관자로서 큰 열의 없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

다. Deci & Ryan의 자기결정성 이론에 있어 인간의 역량과 기능을 잘 발

휘하기 위한 세 가지 심리적 욕구는 유능감, 자율성, 관계성이다(Deci &

Ryan, 1985). 이 중 자율성은 외부의 통제와 간섭 없이 스스로의 행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욕구에 해당한다. 이는 내재적인 동기의 전

제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율성이 낮은 외재적 동기의 경우 외부의 압

력과 강요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어 효과성이 덜하게 되므로, 자율성을 높

일 수 있는 방향으로 동기유발 되는 것이 참여자의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

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청소년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경험의 두 번째 구성요소는 ‘체험을

통한 타문화 이해’였다. Lewin(2018)의 학습피라미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체험을 통한 이해는 75%의 학습 효과를 가져, 강의를 듣거나(5%),

읽거나(10%), 보고 듣는 것(20%)에 비하여 매우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담에서도 참여자들은 현지의 삶에 대한 직접적 체험을 통

하여 타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큰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진짜 삶’

에 대한 정보의 습득에 있어서도 신뢰성 있는 도구로서 작용하였다. 이러

한 직접 경험은 참여자들이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

한 정보를 습득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화를 접할 때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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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하여서도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이 체험을 통하여 타문화를 이해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이

해의 방법은 세 번째 구성요소인 ‘비교를 통한 타문화 이해’였다. 이는

Hanvey의 세계시민의 기본 요소 다섯 가지 중 하나인 ‘문화간 공통점과

차이점 인식을 통하여 세계문화의 특징을 이해함’에 해당한다(Hanvey,

1982). 협약에 따른 국제교류를 경험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있어 타문화

를 이해하는 기준은 자문화였다. 이전까지의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

것을 상대의 문화와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하여

연구참여자들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

러 초기청소년들은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봄으로써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수정하는 과정

을 통하여 성장·발전하고 사회화된다. 그런 면에서 위와 같은 방법은 청소

년기의 정체성 발달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참여자들은 비교

를 통하여 타문화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문화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인식의 부재를 자각하는 것, 자문화 전달에 있어서의 책임

감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화를 바라보는 것 등으로

나타났다.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참여자에게 있어 국제교류를 통하여 만난 세계는

현재까지 알던 곳과는 다른, 익숙하지 않은 곳이다. 국제교류를 통하여 연

구참여자들은 낯선 것들과 마주하게 되며, 이에 따른 긴장과 두려움, 호기

심 등의 내면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네 번째 구성요소인 ‘낯선 것과 마

주하기’에서 참여자들은 끊임없는 경험을 통하여 낯선 것에 익숙해지는 모

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참여자들의 경험에 있어 다섯 번째 구성 요

소는 ‘편견의 수정’이다. 은 실제 문화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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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험을 통한 편견을 인식하고, 이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편견을

가지게 되면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나타나는 행동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Tajfel & Turner,

1986). 따라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미리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편견과 선입

견을 깨닫는 과정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문화적 이해를 더욱 깊이 하는 모

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참여자들의 경험에 있어 여섯 번째 구성 요소는

‘또래와의 교우 관계 형성과 발전’이었다. 초기청소년인 참여자들에게 있

어 또래와의 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교류 프

로그램에 있어서도 외국인 또래와의 관계 형성은 특별한 경험이자, 참여자

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이에 대하여 큰 관심과 기대

를 가지고 참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있어 긴장과

부담감을 가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마음의 불편함은 언어나 피부색 등

서로가 가지는 차이점을 크게 생각하는 데에 기인하기도 하였고, 오랜 관

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되기도 하였다.

국제교류를 통한 관계의 형성에 있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연구참여자들

이 국제교류를 통하여 형성된 교우 관계에 대하여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

음으로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감정의

원인은 친구 자체이기도 하였지만 때때로 그러한 국제적인 관계를 형성한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다방면에서 관계를 형성

하고 함께 활동하면서 타문화권의 친구와의 다른 점을 인식하였다. 다른

점은 공감대 형성을 주요한 방법으로 하는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 형성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관계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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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를 원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 다른 친구들을 대할 때와는 조

금 다른 포용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

임으로써 친구 관계의 태도 형성을 하였다.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초기청소년인 참여자들에게 있어 자신의

또래 친구들과 결속을 다지고 더욱 가까워지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였

다. 또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소속감이며, 이를 형성하

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소극적

인 참여자가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참여를 결정하는 데에는 이러한 또래

친구들의 설득과 결속에 대한 불안감이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참여자들의 경험에 있어 일곱 번째 구성 요소는

‘외국어에 대한 인식 형성’이었다. Whorf(1956)는 언어는 단지 우리의 생

각을 주고받는 기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생각의 형성 틀(shaper of ideas)

이라고 하였다. 언어의 역할이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실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설명하여 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청소년의 국제교류 경험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언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언어의 유창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언

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였다. 한편 국제교류 프로그램 내의 소통의 도구

로서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과 자신 없음, 걱정스러

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문화의 인식 과정은 언어가 개입되었을 때

한층 더 깊게 이루어지며, 언어의 사용은 자신감에 기반한다. 부담감과 자

신 없음은 또래와의 만남의 경험을 통하여 극복되고 자신감으로 변하였

는데, 이는 언어 사용에 있어 체험의 중요성이 매우 큼을 시사한다.

국제교류는 참여자들에게 있어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 주는 도구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참여자들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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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지식을 얻고, 인식의 틀이 확장되

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면에 있어 여덟 번째 구성요소인 ‘새로운 지식

과 정보의 습득’은 참여자들에게 있어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때

에 얻을 수 있는 지식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새

로운 지식과 정보의 습득으로 자신감을 얻었으며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얻기도 하였다.

이는 아홉 번째 구성요소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의미 발견’으로 이어

지는데, 자신의 사전 지식과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새롭게 얻은 지식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유용한 지식을 형성하였다. 국제교류의 경험은 참여

자가 어떤 사전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 그 의

미가 약간씩 달랐다. 하지만, 모든 참여자들에게 저마다의 경험은 문화 이

해와 관계 형성의 측면에 있어 긍정적인 것으로 다가왔다.

마지막으로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참여자들의 경험에 있어 열번째 구성

요소는 ‘세계시민의식의 형성’이었다. 세계시민의식은 관점에 따라 학자마

다 논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전 세계와 연결된 연대감을 갖는 세계관으로 정의된다(Hett, 1993).

Hanvey(1982)는 세계시민의 기본 요소에 있어 다른 이들이 자신과는 다

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세계적인 사건들에 대

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하며, 문화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하여 세계문

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세계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하며, 지역적·국

가적·전지구적 수준에서 대안적인 행동전략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

어야 한다고 하였다.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은 청소년 국제교류의 궁극적 목표로서 교류에 참여

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경쟁이나 생존과 같은 경쟁주

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욱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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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준다. 연구자는 이러한 이론적인 의도와는 별개로 초기청소년이 국제교

류를 통하여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

었다. 이 구성요소는 초기청소년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경험의 종착점으

로서 연구참여자들이 국제교류에의 참여를 통하여 세계에 대한 인식과 세

계 속의 자신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였음을 보여준다.

2. 초기청소년의 국제교류에 대한 제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활동은 여타 세계시민교

육과 국제교류 활동에 비하여 추진하는 과정에 전문가적인 관점이 필요하

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이성을 고려하

여 교류활동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 활동 참여자가 실제로 경험을 통

하여 학습하게 하려면 협약에 따른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이해

와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언을 기

술하여 향후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알차게 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에 있어 작은 도움을 보태고자 한다.

1) 프로그램의 내용 및 학생 지도 측면

첫째,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주로 체험을 통하여 문화를 이해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는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체험적인 측면에서

도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 참여자들이 최대한 다양한 직접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안내된 활동 보다 자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

분히 배정하는 것이 자기주도적 참여를 이끌어내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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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참여자들이 국제교류 경험을 통하여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자문화였다. 또한 자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타문화

의 이해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면담을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여 이전에 자문화에 대하여 정확하고 심층적인 이해

를 할 수 있도록 자문화 소개 발표 등의 프로그램 구성과 함께 충분한 시

간을 두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참여자들은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경험에 있어 관광지나 박물관보

다는 실제 학교생활을 하거나 가정생활을 해 보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

고 있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 참여자들이 일반적인 가족여

행을 통해서는 경험하기 힘든 현지인의 실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프로그램이 실제로 유용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참여자들의 요구나

필요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국제교류 프로그

램은 수요자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

들은 자신들이 건의하고 선택하여 넣게 된 문화소개 프레젠테이션 프로그

램에 큰 만족을 나타냈다. 이처럼 참여자의 요구와 필요가 반영된다면 더

욱 알찬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제교류 실시에 있어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사후 프

로그램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를 통하여 참여자의 동기는 사전의

경험에 따른 호기심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참여

자들이 심층면담의 경험이 프로그램 이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본인에게 유익한 경험이라 답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하여 이는 큰 비중을 두고 고려할 점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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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측면

첫째,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주로 서울,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국제교류의 경

험은 모두에게 필요하다. 다만 대부분의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이 수익자부담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제한적이다. 청소년기의

경험이 정체성의 형성과 진로의 계획, 나아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끼치

는 것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다양한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경

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수를 늘리고

프로그램을 온라인 교류 등의 간접 교류에까지 다양화하여 보다 많은 참

여가 이루어진다면 공교육의 균형적 발전 측면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이라 생각된다.

둘째, 청소년 국제교류 전문 인력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운영

되고 있는 협약을 통한 국제교류는 그 기획과 운영에 있어 시간과 노력

이 많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교육청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무를

맡은 교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면 더욱 내실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아울러 이를 위하여 교육청과 관련 기관간의 다차원적이고

체계적인 연락망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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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참여자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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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하위구성요소의 도출 과정(예시)

1.� 새로운�경험에의�관심과�기대감

1)� 외국에�대한�호기심을�가짐

외국에�대한�

호기심을�가짐

1-8� 음� 저는� 우선,� 외국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 고모가� 생긴� 것

도� 그렇고� 선생님과� 정말� 비슷하세요.� 성향도� 비슷하시고.� 그런

데� 고모가� 해외여행도� 자주� 다녀오시고,� 독일로� 유학을� 다녀오

셔� 가지고� 그래서� 외국� 이야기를� 하시는데,� 들어보니� 참� 좋았어

요.� 그리고� 고모도� 그렇고� 할머니/할아버지가� 젊으실� 때� 해외여

행을� 많이� 다녀오셨어요.� 거의� 안� 가보신� 나라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갈� 때마다� 거기의� 유명한� 것도� 많이� 사오시고,� 그래서�

외국의�문화를�많이�알게� 되었어요.

1-13� 음� 한� 세네살� 때� 엄마한테� ‘엄마,� 미국하고� 외국� 말고� 무

슨� 나라가� 있어?’라고� 물어봤는데� 엄마가� 대답을� 안� 해� 주셔서�

저는� 그냥� 미국하고� 외국하고� 우리나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

을� 했어요.� 근데� 고모가� 유학을� 다녀오셔서� 이야기를� 해� 주신�

다음부터는�외국에�관심이�진짜� 많아졌죠.

1-16� 저는� 사실� 그게� 다� 귀찮고� 생각나면� 그냥� 바로� 가고� 싶거

든요.� 왜� 내가� 가고� 싶었는지� 잊기� 전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마

음은�별로�없어요.� 좋아요..�

- 참여자1은� 가족들의� 경험으로� 인한� 사전의� 정보를� 통하여� 외

국이라는� 대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었다.� 외국에� 대한� 관

심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의� 기대와� 관심으로도� 이어져� 지식

과� 정보의� 습득을�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기도�하는�듯� 보인다.�

5-4�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가본다는� 것이� 설렜고,� 친구들이� 같

이�간다고�해서� 좋았어요.�

- 참여자5는� 새로운� 곳을� 방문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호기심과�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마음은� 프로그

램�참여에�대한� 동기부여가�되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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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교류에의�관심과�기대감

국제교류에의�

관심과�기대감

1-2� 처음이라� 뭔지는� 몰랐어요.� 홈스테이를� 하는지도� 몰랐고,�

홈스테이가� 집에서� 지내는� 것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우선� 그냥�

아무것도�모르는�상태에서�선생님이�저에게�권해주셨잖아요.� 그

래서� 우선� 한� 번� 새로운� 경험이니까� 좋아서� 한� 것� 보다는� 새로

운�경험이라서�시작하게�되었어요.�

1-9� 그렇게� 새로운� 것을� 찾았는데,� 그런� 면에서� 자매학교가� 좋

았던�것� 같아요.�

1-15� 그냥� 저는� 외국에� 많이� 가보고� 싶어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저는� 외국을� 한� 마디로� ‘보물창고’

라고� 생각해요.� 얻을�게�많으니까요.�

- 참여자1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이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

지고� 있었다.� 국제교류는� 참여자1에게� 있어� 새로운� 자극과�

경험으로써�관심을�불러일으킬�수� 있었다.�

5-2� 호주에� 간다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한� 번도� 안� 가본�

곳이라�가� 보고�싶었어요.�

5-16� 피곤하다고� 엄마가� 일찍� 자라고� 하셔서� 불을� 끄고� 누웠

는데� 새벽까지� 잠이� 안� 왔어요.� 비행기도� 처음으로� 오래� 타� 보

고,� 호주에�안�가봤는데�가보게�되어서�그게� 기뻤어요.�

- 참여자5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

한� 기대감은� 잠이� 오지� 않는� 등의�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6-5� 국제� 교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와� 학교� 사이의� 교류라

서� 일단� 첫� 번째로� 그� 학교의� 방식이나� 아이들의� 성격,� 그런�

학교� 분위기�같은� 것을� 체험해�보고� 싶었어요.�

6-6� 예전에� 호주에� 갔을� 때� 감명� 깊었던� 것이� 넓은� 목장이나�

그런� 데였는데,� 일정에� 똑같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6-8� 제가� 이미� 호주라는� 나라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

호주를�가게�되면� 더� 새로운�것을� 알� 수� 있게� 되지�않을까.�

6-25� 어,� 일단은� 학교에� 가서는� 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었

고,� 그랬으면�좋겠었고,� 거기� 가서� 제� 버디� 말고도� 많은� 친구들

을�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또� 좀� 더� 외국인� 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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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동적�방관자로서의�국제교류�프로그램�참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은� 친구와� 학교

를� 다니고� 호주에� 대한� 관광을� 많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6-50� 또� 인도네시아에� 가면� 알고� 있는� 것이� 많으니까� 새로운�

체험을�할� 수� 있을�것�같아요.� �

- 참여자6은�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라는� 특별한� 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모습을�보였다.�

프로그램�참여�

전�인식�

부재로�인한�

기대의�부재

1-45� 그래서� 사실� 그� 때� 이게� 뭔지도� 자세히� 몰랐잖아요.� 그

래서�사실� 기대가�별로� 안� 되었어요.�

1-46� 음� 저는� 그� 때� 정말� 이게� 이렇게�좋은� 건지� 모르고�거의�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날짜� 되면� 가야겠구나� 이런� 정

도의� 생각만� 했고,� 그냥� 갈� 때도� 마찬가지로� ‘좋은� 친구가� 되

었으면�좋겠다.’� 이런�정도의�생각만�했어요.�

- 참여자1은� 참여� 전의� 무지한� 상태에서는� 별� 기대를� 가지지�

않는� 듯한� 심드렁한�모습을�보였다.�

수동적�

방관자로서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참여

2-6� 또� 엄마가� 지원서� 쓰면� 엄마아빠가� 신혼여행을� 호주로� 갔

으니까�또� 될� 것� 같다고�그래가지고� (지원하게�됐어요).�

2-16� 음� 일단� 유럽에서� 막� 다섯� 개� 나라� 방문하고� 그랬을� 때

는� 그냥� 가족들이랑� 계속� 어딜� 다니고� 그랬던� 거라� 그렇게까

지� 기억이� 없었던�것� 같고요,� 물건� 파는� 사람한테� 영어�써보고�

아빠가� 자꾸� 영어� 배운� 거� 써먹어보라고� 해서� 그냥� 영어로� 말

해봤던�것� 같아요.�

2-17� 아� 그리고� 기차� 탔는데� 기차에서� 검표하는� 사람� 만났었

어요.� 그때도�아빠가� 막� 영어� 써보라고�시켜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했어요.�

2-18� 그냥�거기서�하라고�해서� 한� 거예요.�

2-47� 거의� 방관자로� 갔어요.� 가정통신문� 그냥� 엄마한테� 주고�

나서� 숙제했어요.� 엄마가� 할� 거냐고� 물어봐서� 엄마� 마음대로�

하라고�했어요.�

- 참여자2의� 국제교류의� 참여� 동기는� 자발적이기� 보다는�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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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펙’의� 축적�도구로서의�국제교류

‘스펙’의� 축적�

도구로서의�

국제교류

2-20� 네.� 일단은� 지식을�가지게�되니까� 어디에서� 좀� 써먹을� 수�

있어요.

2-21� 어� 일단은�대학을�가거나�그럴�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22� 어..� 나중에� 학교에서� 세계사� 시험� 볼� 때� 좀� 좋을� 것� 같

아요.� 저는�국사는�좀� 별로인데�세계사는�좋아요.�

2-33� 일단� 직접� 가보면서� 뭔가� 배우니까� 기억에� 더� 많이� 남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뭔가� 스펙이나� 그런� 데� 도움이� 될�

것�같아요.�

2-36� 나중에� 세계사� 공부할� 때� (국제교류� 경험이)� 유용할� 것�

같아요.�

2-53� 그런� 게� 스펙이나� 학력에� 들어가진� 않아서� (삶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스펙이나� 학력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

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들어가면� 나중에� 취업할� 때� 도움

이�될�거�같아서요.

2-55� (국제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도움이� 안� 될까?)� 아니요.�

체험해봤다는�것� 자체가�의미가�있겠죠.

- 참여자2는� 국제교류를�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기로� 국제

교류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참여자2는� 이후의� 경험의� 기술에�

있어� 다소�수동적�또는�방관자적인�모습을�보였다.�

- 참여자2는� 국제교류�체험� 자체가�가지는� 의미를� 부정하지� 않

으면서도� 국제교류를� 대학을� 갈� 때� 자기소개서에� 기재할만한�

경험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지식을� 어딘가에�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스펙’에� 속하지� 않는� 경험은�

삶에� 미치는�영향이�미미하다고�판단하는�듯하였다.�

(부모)의� 강요로부터�비롯된�것으로�보였다.�

- 이러한�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으나,�

약하고� 수동적인� 것이어서� 참여자2은� 국제교류에� 대한� 생각

이�다른� 참여자와는�다소�다른� 듯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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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ssence of participants’

experience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For the study,

four specific questions were asked: 1) what do students

experience through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and what

does it mean to them?, 2) how do students perceive the world

through the experience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3) how do students perceive themselves and others through the

experience of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4) what is the

meaning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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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nts perceived?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6 early

adolescents aged from 10 to 12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 reflection logs and other documents and media data

produced in the program. The interview, lasting approximately 40

minutes on average, was recorded under participants' consent,

and later transcribed.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of

analysis was utilized to analyze the data, with meaning units

discriminated first, larger meaning structures formed second and

the structures synthesized at last. All in all, 62 meaning units, 10

topics and 27 sub-topics were found.

More specifically, interests in and expectations about new

experiences, understanding other cultures through experience,

and by comparison, confronting unfamiliar culture, overcoming

prejudices, forming and building personal relationship with

foreign friends, perceiving the importance of communicating in

English, acquiring new knowledge, finding meanings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and building an identity as a

global citizenship were included in the 10 topics, under which the

nature of participants' experience of th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was interpreted as building a global citizenship by

comprehending different cultures, forming personal relationships

without cultural prejudices, and internalizing the meanings of the

program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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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utcomes of the study have several significant

pedagogical implications for an effective and efficient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First, the program needs to

provide its participants with more self-directed activities rather

than guided activ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participants prepared in advance to have deep insights into their

own culture prior to attending the program. Third, the program

needs to be based on authentic activities so that its participants

can experience and enjoy the way of life of local people. Fourth,

the program needs to be developed on the basis of needs

analysis of prospective participants. Fifth, for the program to be

more effective, pre-and-post programs need to be run along with

the main program. Lastly, government needs to expand its

subsidies for both active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and

training and education of the program managers.

keywords : early adolescen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meaning of the experience,

Giorgi’s phenomenological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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