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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상호문화이해 능력을 함양하고 주체적인 제3문

화 정체성 형성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문화 수업을 구안하고 실행하여 학습자의 상

호문화적 적응과정과 반응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

한 상호문화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해외에서 3년 이상 살다 온 한국인 또는 다문화가정 학습

자로 이들을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이라 한다. 이들은 각기 다른 나

라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체득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는 문화에 대

한 혼란을 느끼는 현상을 보이며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또래 청소년에 비해 부

족하다. 다문화적 배경과 이중언어 사용자라는 이들의 특성은 한국 사회와 문화적

환경이 다양한 외국인학교에서 적응하는 데 복합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또 다른 제

3문화를 가진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문화에 대한 인식과 문화충격을 경험하고 이

러한 다중문화 상황에서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혼란을 겪는 것이다. 이 연

구에서는 프로젝트 기반학습 수업이 이러한 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학습

자가 가지는 제3문화로부터 형성되는 주체적인 문화 정체성을 탐색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하기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방안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인천의 외국인학교에서 6학년과 7학년 청소년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으며, 관념문화를 상정한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문화 수업의 설계 및 실

행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를 통해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반응의 구조와 양상을 분석

한 결과 ‘문화적 지식을 통한 타자 이해’, ‘문화 간 차이로 인한 자기 인식 조정’,

‘문화적 공동체에서의 주체적 태도 형성’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지식을 통한 타자 이해의 반응을 살펴보면 학습자는 관념문화의 문화적

요소가 드러난 작품, 활동 내용을 통해 지식을 자기화하고 문화 경험을 공유하면서

타자를 인식하는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그

나라와 문화에 대한 경험이 부재하여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반

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문화적 지식을 확립하고 타문화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여 문화적 관점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끄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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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학습자는 문화 간 차이에 따른 문화충격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다른 학습자의 문

화적 경험을 상호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 인식에 대한 변화를 보이기도 했

다. 이러한 문화 인식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며 타자와의 교류

를 통해 타자의 문화를 인정하고 자신의 경험을 성찰적으로 되돌아보는 양상도 나

타났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한

것과 영어 사용으로 인해 문화충격 또는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문화 수업을 통한 상호문화적 교류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

로가 변화하는 모습을 느끼는 현상, 즉 정체성의 변화를 통한 주체적인 문화 정체

성 형성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문화에 대한 지식의 부재, 문화

인식 조정에서의 수동적 태도, 언어적 측면에서 소통의 어려움으로 주체적 태도와

정체성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이는 학습자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실제 자료를 통해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과의 연관성을 발견하여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반응 양상의 분석 및 이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는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 설계를 재조정하여 검증 수업을 실행하였다. 외국인

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으로는 ‘문화의 타자성과 다양성의 성찰’,

‘문화 주체로서의 개방적 시각 조정’, ‘문화적 정체성의 균형감 형성’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른 교육 방법으로는 ‘문화적 지식 공유를 위한 탐구 활동’, ‘상호문화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하기’, ‘상호문화 실천에 대한 자기 점검하기’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문화 수업을 실

행하고 성찰하여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

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실생활과의 접점 속에서 배움, 성찰, 발전의 과정을 통해 상

호문화적 실천으로서 문화를 인식하고 문화적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주체적인 제3문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핵심어: 상호문화교육, 외국인학교 청소년, 제3문화 아이들, 프로젝트 기반학습,

상호문화적 반응, 문화 정체성

학번: 2018-2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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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주체적인 제3문화 정체성 형성을

목표로,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호문화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방

향과 내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인식과

상호문화이해의 반응을 분석하여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을 구안할 것이다. 그리고 이

를 교육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활용하고자 한다. 프로젝트 기

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은 학습자가 스스로 주제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질

문하며 탐구하는 학습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비판적 사고와 협동, 창의력

을 통해 복합적인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해외 이주가 보편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일정 기간 거주 후 귀국하는 청소년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 등의 유입이 늘어나고 이들의 자녀 또한 많아지면서 한국

사회는 다문화 환경이 되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언어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교 현장 또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 윤여탁은 다

문화 정책이 반영되는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은 다양한 민족의 배경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여 교육에서의 기회를 열어주는 교육의 장(場)이며, 이러

한 정책이 “교육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과 구체적인 실천의 문제”라고 하였

다.2) 21세기 세계는 문화적 접촉과 교류가 빠르게 확산되고 다양한 타자와 소통하

는 다언어, 다문화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느 사회에서나 다양한 언

어공동체가 공존하므로 다문화사회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현실을 이해하려

1) 2020학년도에 귀국하는 학생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는 5,175명, 중학교는 2,067

명, 고등학교는 670명으로 초, 중, 고 순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조사기준일: 전

년도 3월~ 해당연도 2월).

  한국교원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연도별, 학제별 유학 및 귀국 현황(2005~2020, 학년

도)』 https://kess.kedi.re.kr
2) 윤여탁, 「다문화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 현실과 방법론」, 『국어교육연구』 22, 서울
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8, p.10.; 윤여탁, 「다문화교육에서 문학교육의 지향과 다문

화 교사 교육」, 『다문화사회연구』6(1),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3,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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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 같은 현실에 따라 최근 다문화사회에 관한 교육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

다. 이 연구들에서 규정하는 다문화교육의 대상자는 주로 이주노동자 자녀, 결혼이

민자 자녀, 중도입국자 자녀이며, 연구의 목표는 다문화(multiculturalism)라는 개념

에서 시작된다. 뱅크스와 뱅크스(Banks & Banks)는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 언어, 인종의 학습자가 사회적 시스템이라는 학교에 모여 교육적 평등의 기

회를 가지며, 글로벌 사회에서 필요한 학습자의 지식, 태도, 기술을 성장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주요한 목표라고 하였다.3) 이러한 관점은 특정 대상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문화적 다양성의 공존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문

화를 가진 개인 간의 문화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학업으로 인한 이민이나 조기유학, 또는 부모의 해외파견 등으로 인해 해외 체류

이후 귀국하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은 다문화사회의 주요한 교육적 고민 가운데 하

나이다.4) 이들은 해외에서 성장기의 일정 부분을 부모의 나라 문화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문화권에서 자라난 아이들로 모어와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 부모와

가정환경 요인 등 성장 배경이나 현재 상황에 따른 언어 문화적 배경5)이 다양하

다. 이러한 청소년을 일반적으로 제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 TCK(s))6)이

3) J. A. Banks, Multicultural Education: Characteristics and Goals, in J. A. Banks & C.

A. McGee Banks (Eds.),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8th ed.),
John Wiley and Sons, Inc., 2013, pp.3-21.

4) 이러한 교육적 관점에 따르면 언어를 포함한 모든 과목의 교수-학습이 상호문화적 차원

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자신들이 속해 있는 다
양한 문화와 그가 만나는 장소에서 올바른 문화적 균형감과 정체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G. Verbunt, (La) societe interculturelle, 장한업 옮김, 『인산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

호문화사회』, 교육과학사, 2012, pp.105-107.
5) 본고의 연구 대상인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서의 모어, 가정에서 사용
하는 언어 등 복수의 언어적 배경과 다층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제3문화의 다양한 문화
적 배경, 그리고 부모의 경제력이나 양육 태도 등 가족의 구성, 가정환경 등에 따라 다
양한 배경을 가진다. 이러한 배경과 현재 겪는 상황 등에 따라서 이들 개개인이 특수한
사례성을 가지므로 질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바로 이러한 학습자의 다양성에서 기인
한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교육이 이
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6) D. C. Pollock & R. E. Van Reken, Third Culture Kids, Nicholas Brealey Publishing,
2001,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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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 이들은 귀국 후 한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교육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문화의 생산자’로서 고국

문화(home culture)와 다른 문화를 근간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다른 문화에 접근하고 이와 상호작용하는 태도에는 유연성

이 있으나 이주를 거듭하면서 불가피하게 문화적 혼란을 겪으며, 그 결과 문화 인

식에 대한 어려움과 모호한 정체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이들이 안고 있는 언어 문

화적 배경의 다양성과 이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을 균형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상호

문화적 접근을 통한 문화 적응과 정체성 형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교육적 기반으로 타인과 타문화와 만나고 관계를 맺음으로

써 문화적 주체로서 균형적인 상호문화적 능력을 형성하여 다양한 문화적 인식과

환경 속에서 문화적 경험과 변화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주체적인 문화 정체

성을 발견하게 하는 상호문화교육이 유효하다고 본다. 이는 특히 외국인학교라는

교육적 환경에서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체가 한 공간에 모여 다수자와

소수자가 아닌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 간

의 상호작용과 교류를 통해 균형적인 상호문화적 능력과 주체적인 문화 정체성을

길러야 하는 학습자에게 알맞은 교육적 처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중 해외 거주 과정에서 체득한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

을 가진 외국인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 즉 상호문화

(interculturality)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간의 만남과 교류 과정에서 문화를 어떻

게 인식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문화이해 능력을 함양하여 주체적인

제3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상호문화교

육의 방법으로서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효용성을 밝히고, 이에 근거해 상호문화교육

의 내용을 구안하는 데 목표를 둔다.

2. 연구사 검토

 

본 연구는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활용하여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다중문화 현상에서 혼종된 문화를 가진 이들과의 간극이 제3문화 아이들에

게 미치는 문화적 반응을 분석하고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능력을 지향하는 상호문

화교육의 교수-학습 내용을 설계하고자 한다. 이 같은 목표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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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크게 다음의 세 흐름으로 분류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화교육 연구를 탐구하여 문화교육의 방향을 검토한다. 둘째, 제3문화 아이들, 즉

청소년 대상 문화 적응과 이의 과정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본다. 셋째, 한국어 교육

에서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활용한 문화교육 연구의 방향을 고찰한다.

(1)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교육 연구

먼저 문화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여 제기되었던 다양한

관점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언어

문화 교육을 다루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

의 증진에 있다고 보았다.7) 이 이후에 등장한 연구들8)은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이 같은 논의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넘

어서 자문화와 목표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문화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이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사회에서 학습자의 문화 경험과 문화 적응은 상호문화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상호문화이해와 상호문화적 능력을 함양하는 상호문화

교육이 실행되어야 함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9) 이 연구들은 한국어 문화교육에

7) 윤여탁,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 『국어교육연구』 7(1), 서울대학교 국어교

육연구소, 2000.; 이미혜,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통합 교육 –언어 교육과 문화교육의 통합

양상을 고려한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1(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4.; 김중섭,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의 현황 및 과제」, 『이중언어학』 27, 이중언어학회,
2005.; 박영순, 「문화어를 통한 한국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 『세계한국어문학』 6,

세계한국어문학회, 2011.
8) 민현식·박재현, 「문화간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

회』 2006(5),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6.; 오지혜, 「한국어교육에서의 언어문화 교육을 위

한 교육내용의 범주 및 구조 설계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4(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7.; 김수은,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어문화 수업 개발 연구」, 『한

국언어문화교육학회 학술대회』 2010(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0.; 오지혜, 「문화 능

력의 재개념화를 통한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0(1), 국제한

국언어문화학회, 2013.
9) 윤여탁, 「한국어 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 『언어와 문화』 7(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11.

최정순, 「한국어교육의 현황 및 발전 방향」, 『한국고전연구』 2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황인교, 「한국어 교실에서의 상호문화 관점의 실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

집』 201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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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문화가정을 위해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상호문화교육의 필요

성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인지하고 다루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과 효용성이

대두되고 상호문화교육의 교수-학습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상호문화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 연구도 있었다. 김혜민10)은 학습자가 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해 상호문화

적 의사소통 능력을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교사의 역할과 교수 전략에

중점을 두어 한국 문화와 모국 문화의 비교를 통한 실질적인 교수 전략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김예리나11)는 상호문화적 능력은 문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

하여 학습자의 문화 경험을 활용한 상호문화교육의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외국어교육으로서의 한국어 교육에서 문

화교육의 방향, 즉 다문화사회에서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능력을 함양시키는 상호문

화교육의 실행 방향과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여 방법적인 측면에서 꾸준하게 이

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인 실제 학습자는 대부분 중·고급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므로 청소년기 학습자에 대한 연구와 이들

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에서 구체적인 교수-학습이 실제적인 수업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교수-학습의 수업 모형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즉 현재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성인

학습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기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하고 이의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교육적 실천을 실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제3문화 아이들 대상 문화 적응 관련 연구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문화 적응과 관련한 연구들은 2000년대 이후 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자 자녀, 이주 노동자 자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들은

주로 다문화교육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최근에 귀국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이들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제3문화 아이들 대상 관련 연구를 전반

10) 김혜민, 「한국어 상호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전략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1) 김예리나,「학습자 경험을 활용한 한국어 상호문화교육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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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교육학 또는 교육심리 분야에서 주로 귀국학생들의 학교생

활의 적응 및 부적응에 초점을 두어 학교생활의 적응 요인을 분석하거나 부적응에

대한 해결책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옴을 확인할 수 있다.12)

다음으로 귀국학생을 위한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다룬 연구들13)을 살펴보았는데,

귀국학생들, 즉 제3문화 아이들이 해외 경험 후 한국 사회, 주로 청소년기의 학교

생활에서 적응과 이에 겪는 어려움, 이들의 학교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

석 및 해석하는 경향을 주로 보인다. 여기서 제3문화 아이들의 다양한 언어 문화적

배경과 정체성 형성을 위한 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주목해볼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필요성을 교육의 설계 및 실행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연구는 많지 않

아, 보다 구체적인 교육체계와 방향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귀국학생들, 제3문화 아이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실태와 부적응에 대한 요인 등을 해외 경험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학습자의 사회·심리적 적응과정 등이 논의되면서 학습

자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과 문화 적응을 위한 문화교육의 방향과 필요성이

꾸준히 제시되었다.14) 그러나 제3문화 아이들의 문화 적응에 초점을 두어 실태를

파악하고 학습자 특성에 따른 문화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이들의 문화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적 논의를 검증하는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이 논의들은

12) 정재옥 주은선, 「해외 귀국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한국심리학회, 2003.; 김혜순, 「해외 귀국 청소년과

해외 유학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및 부적응에 대한 비교 분석」, 『청소년 문화포럼』

21,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2009.
13) 권효숙, 「문화간 적응교육의 개념과 실제」, 『교육문제연구』 21, 고려대학교 교육문

제연구, 2004.; 정향진, 「귀국 청소년과 학교 교육: 문화심리적 접근」, 『청소년상담문

제 연구 보고서』 54,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6, pp.9-21.; 문경숙 외, 「조기유학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정책방안연구: 귀국 청소년의 정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9, pp.3-15.; 김윤주,
「귀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문화교육 연구 동향 분석과 향후 과제 –문화 교육을 중심으

로-」, 『한국언어문화학』 12(3),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5.
14) 이수경, 「제3문화 아이들(Third-Culture Kids: TCKs)의 문화적소속감 부재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청소년학 연구』 24(3), 한국청소년학회, 2017.; 남지은 외, 「교차

문화 청소년들의 문화적 소속감의 부재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정서인식 명확성의 조

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32(3), 한국교육심리학회, 2018.; 이수경 외, 「제
3문화 아이들(Third Culture Kids)의 학업사회적 적응에 관한 합의적 질적 연구」, 『교

육문화연구』 24(3),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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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살아갈 귀국학생이라는 점을 전제로 이루어져 한국 사회의 적응과

학교생활 적응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이 현재 처해 있는 다문화적 상황과

문화 적응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문화 아이들이 가지는 특수한 현상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이론

적, 실천적 측면의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제3문화 아이들이

경험하는 문화 적응과정을 파악하고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교육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교

수-학습 방안을 구안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3)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활용한 문화교육 연구

 

한국어 교육 분야의 문화교육에서 프로젝트 활동을 활용한 연구는 최근에 시작

되었다. 기존의 지식 전달의 수업 방식을 벗어난 학습자 중심 수업의 효용성이 입

증되면서 학습자의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방법을 위해 프로젝트 수업의 가능

성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어 교육 환경에서 프로젝트 수업의 단계, 내용 등

수업 모형과 방향성을 모색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들15)은

프로젝트 수업을 활용하는 것이 전통적인 교사 중심이 학습에서 벗어나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을 촉진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여, 프로젝트 활동을 활용한 문화 수업

을 구성 및 제시하였다. 이 연구들은 프로젝트 수업을 활용한 문화교육의 방향성과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프로젝트 수업 모형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안에

있어 프로젝트 활동의 실제 사례를 보여준 연구가 한국어 문화교육 분야에서 활발

하게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주로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초급 수준의 학습자 대상의 연구16)는 미비하다. 특히 고급 수준 한국어 학

습자 중 대학생, 대학원생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17)가 대다수인데, 이들은 언

15) 이해영, 「프로젝트 활동을 활용한 한국 문화 학습」, 『외국어교육』 7(2), 한국외국어

교육학회, 2000.; 이미혜, 「프로젝트 작업을 통한 고급 과정 수업 모형」, 『한국어교

육』 1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1.
16) 한혜민·김선아, 「다중지능이론에 기반한 활동이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에 미치는 효
과: 비디오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연구』 31(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

연구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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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숙달도가 매우 높은 학습자이다. 이를 보면 프로젝트 수업의 실질적인 측면에

있어 중·고급 수준의 한국어 의사소통을 기반으로 하여 그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인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문

화이해 능력의 향상에 관한 연구 중 상호문화교육의 실제적인 교수-학습을 보여준

논의로는 고은미18)와 강지은19)이 있다. 이에 앞서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어 문

화교육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을 보여준 연구20)에서는 문화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수업안을 단계별로 구성하여 상호문화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본 것이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통해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자국의 문화와 타문화

를 비교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수업의 실제 사례를 통해 상호문

화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습자의 양상 및 이들의 상호문화적

능력의 변화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제시가 부족하며 연구 대상 측면에서는 성인 학

습자 대상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문화교육에서 활

용할 수 있는 수업 방법으로서 프로젝트 수업의 방안에 초점으로 두고 있어 실제

학습자의 언어 문화적 배경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교육에 대한 연구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논의들을 바탕으로 제3문화 아이들을 대상

17) 손재은, 「한국어 교육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연구」, 『이중언어

학』 39, 이중언어학회, 2009.; 김영아, 「논문: 문화 인식과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프로

젝트 기반 한국어 학습」, 『한국어교육』 2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0.; 김승연·국
지수, 「UCC 제작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프로젝트 수업을 중심으로-」, 『이중

언어학』 49, 이중언어학회, 2012.; 박현진,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다큐멘

터리 제작 프로젝트 수업 연구」, 『한국어교육』 24(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3.; 박

환, 「동영상 제작 과제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연구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화학』 14(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나은주·나은영, 「더빙 프로젝

트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사례 연구 –미국 대학생 학습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인
문사회 21』 9(4), 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18) 고은미, 「상호문화적 관점을 활용한 한국어 고급반 프로젝트 수업 모형 연구 -‘다문화

동화 제작’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89, 한국언어문학회, 2014.
19) 강지은, 「학습자 중심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

육연구』 5, 한국어교육연구학회, 2016.
20) 김옥선, 「한국어교육에서 상호문화학습의 실천」, 『언어와 문화』 3(2), 한국언어문화
교육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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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젝트 기반학습 수업을 실행하여 이들의 문

화 반응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3문화 아이들이 문화적 주체

로서 상호문화능력을 함양하고 주체적인 문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인천 OO외국인학교21)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으로 해당 학교의 6학

년과 7학년 청소년으로 선정하였다.22) 이 학교의 한국어 수업에는 해외에서 3년 이

상 살다 온 한국인 학생, 해외 국적과 한국 국적을 가진 중도입국 학생, 다문화가

정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학습자마다 해외 체류 국가 및 기간은 상이하다.

수업의 계획에 따라 1차 조사의 대상은 6학년 8명, 2차 조사의 대상은 7학년 27명,

3차 조사의 대상은 6학년 17명이다. 이들은 이 학교의 다른 과목의 수업 또는 해외

체류하는 동안의 다른 학교에서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나 문화

를 중심으로 한 수업은 따로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의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21) 이 학교는 초등(유아반~4학년), 중등(5학년~8학년), 고등(9학년~12학년)으로 나누어져 운

영된다. 학생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대학 학력 인증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해
외 영어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으며, 연간 102시간의 한국어와 한국사를 포함한 사회

과목을 이수하면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학교 공식 홈페이지

참조). 본 연구의 대상인 6학년과 7학년은 중등에 해당하는 학습자이다. 또한 학기는 5

개의 텀(Term)으로 나뉘는데, 각 텀은 6주~7주이며 마지막 텀이 제일 짧은 5주이다.
22) 예비 조사에서 각기 다른 해외 경험을 가진 5학년 학습자의 경우 문화에 대한 심층적

인 이해가 부족하고 이질성에 대해 표면적인 이해에 그치는 경향이 보였으며,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면화하여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반응을 살펴보기에는 부

족하였기 때문에 6-7학년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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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차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정보

<표 2> 2차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정보

순번 성별 국적
해외체류
나라 및 기간

학습자 배경
해외체류
학교

한국어 학습 배경

1 여
중국,
한국

중국-3년
아버지
중국인

없음 한국에 와서 배움

2 남 한국 베트남-9년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3 남 한국 캐나다-5년 반 사립학교
집에서 부모님과
공부

4 여 한국 미국-3년 사립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5 남 한국 호주-3년 공립학교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음

6 남 한국 호주-11년 사립학교 한국어 과외

7 여 한국 미국-4년 반 공립학교
주말 한글학교에서
공부

8 여 한국 캐나다-3~4년 사립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9 남 한국 미국-3년 공립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10 남
일본,
한국

일본-5년; 방학
때마다 방문

어머니
일본인

없음 집에서 한국어 사용

11 남 한국 마카오-9년 국제학교 집에서 혼자 공부

12 여
중국,
한국

중국-4년
어머니
중국인

없음 집에서 한국어 사용

13 여 한국 싱가포르-4년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14 여 한국 미국-3년 사립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15 남 한국 뉴질랜드-4년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16 여 한국 중국-3년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순번 성별 국적
해외체류
나라 및 기간

학습자 배경
해외체류
학교

한국어 학습 배경

1 남 한국 중국-4년
어머니
중국인

국립학교 한국에 와서 배움

2 남
대만,
한국

대만-2년
아버지
대만인

없음 한국에 와서 배움

3 여 한국
베트남-5~6년,
인도네시아
-2년 반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4 남 한국 베트남-7년 반 국제학교 한국어 과외
5 여 한국 사이판-5년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6 남 한국 중국-3년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7 여 한국 중국-3년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8 남
캐나다,
한국

캐나다-4년
어머니와둘이
캐나다에서
거주함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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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차 조사에 참여한 학습자 정보23)

23) 이 표에서 학습자 1번부터 8번까지는 1차 조사에 참여했던 학습자들과 동일하다.

순번 성별 국적
해외체류 나라
및 기간

학습자 배경
해외체류
학교

한국어 학습 배경

1 남 한국 중국-4년
어머니
중국인

국립학교 한국에 와서 배움

2 남
대만,
한국

대만-2년
아버지
대만인

없음 한국에 와서 배움

3 여 한국
베트남-5~6년,
인도네시아
-2년 반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4 남 한국 베트남-7년 반 국제학교 한국어과외
5 여 한국 사이판-5년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6 남 한국 중국-3년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7 여 한국 중국-3년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8 남
캐나다,
한국

캐나다-4년
어머니와둘이
캐나다에서
거주함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9 남
미국,
한국

미국-3년 사립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10 남 한국 몰타-5년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11 남 중국, 중국-5년 어머니 공립학교 집에서 부모님과

17 남 한국
싱가포르
-4년 반

한국학교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음

18 남 한국
스페인-4년,
미국-1년,
멕시코-3년

국제학교
주말 한글학교에서
공부

19 여 한국 호주-5년 공립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20 여 한국 독일-5년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21 남 한국 필리핀-7년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22 남 한국 아일랜드-3년 국제학교
인터넷으로 혼자 공
부

23 남
호주,
한국

호주-9년 공립학교
주말 한글학교에서
공부

24 여 한국
베트남-6년 반,
인도네시아
-2년

국제학교
주말 한글학교에서
공부

25 여 한국 캐나다-3년 공립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26 남 중국 중국-3년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27 남 한국
말레이시아
-3년

국제학교 한국어 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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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통해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문화 적응과정과

상호문화적 이해능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학습자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문화 수업을 설계

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문화교육의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고 이의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활용하는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문화 적응과정에 따른 다

양한 반응들을 파악하고 균형적인 상호문화적 능력과 주체적인 문화 정체성 형성

과정을 탐구하는 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천의 한 외국인학교 한국어 수업에서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문화 수업을

실행하여 학습자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문화 인식 과정과 반응, 상호문화이해 능력

을 분석하여 주체적인 제3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4> 현장 조사의 개요

한국 중국인 공부
12 남 한국 필리핀-4년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13 남
호주,
한국

호주-4년 사립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14 여
미국,
한국

미국-7년 공립학교
주말 한글학교에서
공부

15 남
중국,
한국

중국-3년
어머니
중국인

없음 집에서 한국어 사용

16 여 한국 중국-12년 국제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17 남 한국 미국-6년
3월에 입학한
새로운 학생

공립학교 집에서 한국어 사용

구분
조사

기간

조사

대상
인원 조사 방법 기호 구분 자료 구분24)

1차

예비

조사

2019.

9-
2019.

10

5학년

11명,
6학년

7명

기초 배경 조사 및 한

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적

응 반응, 프로젝트 수

업의 경험 조사

[조사 구분

_자료 구분
_학습자 순

번]25)

설문조사(SVQ),
면담(I)

2차 2019. 5학년 문화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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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차 조사의 자료 구분의 예를 들면,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그룹 토론에 참여한 1번

학습자의 자료는 [1차_계획 단계_GD_1]이라고 표기하였고, 그룹 토론에 참여한 전체 학
습자(1번, 2번, 3번 학습자)를 표기할 때에는 [1차_계획 단계_GD_1-2-3]이라고 표기하였

다. 이 기호 구분은 2차, 3차 조사에도 같이 적용하여 표기하였다. 2차 조사의 자료를 예

를 들면,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생각토론에 참여한 3번 학습자의 자료는 [2차_준비 단

계_QSCR_D_3]으로 표기했으며, 3차 조사의 경우 프로젝트 발표 및 평가 단계에서 광고

포스터를 만든 3번 학습자의 자료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AD_3]이라 표기하였다.
25) 1차와 3차 본 조사는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1차 예비 조사에서는 면담
(I)에 참여한 6학년 학습자 2명의 자료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1차 예비 조사에서 면

담에 참여한 8번 학습자의 자료는 [P1_I_8]으로 표기하였다.

예비

조사
10

인천
OO

외국인

학교

청소년

학습자

11명

한국 사회에서 직면한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경험에 대한 쓰기 과

제와 문화적 인식에

대한 그룹 토론 수업

1차

조사
26)

2020.

1-

2020.
3

6학년

8명

‘내가 가진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 ‘내가
가진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 ‘외국(인)이

가진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역할극 프로젝트

[조사 구분
_프로젝트

단계 _자료

구분 _학습

자 순번]

생 각 노 트

(QSCR_W), 모둠

활동지(WKS ) ,

그룹 토론(GD),
대본(SC), 개인글

쓰기(W), 면담(I)

2차
조사
27)

2020.

1-

2020.

3

7학년

27명

(A반

11명,

B반

16명)

해외 경험, 친구 관계,

세대 차이, 문화 차이
등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이 드러나는 짧은

소설 쓰기 프로젝트

[조사 구분

_프로젝트
단계 _자료

구분 _학습

자 순번]

생 각 토 론

(QSCR_D), 모둠

활동지(WKS),그

룹 토론(GD), 소

설(N), 면담(I),

이메일 면담(EI)

3차

조사(

검증

수업)
28)

2020.

5-
2020.

6

6학년

17명

(A반
9명,

B반

9명)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 또는 고정관념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광고 만들기 프
로젝트

[조사 구분

_프로젝트

단계 _자료

구분 _학습

자 순번]

비 디 오 리 뷰

1(VR1), 비디오

리뷰2(VR2), 비

디오리뷰3(VR3),

그룹 토론(GD),
생 각 나 누 기

(STD), 마인드맵

(MM), 광고 포스

터(AD), 면담(I),

영상 면담(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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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내용과 설계는 본 연구자가 한국어교사와 외국인학교 한국어 수업의 교

육과정에 부합하도록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문화 수업을 개설하여 주 2회, 45분~60

분, 5주~6주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와 예비 조사는 학습자의 문화 경험과 문화

인식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와 반응을 살펴보고 본 조사에서 본격적인 프로젝트 기

반학습의 수업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1차와 2차 조사는 예비 조사에서 파악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연구자가 한국어교

사와 함께 문화 수업을 설계하여 학습자에게 적절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29) 1차와 2차 조사는 같은 시기에 각각 6학년 대상, 7학년 대상의 수업으로 진

행되었다. 각 조사의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하면서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반응을 살

펴보고 문화 요소가 있는 자료 또는 작품30)의 적합성, 학습자의 자율성, 교사의 역

할과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 설계 또한 검토하였다.

1차와 2차 조사에서의 문학작품은 문화적 요소 중 관념문화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학습자가 직 간접적으로 문화에 대한 지식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경

험과 연결하여 성찰하고 내면화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선정하였다. 또한 외국

인학교 청소년의 언어 문화적 배경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적 측면에서 부합하는 문화적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

에 근거한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반면 상호문화교육은 상호문화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으로 상호문화성의 측

면에서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 대상과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하여

26) 수업은 주 2회, 60분으로 5주~6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면담은 수업 시간 외에 학습자와

시간을 조정하여 학교에서 진행하였다.
27) 7학년은 갈등에 관한 수업으로 6학년 수업과 같은 시기에 진행되었으나 6학년 수업은

6주에 걸쳐 진행되었고 7학년 수업은 학교 일정으로 인해 5주 동안 진행되었다.
28) 수업은 5월 4일부터 시작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Zoom)으로 수업을 시작하면서

수업 시간이 45분으로 단축되었으며 주 2회, 5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29) 본 조사에서는 학습자의 문화 인식 과정과 상호문화이해의 반응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
해 문화에 대한 단순하거나 사실적인 지식보다는 문화 내용이 있는 자료나 문학작품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문화 적응과정의 양상이 드러나도록 학습자에게 적합한 프로젝트 기
반학습의 문화 수업을 구안하였다.

30) 1차와 2차 조사에서 문학작품, 그리고 3차 조사에서 문화 자료는 학습자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 프로젝트 준비단계에서 문화 요소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구성

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김정용, 「문학작품을 활용한 상호문화적 외국어 교육」, 『독어교육』 51, 한국독어교육

문학교육학회, 2011,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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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설계하였다. 상호문화성이 학습자가 문화적 다양성을 인지하고 상호교류의

관계 속에서 타자와 타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며, 이러한 문화적 현상 위에서

각자의 문화를 가진 구성원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점을 바탕으

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1차와 2차 조사를 같은 시기에 진행하면서 6학년과 7학년 학습자가 타자를 다른

문화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바라보고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각자

의 문화에 주목하고 문화에 대한 인지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며 존중하는지 등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였다. 수업의 내용은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1차 조사의 수업 내

용은 고정관념, 2차 조사의 내용은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선정하였다. 1차

와 2차 조사를 진행하면서 각 수업에 따른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존중, 다른 문화

를 배우려는 개방적 태도, 문화적 갈등을 조정하려는 적극적 자세 등 학습자의 상

호문화성 또는 상호문화적 능력을 고려하여 3차 조사에서는 수업의 대상과 내용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학년에 따라 프로젝트를 실

행하고 진행하면서 수업의 방향과 학습자의 반응을 살피고 이를 재조정하면서 수

업을 진행하였다. 1차와 2차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별 면담과 그룹 토론 등

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경험한 문화적 차이와 인식을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반구조

화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통해 프로젝트의 주제와 관련된 문화적

경험, 문화충격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의 과정과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 설계

와 수업 내용이 학습자에게 적절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여 3차 조사의

수업을 재조정하여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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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인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이론

1. 외국인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전제

(1)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특수성

다문화학생에 대해 학계나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정의하고

있다. 먼저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습자로 포괄하여 사용하는 시각이 있는데, 여기

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청소년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많은 연구에서는 ‘다문화’라는 표현이 결혼 이민자 가정, 외

국인 노동자 가정, 탈북 이주민 가정 등을 가리킨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학교의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수업에는 해외에서 최소 3년 이상 살다

왔으며 한국인 학습자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 아닌 국제결혼 가정 출신 학습

자로, 두 개 이상 국가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이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부모의 문화인 한국 문화를 부분적으로 제1문화, 성장기 때

거주했던 해외 국가의 문화를 제2문화, 이러한 다양한 문화가 혼종되어 있는 문화

를 제3문화로 여긴다. 이들은 부모의 출신 문화권인 한국에 살고 있지만 언어나 한

국의 문화를 완벽하게 습득하지 못한 학습자로, 한국에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

가 모여 있는 외국인학교라는 공간에서 어디에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때그

때 상황에 따라 다른 환경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중언어와 다문화 환경,

즉 다문화적 배경1)을 가진 학습자의 경우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이질

적인 문화가 한 공간에 공존하는 공동체라는 외국인학교에서 문화적 배경과 정체

성에 대한 균열을 경험한다는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학습

자에게 상호문화교육의 관점에서 어떠한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의 언어·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는 자신의 출생국 문화 또는 부모의 문화가

1) 이들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서의 모어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등의 언어적 배경, 다층
적 맥락에서 형성된 제3문화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 가족의 구성, 가정환경 등에 따른
다양한 배경과 현재 겪는 상황 등에 따라 개개인이 각기 다른 사례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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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제3문화의 다문화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습자2)이다.

제3문화는 1950년대 존 우심과 루스 힐 우심(Drs. John & Ruth Hill Useem)에 의

해 만들어진 용어이다.3) 특히 제3문화 아이들은 실제 출생국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각 문화에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

과 변화하는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제3문화 아이들

을 단순히 ‘부모의 출신 문화 바깥에서 발달기의 중요한 부분을 보낸 사람’이라고

정의하기보다 ‘문화적 복잡성의 층이 무한한, 국제적인 유동적 경험의 공유된 현

실’4)인 제3문화의 체험자라고 할 수 있다.

상호문화철학에서는 현상학적 접근에서 상호문화성의 현상이 일어나는 ‘둘 이상

의 문화가 만나서 형성되는 사이영역(Zwischenreich)’5)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 내에서 갖는 관계,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

2) 제3문화 아이들의 경험에 따른 혜택/장점(benefits)과 시련/도전(challenges)을 대인관계

와 발달양상과 함께 성격과 자질에 연관시켜 설명하였는데, 이를 아래 표와 정리할 수
있다(Pollock & Van Reken, 2001:77-106).

혜택/장점(Benefits) 시련/도전(Challenges)
나라와 문화의 다양성에 의한 넓어진

세계관

정치, 애국심, 가치 등 복잡한 것에 대한

혼란
풍부한 문화적 경험으로 인한 세계에

대한 3차원적인 시각
현실에 대한 고통스럽고 아픈 시각

여러 문화들에 대한 풍부함 자국 문화(home culture)에 대한 무지함
문화(들)의 변화에 대한 문화적 적응력 진정한 문화적 균형의 부족

조화를 이룸 이질성을 밝힘
편견이 적음 편견이 심함

현재의 중요성을 앎

새롭고 더 가치 있는 기회나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어려움
권위에 대해 감사함 권위에 대한 불신

3) 우심 박사 부부가 인도에서 미국인들을 연구하던 중 다른 나라에서 온 국외거주자를 만

나게 되면서 그들이 그들의 나라 또는 현재 사는 나라와는 다른, 그곳의 환경에서 공유
하는 또 다른 생활방식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국외거주자의 사회를 사이

의 문화(interstitial culture) 또는 문화들 사이의 문화(culture between cultures)에서 제3

문화라고 말한다(Pollock & Van Reken, 2001:20).
4) D. C. Pollock et al., Third Culture Kids: Growing up among worlds (3rd ed.),
Nicholas Brealey Publishing, 2017, pp.16-56.

5) 최재식, 「상호문화성의 현상학 -문화중심주의를 넘어 상호문화성으로」, 『현상학과 현

대철학』 30, 한국현상학회, 2006, p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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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집단과 사회 등 자신이 속한 문화적 사이영역과 각자의 제3문화를 지닌 아동이

나 청소년 간의 만남을 통해 다른 나라의 사회, 집단 속에서 형성된 가치관, 신념,

상징 등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의 삶, 생활방식, 정체성을 형성한다.6)

제3문화 아이들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그들이 다른 문화적 배경의 타

인과 관계를 맺기 위한 의사소통 능력, 즉 언어7)이다. 언어는 상징적인 체계로서

우리가 주체8)로서 누구인지를 생성하고 만들어낸다. 학교에서 외국어나 제2언어를

습득하거나 매일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다중언어 주체라고

한다. 이들 중 다수는 가족 언어(family language)를 알아듣지만 사용하지 못하고

학교의 언어가 주로 사용되는 언어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일상생활 외에 학교에서

소통하는 언어가 문화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6) 이때 제3문화 아이들은 자국 문화(home culture) 또는 해외에 거주할 때 그 나라의 문화

(host culture)에 대해 외국인(foreigner), 입양자(adopted), 숨은 이민자(hidden

immigrant), 거울처럼 같아 보이는 사람(mirror) 등 네 가지의 방법들로 연관 짓는다. 그

리고 이들은 어린 시절 동안 끊임없이 이 상관관계에 있는 패턴 사이에서 변화한다.

1. 외국인: 자국 문화에서 전통적인 모델로서 겉모습과 세계관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을 외국인으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2. 입양자: 주변 문화(surrounding culture)의 구성원들과는 외모적으로는 다르지만 오

랜 거주로 행동과 세계관이 비슷하다.

3. 숨은 이민자: 자국 문화에 돌아갔을 때 또는 자라온 나라의 시민들과 외모가 유사하

여 주변 사람들과 겉모습이 같아서 생각이나 사고방식도 같다고 생각한다.

4. 거울처럼 같아 보이는 사람: 겉모습이 그 나라 문화의 구성원들과 비슷하고 오랜 거

주 생활로 문화를 깊은 수준에서 받아들여 생각하는 방식 또한 같은 경우이다.
D. C. Pollock & R. E. Van Reken, 위의 책, 2001, pp.53-54.

7) 브라운(Brown)에 따르면 언어와 문화가 분리될 수 없으므로 외국어교육에서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H. D. Brown,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4th ed.), Longman,
2000, p.177.

8) 크람시(Kramsh)에 따르면 주체성(subjectivity)은 상징적인 유형을 통해 영향을 주는 우

리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자아의식(sense of self)이다. 이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지향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인식, 반응, 생각에 주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이

의미는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 또는 다른 이들에 의해 주어진 해석으로부터 나올 수

있다. 주체성은 주어진 문화에서 사회화의 생산물인 의식적인 사고방식과 무의식적인 몸

의 기억, 인지,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즉 주체성은 다른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구성되고 형성된다.

C. Kramsh, The Multicultural Subject,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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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문화적 집단 구성원이 의미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방법이며 일시 체류자

에게 언어는 그 문화에 들어가는 주요한 방법이다.9) 즉 제3문화 아이들이 가진 이

중언어, 다중언어 등 강한 언어적 능력은 제3문화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다. 또한 다중언어 제3문화 아이들은 보통 다양한 집단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

양한 집단 구성원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10) 따라서 언

어를 사용하는 주체로서 학습자와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은 사회적 상황에서의 문

화적 관계를 실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체는 또한 정체성과 밀접한 관계를 짓는데, 자아정체성(self identity)은 개인의

자아와 사회적 인식에 의한 역할 이미지의 통합이며 자아의 외부세계는 타인들의

자아들에 의해 형성된다. 개인이 활성화되는 것은 타자를 활성화하는 것이고 이는

서로 의존하면서 상호 확인함으로써 유효해진다.11) 반면 청소년기에 자아상(self

image)은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아상의 개인 시스템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

한 주어진 자아상과 관련된다.12) 따라서 자아 형성은 개인의 자아상의 과정이며 청

소년이 어느 시점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이 주체로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자기상의 요소와 그를 둘러싸고 있

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

애들러(P. Adler)는 문화 정체성의 핵심은 자아상 그리고 인간의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문화라고 하였다. 또한 인간은 어떠한 형태의 문화적 영향을 제외하

고는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없으며 사회적 심리학적으로 엮어진 문화들의 생산물이

다. 이러한 다중문화 현상 속에 속해있는 인간을 ‘다문화적인 사람(multicultural

man)’이라 하였다. 다문화적인 사람의 정체성은 더 유동적이고 변화에 더 민감하

다. 이는 문화가 가지는 또는 문화에 의해 생기는 소속감에 근거하지 않고 실제성

의 새로운 형태를 협상할 수 있는 자아의식의 방식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

은 세계관, 가치 시스템, 태도, 사회구성원들의 믿음을 포함하고 이것들이 공유되는

본질적인 경험의 상징이다.13) 즉 이러한 정체성은 앞서 논의한 사이영역, 문화의

9) M. Paige,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 Intercultural Press, 1993, p.7.
10) D. C. Pollock et al., 위의 책, 2017, pp.175-215.
11) E.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orton, 1968, pp.211-219.
12) S. T. Hauser & R. L. Shapiro, Dimensions of Adolescent Self-Imag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4), 1972, p.340.

13) P. Adler, Beyond Cultural Identity: Reflections on Multiculturalism, Culture Learning,
1977, pp.24-41. Reprinted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L. Samovar & R. 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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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적인 움직임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실제적인 삶에서 형성되며, 사회화와 문화

적응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적인 사람은 사람이 가지

는 문화의 한 부분도 그 문화를 제외하는 것도 아닌, 그 경계선에 산다.

위에서 논의한 문화 정체성은 우리 자신의 사회적 그룹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고

다른 문화들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14) 즉 애들러의 관

점과 제3문화 아이들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다중정체성을 가진

아이들이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 만나면서 문화 정체성의 상호문화적 관계

를 맺는다. 따라서 제3문화 아이들이 가지는 언어적, 문화적 배경의 다양성과 이로

인한 모호한 정체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적 변화와 과정을 살펴보아

야 한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서의 모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등

언어적 배경과 제3문화로서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 그리고 가족의 구성, 가정환경

등에 따른 현재 겪는 상황에 따라 언어적,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한다.

이러한 환경은 자국 문화, 한국 문화에 대한 무지함을 유발하거나 이질성을 느끼게

하여 편견을 가지게 하기 쉽고, 문화적 불균형을 가져오거나 지나치게 유연한 상호

문화적 태도를 갖게 한다. 이는 제3문화 아이들로서 겪는 시련 또는 도전에 대한

경험이며, 이러한 학습자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겪는 상황에 중점을 둔 교육

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이 연구 대상인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특수

성을 반영한다고 보고 제3문화 아이들의 문화 적응과 정체성 형성에 대한 교육적

처치로서 상호문화교육을 상정하고자 한다. 또한 학습자의 언어 문화적 다양성과

현재 겪는 상황에서 제3문화 정체성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Ed.), 1976, pp.362-378.

Retrieved from https://www.mediate.com/articles/adler3.cfm
14) Y. Y. Kim, Beyond Cultural Identit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4(1), 1994,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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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문화교육의 개념

문화는 인간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해석하고 행동을 이끌어 가는 데 핵심 요소

가 되며, 이러한 행동이 일어나는 형태와 실제로 일어나는 사회적 관계의 망

(network)은 사회적 구조이다.15) 또한 홀(E. Hall)은 문화는 의사소통 형태의 총체

라고 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중에서’의 측면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16) 따라서 사회구성원은 언어적 측면과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측면을 통

해 사회적 체계로부터 형성되는 상징, 가치, 행동 등을 자각하지 못하면서 표현한

다고 할 수 있다. 구성원들이 의사소통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화 간 상호작용이 일

어나므로 외국어교육에서 ‘상호문화적 소통(intercultural communication)’은 문화교

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상호문화교육은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다.

유네스코의 상호문화교육 지침서(UNESCO Guide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

에 따르면 상호문화성은 “다양한 문화들의 존재와 공정한 상호작용, 대화, 상호존

중을 통해 공유된 문화적 표현을 만들어내는 가능성”이라 정의한다.17) 이와 관련하

여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상호문화적 대

화(intercultural dialogue)를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민족, 문화, 종교,

언어적 배경을 가진 개인, 집단 사이에서 열려있고 존중하는 관점의 교환으로 이

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18) 즉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각 문화

간 접촉 가운데 상호문화적 대화를 통해 상이한 문화들이 공감하는 공간을 형성하

는 현상을 말한다. 압달라-프렛세이는 상호문화성을 “상호교류의 관계 속에서, 그

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존중이라는 관점 속에서 문화의 상호작용

에 의해 이루어진 일련의-심리적, 관계적, 집단적, 제도적-과정”이라고 하였다.19)

15) C. Geertz,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selected essays, Basic Books, 1973,
pp.144-145.

16) E. T. Hall, The silent language, Doubleday & Company, Inc., 1959, pp.28-29.
17) UNESCO, UNESCO Guidelines on Intercultural Education, 2006, p.17.
Retrieved from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47878?posInSet=8&queryId
=c9614dfb-63c8-4651-94f1-64644f9f90a1

18) Council of Europe & European Union, Guidelines for intercultural dialogue in
non-formal learning/education activities, 2014.
Retrieved from https://pjp-eu.coe.int/en/web/youth-partnership/icd-guidelines

19) J. Kerzil & G. Vinsonneau, (L’) interculturel: principes et realites a l’ecole, 장한업



- 22 -

이러한 개념 규정은 상이한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의 만남과 소통, 즉 상호작용 가

운데 문화적 정체성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와 관점을 같이 한다.

상호문화적 접근방식은 다양성, 개별성, 보편성이라는 세 가지 개념에 기초하여

질문의 유연성, 담화의 역동성을 강조한다. 타인과의 담화를 통해 인식하는 상호주

관적인 관점을 가진 주체20)는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문화성을 길러나간

다. 상호문화주의의 목적은 타인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만남을 배

우는 것이다. 이는 타인을 특수한 존재이면서 보편적인 존재로 인정하는 태도를 전

제로 한다. 결국 상호문화적 접근방식이란 상호작용을 기본 전제로 하되 타인의 문

화보다 타인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이다.

따라서 상호문화적인 관점에서 볼 때 타인이 가지는 문화적 다양성, 개인과 개인

의 상호교류 관계와 상호작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타인이 개별적인 주체로서 문화적 의미를 갖추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과 이질성

을 만남을 통해 체험한다는 것이다. 말(Mall)에 따르면 이 만남은 문화적 자기 확

인(Selbstvergewisserung)으로 자기 확인의 정도에 따라 상호문화적 소통의 흐름이

달라진다. 상호소통이 방해되거나 희석될 경우 문화적 차이가 고려되지 못하고 문

화의 혼합에 그치며 문화적 정체성의 발견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 영역과 특정 문

화의 중첩적 영역에서 이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문화의 해석학은 “존재하는 겹침(Überlappung)[현상]에서부터 출발”하는 관

점을 주장하며 상호문화적 시각으로부터 나온 모든 문화적 자기 확인은 이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정체성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 영역에서 발견해야 하며 그

후에 특정한 타문화의 범위를 벗어나 중첩적인 영역에서 재발견이 이루어진다. 그

리고 동일성 이론의 관용적이고 열린 관점에서 자기 확인이 가능하며 이때 ‘다양한

동일성 중심들이 서로 섞이는’ 현상, 즉 상호문화적 자기 확인을 경험하게 되는 것

옮김, 『상호문화: 학교의 원칙과 현실』, 교육과학사, 2013, p.61.
20)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타자에 의해 지배적으로 의존하여 존재하는 존재로서의 근대적

주체의 관점을 비판하고(김원식, 2002), 거기에서 벗어나 타자로서의 주체와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적인 존재로 발전하고 이 과정에서 조정, 협의하면서 보편성을 찾아가는 과정

이 상호문화성을 구성해 나간다는 관점에 가깝다(장한업, 2016).

김원식, 「근대적 ‘주체’개념의 비판과 재구성: 주체의 자기 관계 상호 주관성」, 『해석

학 연구』 9, 한국해석학회, 2002, p.201.; 장한업, 「상호문화교육의 철학적 기반에 대한
고찰: 상호주관성과 상호문화성을 중심으로」, 『교육의 이론과 실천』 21(2), 한독교육

학회, 2016,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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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21)

자신의 문화적 의식, 차이, 정체성은 타자와 타자가 가지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상호문화적 자기 확인의 경험, ‘겹침’을 통해 일어난다. 겹침, 즉 중첩의 개념은 문

화적 맥락에서 실현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기반은 경험이라는 점에서 타

자와의 대화, 문화적 소통의 과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첩의 영역에서

자문화와 비교하고 차이를 좁혀가며 상호문화적 자기 인식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호문화교육의 철학적 기반이 되는 상호문화성

과 상호문화성에서 말이 주장하는 ‘겹침’의 개념이 상호문화철학의 실천적인 측면

으로서 상호문화교육에서 어떠한 지향점을 가지는지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호문화성과 상호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한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그들 주변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편견을 줄이고, 이들이

인종주의, 차별, 문화적 불평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며, 민족중심주의에서 벗

어나 교류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22) 또한 상호문화교육은 문화들 간의 만남

에서 문화적 주체가 가지고 있는 이질성을 인지하고 상호작용을 통해 주체가 갖추

어야 할 능력, 즉 상호문화적 능력(intercultural competence)23)을 지향해야 한다.

주체이론적 관점에서의 상호문화교육은 주체와 타자 사이를 ‘틈새’라 하고 이 공

간에서 주체가 본래 알고 있는 것과 낯선 것의 사이에서 접촉하면서 ‘같음’과 ‘다

21) 상호문화 철학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이

해하는 동시에 타자의 존재를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함을 인식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 자

신 안에 있는 상호(문화)성을 통해 자신과 타자를 대하게 된다.

C. Bickmann & R. A. Mall, et al., 김정현 엮음, 『상호문화 철학의 논리와 실천』, 시

와 진실, 2010, pp.8-111.
22) 장한업, 『이제는 상호문화교육이다: 다문화 사회의 교육적 대안』, 교육과학사, 2014, p.139.
23) 이와 관련해 세르큐(Sercu)는 상호문화적 능력의 구성 요소를 지식(Knowledge), 기능
(Skills/behaviour), 태도(Attitudes/traits)라고 분류하였다. 바이럼(Byram)은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능력 모델에서 개인적,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self and other), 해석하고 관련짓는 기술(skills of interpreting and
relating), 발견하고 상호작용하는 기술(skills of discovery and interaction), 자신을 상대
화하고 타인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attitudes relativising self and valuing other),
비판적 문화 인식(critical cultural awareness)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지식, 문화 학습에 대한 열린 태도,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비판적
인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는 자세를 강조하였다.
L. Sercu et al., Foreign Language Teachers and Intercultural Competence: An
Internation Investigation, Multilingual Matters, 2005, p.3.; M. Byram, Teaching and
Assessing Inter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Multilingual Matters, 1997, 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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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을 이해하고 자아 형성과 주체발달을 위한 학습이다. 즉 위에서 논의한 겹침과

같은 맥락으로 타자와의 상호문화적 관계에서의 주체에 대한 문화적 자기 확인인

것이다. 제3문화 아이들은 이와 같은 주체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문

화적 인식, 체계, 생각 등을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상

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상호문화성의 과정에서 진정한 ‘주체’

를 찾아갈 기회를 얻어야 한다.

많은 제3문화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문화적 균형과 정체성에 대한 감각을 찾

는 데서 비롯된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문화를 다르게 배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환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되기 때문에 심각한 도전이 된다.

이들은 거주환경이 바뀌면서 귀속되는 공동체에서의 문화적 가치, 관습, 행위 등의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또한 부모, 사회, 학교와 친구들은 문화적 교육과정이므

로 이들이 문화적 현상을 체험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여러 문화에 접하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 접

근하기 쉬운 환경에서 성장하고, 이로써 문화 간의 상호작용 자체에 지나치게 유연

한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태도는 중심점이 없는 무분별한 수용에 머무르기

보다 마달레나 드 카를로(Maddalena De Carlo)가 말하는 ‘자기 확신의 상대성 감

각’으로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마달레나 드 카를로는 학습자가 다른 문화에 속하

는 개념, 정의, 태도, 가치, 상황 등이 낯설어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개발하

는 것이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이며, 이의 시발점은 학생의 정체성이어야 한다24)고

하였다. 제3문화에 따른 각 학습자의 상황, 정체성,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마련

이므로, 수업에서는 각 학습자의 개별성을 중심으로 하되,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개

인의 경험을 재인식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습자가 균형적인 상호문화적 능력을 함

양하기 위해 ‘겹침’, 혹은 문화적 중첩의 영역에서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의사소통

및 상호문화이해 능력이 문화적 자기 인식과 문화 적응과정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

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론을 토대로 상이한 문화 속에서 문화 간의 상호

작용을 강조하고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의 능동적인 대화를 통해 타문화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상호이해를 넘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학습자가 상호문화

24) M. De Carlo, L’interculturel, 장한업 옮김, 『상호문화 이해하기』, 한울 아카데미,

2011, p.55.



- 25 -

적 소통능력을 높이고 주체적인 제3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

고자 한다.

2. 외국인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원리

이 절에서는 외국인학교 청소년이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문화 수업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자국 문화가 아닌 또 다른 문화에 적응하고 제3문화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상호문화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를 인식하고

타문화와의 차이를 이해하며 비판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체적이고

실천적인 태도를 신장하는 상호문화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교

육적 접근법으로서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이 학습자가 실제적 맥락에서 타자와

소통하고 자국 문화에 대해 재적응하며 타문화와의 실천적 행위를 통해 균형적인

상호문화적 관점과 주체적인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여 궁극적으로 자아 이해로 이

어지는 데에 적절한 방안이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경험과

한국 문화 간의 간극이 제3문화 아이들에게 미치는 문화적 반응을 살펴보고 다른

학습자의 문화, 즉 타문화와 그리고 한국 문화와 접촉하면서 충격에서 벗어나 학습

자가 문화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문화 적응 이론과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한업에

서 제시한 상호문화교육의 단계인, ‘자문화 인식’, ‘타문화 발견’, ‘양문화 비교’, ‘타

문화 관용’,25) 애들러(Adler)의 과도기 경험에 따른 문화 반응의 과정,26) 존 듀이

(John Dewey)의 구성주의 관점에 기반한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이론27) 등을 토대

25) S. Martineau, Quelzues Principes Pour intervenir dans l’esprit de l’eduction
interculturelle, 장한업 옮김, 위의 책, 2015, pp.154-156.

26) Adler(1975), Pollock & Van Reken(2001)

N. J. Adler, The Transitional Experience: An Alternative View of Culture Shock, J .
Humanistic Psychology 15(4), 1975.

27) J. S. Krajcik & P. C. Blumenfeld, Project-Based Learning, in R. K. Sawyer (Ed.),
The Cambridge Handbook of the Learning Scienc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3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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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3문화 아이들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원리를 ‘이(異)문화 경험을 통한 타자의

발견’, ‘문화 간 차이에 대한 인식’,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주체적 태도 형성’으로 구

조화하고자 한다.

(1) 이(異)문화 경험을 통한 타자의 발견

외국인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은 학습자가 귀국 이후 자신이 속한 한

국 사회의 문화를 먼저 인식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해외에서 거주한 학습자는

제3문화를 가지고 한국 사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국 문화(home

culture)에 대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 현상일지 모른다. 재입국(re-entry)

은 재사회화(re-socialization)와 재적응(re-acculturation)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검토

되어왔고, 체류자(sojourner)가 집으로 돌아옴에 따라 겪는 적응의 어려움은 처음으

로 해외에 적응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외국인학교 학습자가 해외에서

겪은 경험과 한국에 입국하여 겪은 경험의 상이성에서 기인한다. 문화적 경험에서

오는 인식과 이해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학습자가 자아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혼

란을 겪는 것이다.

해외 생활의 경험으로 인해 학습자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학습자는 이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귀국한 학습자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하

는 원인은 자국에 있는 친구들, 가족, 동료들은 학습자의 새롭고 다른 변화를 기대

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다시 체류경험에 대한 관심의 부족에서 비롯된다.28) 또

한 제3문화 아이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행동을 변화하는 문화적 카멜레온(cultural

chameleon)이기 때문에 진정한 문화적 균형을 확립하기 쉽지 않다.29) 이러한 다문

화적 영향으로부터 자신의 가치체계를 찾는 과정에서 혼란을 느끼며 자신이 실제

누구인지 모른다. 즉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적 경험이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다. 해외에서의 문화 또한 학습자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문화의 가치와 방식을 받아들여 이를 기반으로 타자

와 타문화를 바라보게 된다.

28) N. M. Sussman, Re-entry research and training: Methods and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 1986, p.236.

29) D. C. Pollock & R. E. Van Reken, 위의 책, 2001,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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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말하면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자신이 경험했던 제3문화의 기준으로 변화한

한국 문화30)와 타자의 제3문화, 즉 또 다른 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어려서부

터 해외에 거주하며 살아온 타문화의 문화적 가치체계와 한국 문화를 가진 부모님

의 한국 문화체계가 맞물려 내면화되어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로 인해 한 곳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현상도 자신이 겪어왔던 문화적 틀을 가지고

그 현상을 바라보며 자신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게 된다. 학습자는 해외 경험을 통

해 독특한 문화, 가치, 사고방식과 지식을 형성하여 다른 문화를 가진 학습자와 만

나면서 자신의 문화로부터 격리하여 새로운 환경, 타문화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학습자의 경험으로부터 기인하는 문화에 대한 재인식, 그 인식이 자신의 이해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깊이 있는 이해는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과 상호작용에 따른

의미를 적극적으로 구성할 때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해의 발전은 학습자가 새로운

경험과 아이디어, 그리고 이전의 지식과 경험에서 얻은 앎을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31) 즉 학습자는 자신이 해외에서 겪었던 경험과 한국에서 겪는

또 다른 경험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에서 타자와 교류하면서 타자

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이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 학습자는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활용한 상

호문화교육을 통해 타문화와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상호작용하는 교실의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타자 및 타문화와 관계를 맺는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거주했던 나라

의 문화, 이문화에서의 경험과 소통하면서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

서 타자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타자를 발견하게 된다.

30) 체류자는 이국의 환경에서 재사회화의 결과로서 그의 새로운 사회적 체계에 맞게 기대

하는 양식을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국 문화에서 벗어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J. T. Gullahorn & J. E. Gullahorn, An Extension of the U-Curve Hypothesis, Journal
of Social Issues 19(3), 1963, p.39.

31) J. S. Krajcik & P. C. Blumenfeld, 위의 책, 2006, pp.318-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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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 간 차이에 대한 인식

학습자는 자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동질성과 이질성을 동시에 인식

하고 다중문화의 현상 속에서 문화에 지나치게 유연한 태도를 지니며, 자신의 존재

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 문화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고 그들

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 태도, 사고방식 등을 돌아보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상호문화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문화충격의 경험은 학습자 내면화의 갈등과 정체성

의 혼란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문화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태도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타문화 경험을 통해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여 상호문화적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활용한 문화 수업을 통해 학습자가 자신

이 겪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실제성을 지닌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적용하게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활동이 각 문화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확립함으로써 문화 간 차이를 인식하여 문화충격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단

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3문화 아이들의 입장에서 겪는 문화 적응 경험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의 과도기 경험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거주 장소를 옮기면서 문화

또한 변하는데 이러한 경험이 강한 영향을 주게 되면 과도기에 형성되는 평범한

스트레스보다 더한 문제를 일으키면서 문화충격을 야기한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제3문화 아이들도 과도기 단계를 거치면서 문화적 풍요를 찾지만 육체적·정서적

편안함, 관여의 안정감을 알지 못한 채로 떠나고 다시 진입하며 또다시 떠나는 단

계에서 겪는 추가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애들러는 과도기적 경험은 자신에 대한 인식과 문화적 인식이 낮은 상태에서 높

은 상태로의 이동(movement)이라고 하였다. 이 경험을 통해 문화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문화의 뿌리에 대해 이해하며 문화충격 경험에서 학습, 자기

인식, 개인 성장이 일어난다. 또한 대인관계와 사회적, 민족적, 국가적, 문화적 장벽

간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교류 경험의 힘, 문제, 영향에 대한 새로

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문화충격은 전통적으로 평소에 인지되고 이해된 신

호(sign)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상징의 오해로부터 야기되는 불안의 형태로

여겨져 왔는데, 주로 자문화로부터 지각의 상실, 새로운 문화적 정서 반응의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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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새롭고 다양한 경험의 오해에 대한 정서 반응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충격은 부정

적인 결과와 관련되기도 하지만 문화 학습, 자기 개발, 개인 성장의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32)

이러한 문화충격은 제3문화 아이들이 이행(transition)과 다른 문화권으로 진입

(entering)하는 과정에서33) 경험하는 문화접촉(culture bump)34)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개인은 문화접촉을 통해 자기반성적 분석을 함으로써 문화적 상황으로

부터 안심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적 기준, 기대, 추측 또한 알아내는 과

정을 거친다.35) 따라서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상호문화교육은 학습자가 프로젝트 활

동을 수행하면서 자신과 타자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쉽게 볼 수 있고 더

넓은 범위의 상황 속에서 문화적 맥락의 이해를 의미화할 수 있는 학습과정이다.36)

이러한 학습과정 속에서 학습자는 문화충격 과정을 외국인학교의 구성원이자, 프로

젝트 참여자, 다양한 경험을 해 온 한 인간으로서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며 새로운 이해를 형성하는 사회적 실천으로 행한다고 볼 수 있다.37)

학습자는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상호문화교육을 통해 자신이 속해 있다고 생각하

는 제3문화와 타자의 또 다른 제3문화의 상호소통을 통해 문화충격을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여 이질성에 대해 이해와 분석, 해석한다.

이는 자신의 인식이 변화하고 자기 성장을 느끼는 과정적인 단계이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과도하게 유연한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균형감 있는 상호문화적 능력을

형성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문화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체

계를 문화 간 상호소통으로 자신을 타자와 타문화에 빗대어 바라보고 성찰하는 기

32) N. J Adler, 위의 글, 1975, pp.13-71.
33) D. C. Pollock et al., 위의 책, 2017, pp.246-263.
34) 문화접촉은 한 문화에 속해 있는 한 개인이 다른 문화의 사람과 교류할 때 어렵고 이

상하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느끼는 현상이다.

C. M. Archer, Culture bump and beyond, in J. M. Valdes (Ed.), Culture bound:
bridging the cultural gap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pp.170-171.

35) C. M. Archer & S. C. Nickson, The role of culture bump in developing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internationalizing psychology education, Psychology
Learning and Teaching 11, 2012, p.336.

36) J. S. Krajcik & P. C. Blumenfeld, 위의 책, 2006, p.319.
37) J. Lave & E. Wenger,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p.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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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가지는데, 이는 문화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타자와

상호소통하면서 자신처럼 힘들었던 경험이나 어려움을 겪은 공통점을 발견하여 공

감하는 과정에서 타자를 향한 편견을 조정함으로써 충격에 대한 혼란을 극복하려

고 한다. 이때 학습자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문화 적응과정과 자기 인

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3)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주체적 태도 형성

학습자는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실천으로서 타자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상호

문화적 태도를 형성한다. 따라서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와 공동의 활동에 참여하면

서 타자를 경험하고 타자와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여는 세상과의 소통과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행위가 핵심적인 요소인데 여기서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참여의 중요한 요인은 상호소통의 유무이다. 즉 상호소통이

있다는 것은 서로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인정한다는 뜻이다.38) 따라서 학습자는 프

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을 통해 공동체에서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 타자와

의 소통에서 이질성과 개별성을 인지하고 문화충격을 경험한다. 이러한 문화 간 상

호작용 과정에서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주체적인 상호문화적 태도와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학습자는 문화충격의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발견하고 타문화와의

소통 과정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문화적 관점에 빗대어

타인의 문화적 가치체계, 사고방식 등을 존중한다. 아처(C. Archer)는 문화접촉을

통한 자기반성39)은 문화 상대주의의 인식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의

38) E. Wenger, Communities of Practice, 손민호·배을규 역, 『실천공동체』, 학지사, 2007,
pp.96-97.

39) 아처는 자기반성적 과정을 구성하는 문화접촉(culture bump) 단계를 7단계로 설명하였다.

1. 문화접촉을 정확히 찾아내기(pinpointing the culture bump)

2. 나 자신과 타자의 행동을 작성하기(listing one’s own and the Other’s behaviour)

3. 문화접촉의 사건에 따른 감정을 알아보기(identifying one’s emotions regarding

the culture bump incident)

4. 사건에 암시된 일반적인 상황을 추론하기(extrapolating the universal situation
implicit in the incident)

5. 그 상황에 대한 행동적인 면에서의 예상을 설명하기(describing in behavior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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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다루기 위한 다양한 패턴을 지속적으로 찾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는 압달

라-프렛세이가 말하는 차이점(differences) 학습과 연관되는데, 기초를 이루는 보편

성을 향한 특이성을 끌어내는 대상, 반영된 생각을 피하는 것은 상호문화적 분석으

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차별하는 태도와 보편성을 재구성하는 생각의 과정 사이에

서 대안이 되게 함으로써 작동40)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바와 방향성을 같이한다.41)

이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말하고 의식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차이점의 관

점이 아니라 다양성의 관점에서 열리고 조심성 있게 배우는 것이며 다름

(otherness)의 인식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42) 즉 문화접촉은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

다양성의 관점에서 타문화 간의 관련성을 발견하고 상호문화적 관계를 심화시키도

록 하는 자기반성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문화적 정체성

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이 이러한 문화 간 차이와 문화충격에서 상호문화적 인식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와 참여가 중요한데, 바로 이 관계 맺기와 참여가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활용한 문화 수업에서 활성화될 수 있다. 프로젝트 기반학습

의 수업은 교사, 학습자,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상황적인 활동을 수행하면서 공유

된 이해를 구성하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준다.43) 학습자는

타자와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적 이해를 발전시키고 상호문

화적 관점에서 인식을 조정한다.

더 나아가 타자와 타문화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관계44)를 형성하여 다른 문화의

one’s expectations for that situation)

6. 충족하는 예상의 의미를 반영하고 추론하기(reflecting and extrapolating the

meaning of having one’s expectations met)
7. 삶에서 그 의미를 어떻게 경험하는지에 대해 타자와 대화하기(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 Other about how one experiences that meaning in one’s life)
40) M. Abdallah-Pretceille, Interculturalism as a paradigm for thinking about diversity,

Intercultural Education 17(5), 2006, p.478.
41) C. M. Archer & S. C. Nickson, 위의 글, 2012, p.336.
42) M. Abdallah-Pretceille, 위의 글, 2006, pp.477-478.
43) P. C. Blumenfeld et al., Learning with Peers: From small group cooperation to
collaborative communities, Educational Researcher 25(8), 1996, pp.37-40.

44) 문화 발전 단계 중 기능적 접근에 따르면 타자와의 거리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서로 열려있는 상태에서 타자를 칭하고, 타자 또는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 정
체성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C. A. van Peursen, Cultuur in stroomversnelling, 강영안 옮김, 『급변하는 흐름 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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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고 자신과 다른 그 차이를 인정하여 타자 그 자체를

받아들이게 된다. 즉 상호문화적 관점이란 학습자가 다양한 문화들의 실존을 인정

하고 그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중으로 대하며 만남과 대화, 상호소통으로 타문화와

타자와 관계를 맺는 상호작용을 통해 상이한 문화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상호문화교육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태도는 인간의 지식,

기술, 태도에 의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상호문화적 교류와 상호작용을 하고 조정

하며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문화적 인식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곧 상호문화교육에

서 중요시하는 문화 간의 만남, 상호작용, 그리고 관계 형성으로서 이러한 교육이

실현된다면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문화적 주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외국인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의의

(1) 경험의 의미화를 활용한 문화 이해

학습자는 타문화권에 살면서 그 문화권의 사회구성원이 지니는 문화적 의식, 사

고, 행동, 관습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일상생활에서 타문화를 경험하는 청소년기의

학습자는 어릴 때부터 노출된 문화적 환경과 타문화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아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가치를 내면화한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암시적으로 이 가

치들을 배운다. 사회구성원들 사이 또는 사회적 그룹 내에서 존재하는 가치들의 기

준은 다수에 의해 정해진 규범과 이념 및 실용적인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 문

화적 상징과 의식은 외부인은 볼 수 없으며 문화권의 사람들의 관행(practices)에

의한 해석을 통해 문화적 의미를 추론해볼 수 있다.45) 즉 학습자가 타문화를 이해

하는 과정은 타문화의 상징, 의식, 가치 등을 관행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때 생활

세계 속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 경험을 의미화하면서 타문화를 바라보고 자신의 문화에

따른 기준을 세워 해석하게 된다. 문화적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타문화권의 사회에

대한 이해, 사회의 구조, 규칙 등 사회문화적인 현실을 포함한 문화적 지식이 확립

문화』, 서광사, 1994, p.128.
45) G. Hofstede,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McGraw-Hill Book
Company, 1991,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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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자신의 문화적 특징을 인식하고 타자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현상학에서

의 문화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사회적 실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해야

하는 경험’이라 하였다.46) 이는 타자와 소통함으로써 문화적 영역을 넓히고 이 경

험에 대한 가치를 형성하며 문화에 대해 해석을 하면서 자신의 문화적 관점을 조

정할 기회를 얻는다.

타문화와의 만남은 상호문화적 소통이며, 학습자는 경험적 측면에서 타문화에 대

한 동일성과 이질성을 느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문화충격을 받기도 하고 자신의

이전 경험과 비교하여 해석하기도 한다. 여기서 타문화의 낯섦과 다름에 대한 경험

은 학습자에게 새로운 경험으로 인지되고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른 태도

는 학습자가 결정하게 된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제3문화의 경험을 통해 타자를 인식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

질성을 느끼며, 이 경험에 비추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사고, 가치관, 행동

등을 타문화와 비교하고 분석해보는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려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문화적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성찰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문화적 주체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2) 능동적 소통을 통한 자기 인식 조정

상호문화교육에서의 ‘소통’은 나 자신과의 소통 그리고 타자와의 소통을 포함하

고 동등한 위치의 개인과 개인이 접촉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적 상호작용

을 의미한다. 문화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언어와 가치관, 행동, 규범 등 다른 형

태로 구성되는 사회적, 구조적 현상이다. ‘접촉’은 타자 또는 타문화의 낯섦에 접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해하기 위한 판단, 즉 낯섦을 지각하고 나에 대해 지각하는 성

찰적이고 적극적인 접근 방법이다.47) 즉 학습자는 문화 간 접촉을 통해 타자의 문

화적 관점을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신과 자신 스스로

가 바라보는 ‘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서 자기 이해를 하게 된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경우 해외 경험 후 한국으로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소통은

46) M. Abdallah-Pretceille, (L’)éducation interculturelle, 장한업 옮김, 『유럽의 상호문화

교육: 다문화 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대안』, 한울, 2010, pp.72-73.
47) A. Holzbrecher, Interkulturelle Padagogik, 정기섭 외, 『상호문화교육의 이해: 교사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북코리아, 2014,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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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적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3문화 아이들로서 과도기적 경험을 하고

문화충격을 받기도 하며 타자와의 상호소통은 문화 간의 교류를 증진하면서 자기

인식과 개인 성장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면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기

도 하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정서적 불안감, 스트레스, 소외감을 경험하기

도 하고 문화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담화를 통해 학습자

가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선입견, 고정관념 등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타자와의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타

자를 타자 그 자체로 수용하고 인정하여 타자와의 관계로 자아를 바라보는 시각과

다양한 문화적 시각을 확립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48)

학습자는 수업 시간에 접하는 문화 요소 또는 내용을 포함한 작품이나 자료와의

만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른 학습자와의 만남 등을 통해 내적으로나 외

적으로 내면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인식을 조정한다. 수업 시간에서의 프로

젝트 활동과 토론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면적인 교류와 외적인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만남을 통해 학습자 자신의 문화적 인식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가진다.

(3) 문화적 주체로서 비판적 문화 인식의 활성화

타자와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 간 차이로 인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문화충

격으로 인한 사회적, 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타문

화에 대한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인지하고 타자와의 틈새 공간 또는 사이영역에

서 나의 문화뿐만 아니라 타문화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상호문화적 관계를 형성하

는 문화적 주체로서 자아를 구현할 수 있다. 학습자가 주체로서 타문화의 낯섦을

이해하는 것과 자아를 인식하는 것은 교육의 실천과 학습자 자신과 타자를 일상생

활, 즉 사회적 맥락에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49)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제3문화에서의 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

는 문화와 타문화와의 소통을 통해 문화에 대한 기준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기준으

로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는 비판적 문화 인식을 형성하도록 노

48) M. De Carlo, L’interculturel, 장한업 옮김, 위의 책, 2011, pp.113-114.
49) A. Holzbrecher, Interkulturelle Padagogik, 정기섭 외 옮김, 위의 책, 2014,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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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해야 한다. 학습자는 자문화와 타문화의 사이영역에서 ‘제3의 장소(third place)’

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거리를 확보하며 문화에 참여하는 태도

를 가지게 된다.50) 따라서 학습자가 제3의 장소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

정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학습자가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할 수 있는 인식이 생긴다는 것은 문

화적 주체로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

다. 즉 문화를 해석할 때 타문화에 대한 인식이 편파적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

던 오해, 편견, 고정관념 등에 얽매이지 않도록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해외에 거주했을 때의 문화와 한국으로 재입국하면서 경험

하는 한국 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문화적 위치에 대한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타자

의 시선에 의해 힘들어하기도 한다. 수업 시간에 학습자들이 이러한 경험에 대한

혼란을 다른 학습자와 교류하면서 나를 발견하고 주체로서 해야 할 역할을 확립해

갈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학습자들이 문화 인식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0) C. Kramsch, Context and Culture in Language Teaching,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p.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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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프로젝트 기반 상호문화교육

의 실제

1. 조사 설계

본 연구는 외국인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기반하여 관념문

화에 대한 수업을 통해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상

호문화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주체적인 제3문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사를 설계하였다. 조사는 교육 현장에서 문화 수업을 실행하

고 학습자의 수업 자료, 텍스트, 심층 면담, 녹음 등의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이루

어졌다.

(1) 문화 요소 선정

먼저 문화교육에서의 문화 요소와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실행적인 관점에서 상

호문화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라는 영역은 광범

위하고 한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우며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다. 토말린과 스템

플레스키(Tomalin & Stempleski)는 문화를 역사, 지리, 제도, 문학, 미술, 음악, 생

활 방식을 대문화(Big C), 성취문화와 소문화(little c), 행위문화로 나누어 정리하였

다. 그 중 소문화(little c)를 문화적 영향, 언어와 문화적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믿

음과 인식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켰다. 그리고 소문화(little c)를 산물(문학, 민속,

미술, 음악, 가공품), 관념(신념, 가치관, 제도), 행위(관습, 습관, 옷, 음식, 여가)로

나누었다.1) 여기서 모란은 문화를 산물(Products), 실행(Practices), 관점

(Perspectives), 공동체(Communities), 개인(Persons)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토

말린과 스템플레스키에 따르면 문화를 정의하는 한 방법은 가치, 믿음, 태도 등 내

포된 문화적 상정에 의해서이다.2) 가치와 태도는 당연시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탐

구함으로써 학습자는 목표문화와 다른 문화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포함하는 자신

1) B. Tomalin & S. Stempleski, Cultural awareness,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7.
2) P. R. Moran,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Practice, Heinle, 2001, pp.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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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적 상정을 인식하고 탐구하게 된다고 하였다.3)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모란

은 우리는 인식, 가치, 태도, 삶의 방법을 지배하는 믿음을 명명하고 이해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며, 언어를 통해 암묵적인 관점을 분명하게 만든다고 하였다.4) 따라

서 토말린과 스템플레스키의 관념문화는 모란의 관점과 대응되며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상호문화교육의 내용5)은 타인과의 만남을 중요시하고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관련된 모든 주제와 관련되는데, 그 가운데 중심적인 범주는 민족중

심주의(ethnocentrisme), 이국적 취향(exotisme), 범주화(catégorisation), 고정관념

(stéréotype), 선입견(préjuge)이다.6) 이와 같은 관념문화의 영역을 적용하면 상호문

화성의 관점을 실현하고자 하는 상호문화교육에서는 타인과 타문화와의 만남을 통

해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등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

고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이 구성하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의 영역에서 관념문화를 상정하여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통해 상호문화교육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조사 수업의 절차 및 교수·학습 내용

본 연구는 문화적 요소 중 관념문화를 상정하여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통해 외국

인학교 청소년의 상호문화적 반응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상호문화교육에서의

효과적인 교수-학습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외국인학교의 한국어 수업

3) B. Tomalin & S. Stempleski, 위의 책, 1993, p.121.
4) P. R. Moran, 위의 책, 2001, p.37.
5) 장한업(2009)은 한국에 사는 이민자 또는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이 집단의 차이보다는 개인의 차원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많고, 다문화 문제는 교

육적 영역에서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에 좀 더 가깝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를 이해
하는 것보다는 문화들 간의 만남(recontre)을 강조하며, 이질성(altérité), 표상

(représentations), 편견(préjuge), 고정관념(stéréotype), 정체성(identité) 등이 상호문화교

육의 주제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평등, 정의, 민주주의와

같은 주제보다는 이질성, 편견, 정체성 문제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장한업, 「프랑스의 상호문화교육과 미국의 다문화교육의 비교연구」, 『프랑스어문교

육』 32,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9, pp.116-117.
6) S. Martineau, Quelzues Principes Pour intervenir dans l’esprit de l’eduction
interculturelle, 장한업 옮김, 위의 책, 2015, p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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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문화 수업을 실행하고 주체적인 제3문화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적응과 함

께 균형적인 상호문화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들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거주하고 그 나라의 사람, 공동체, 사회에서 경험했던 문화들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인 사고, 가치관, 행동 등을 지니고 있다. 이 학습자들을 위해서는 성취문화, 행

동문화, 관념문화 중 가치관, 민족성, 정서 등이 포함된 관념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 정서 등 정신적 활동에 관련된 문화, 즉 문화 정체성의 습득, 문화적 차이

에 대한 이해, 경험 및 태도를 중시하는 문화교육의 관점7)을 두어 주체적인 제3문

화를 가지는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실천하는 상호문화능력을 지향해야 한다. 따라

서 학습자가 행위자이자 관찰자로서 외국인학교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개별적 차원에서 자신과의 접촉, 협동적 차원에서 그룹 내에서 타자와의

접촉, 그룹과 그룹 사이의 접촉을 통해 이론적으로 학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문화 능력 신장과 더불어 나와 타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활동, 즉 프로

젝트 기반학습이 이를 학습자 중심의 실천적인 교수-학습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프로젝트 기반학습은 교사로부터의 일방적인 학습(teacher-oriented)을 통한 전통

적인 학습 과정과는 정반대되는 전형적인 학습자 중심(student-centered)의 학습

과정이다. 프로젝트 학습(project work)은 언어의 공부와 언어의 사용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교실에서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확대해주며, 학습자가 스스로

자발적인 학습 동기로 인해 프로젝트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언어를 배우게 된다. 여

기서 교사는 학습자와 함께 진행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또는 상담자 역할을

한다(teacher acting as co-ordinator and facilitator or consultant).8)

스톡턴(Stockton)은 근대 교육의 원칙들과 프로젝트 학습법의 관계성을 보여주었

다. ‘과목(subjects)’은 사회생활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요소로부터의 가르침이

다. 그리고 존 듀이(John Dewey)의 ‘실천을 통한 배움(learning to do by doing)’은

프로젝트 학습의 근본적인 요소로, 학교와 실생활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준다.9) 크라

직과 블루멘펠드(Krajcik & Blumenfeld)에 따르면 존 듀이는 학생들이 실제적인

7) 윤여탁, 위의 책, 2013, p.163.
8) D. L. Fried-Booth, Project W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7.
9) J. L. Stockton, Project Work in Educati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20,
pp.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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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연관 지어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과제나 문제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킨다고

했다.10) 이 과정에서 특히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한 끊임없는 탐구를 중요시하였다.

듀이는 철학의 근본적인 통합을 실제적인 경험의 과정과 교육 간의 긴밀하고 필

요한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경험의 필요성이나 활동보다는 경험의

질(quality of the experience)을 강조하면서 교육적 경험의 철학, 즉 경험 내에서,

경험에 의한, 그리고 경험을 위한 교육에서 경험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

다고 보았다. 교육을 삶과 경험의 관점에서 볼 때 경험의 근본적인 구성은 상호작

용과 지속성을 중점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과정이다.11) 따라서 듀이의 교육적 목표

는 사람의 경험과 그들이 사는 사회적 상태로부터 야기되는 끊임없는 변화를 통한

인간에 대한 이해와 필연적으로 관련된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사회적 삶의 지속과

향상이며 여기서 사회적인 세계의 생산적인 경험을 하여 사람을 성장시킨다.12)

듀이가 말하는 경험의 본질은 학습자가 처한 사회적 환경 또는 상황에서의 상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되, 전에 겪었던 경험과 후에 겪을 경험이 상호 연관되면서 재구성

된다. 이는 실천하면서 배우는 것을 강조하는 듀이의 관점이자 구성주의의 관점이

며, 이에 따르면 학습자는 계속 새로운 경험과 발상으로부터 경험을 재구성하는 주

체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의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스스

로 답을 찾아가면서 자신만의 지식을 구성하는데, 이러한 적극적인 탐구 과정을 통

해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진다. 프로젝트 기반학습은 이처럼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의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방법이다. 프로젝트 기반학습

에서는 능동적 구성(active construction), 상황 학습(situated learning), 사회적 상

호작용(social interaction)을 탐구 과정에 기반한 학습 과정의 특성이라고 본다.13)

이러한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이론을 바탕으로 상호문화교육에서 강조하는 상호

문화성의 실천을 살펴보면 학습자는 배운 지식과 경험을 타자와 타문화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상호교류하면서 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즉 학습자는 타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배움의 과정에서 문화적 경험을 하고

10) J. S. Krajcik & P. C. Blumenfeld, 위의 책, 2006, pp.318-319.
11) J. Dewey, Experience and Education, A Touchstone Book, 1938, pp.25-60.
12) R. Pring, John Dewey: a philosopher of education for our time? , Continuum, 2007,
pp.44-49.

13) J. S. Krajcik & P. C. Blumenfeld, 위의 책, 2006, pp.31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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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습자 자신을 성찰하며 주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통한 학습은 학습자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 과정은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반응을 바탕으로 문

화적 주체로서 학습자가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주체적인 문화 정체성을 형성

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문화교육에서의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설계할 수 있다.

위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실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구성과

구체적인 수업 단계 및 모형을 살펴보았다.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 모형에 대한

연구는 외국어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주제와 수업에 따라 모형의 단계

가 다르다. 다수의 선행연구14)에서 프로젝트 수업 및 활동은 3단계 또는 4단계가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준비 단계, 프

로젝트 계획 단계, 프로젝트 수행 단계,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발표 및 평가 단계의

4단계로 설정하여 수업을 설계하였다.

<표 5>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 모형

14) 프라이드-부스(Fried-Booth)는 프로젝트 수업을 교실 안의 활동으로서 동기부여 프로
젝트 수업(Motivating Project)과 교실 밖의 활동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 수업

(Full-scale Project)으로 나누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업을 교실 내의 계획 단계

(classroom planning), 프로젝트 수행 단계(carrying out the project), 프로젝트 결과물

검토와 모니터링 단계(reviewing and monitoring the work)의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

다. 캐츠와 차드(Katz & Chard)는 프로젝트 시작하기 단계(getting projects started), 프

로젝트 과정 단계(projects in progress), 프로젝트 마무리 단계(concluding projects)의 3
단계로 구성하였다. 모우르순(Moursund)은 프로젝트 준비 단계(getting started), 프로젝

트 계획 단계(initial team activity- project planning), 프로젝트 실행 단계(project

implementation), 프로젝트 완성 단계(completion from the student‘s point of view)의 4

단계로 구성하였다.

D. L. Fried-Booth, 위의 책, 1986, p.6.; L. G. Katz & S. C. Chard, Engaging Children’s
Minds: The Project Approach (2nd ed.), Stamford, Connecticut: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2000.; D. Moursund, Project-based learning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2nd ed.),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ISTE), 2003, pp.60-62.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 단계
수업 절차 및 학습 활동

프로젝트 준비 단계

Ÿ 문화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주제 탐색을 위한 준비 활동

Ÿ 주제에 따른 프로젝트 활동의 목표와 타임라인 구성

Ÿ 그룹 형성 후 주제 선정; 관심 주제에 따른 그룹 형성
Ÿ 그룹에 따른 구성원의 역할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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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외국인학교 청소년이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문화 수업을 통해 궁극적

으로 균형적인 상호문화적 이해와 문화적 다양성을 함양하고 주체적인 문화 정체

성을 형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기반으로

한 문화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상호문화적 반응과 제3문화로서의 문화 정

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1차와 2차는 같은 시기에 실행하였고 그 한계

점을 검토하여 3차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 모형

에 따른 문화 수업의 실행은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표 6>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문화 수업 절차

     ⇓
1차와 2차의 본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에 따른 문화 반응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7학년 학습자보다는 6학년 학습자가 문화적 배경과 문화 인식에 다양한 상호

문화적 반응과 과정을 보여주어 3차 조사에는 6학년을 대상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작품

에 대한 참여자의 이해도가 낮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검증 수업에서는 작품을 통한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문화 수업 및 교수-학습 내용

1차 조사

학습자 대상: 6학년
문학작품: 이어령, 「꽉 막힌 생각, 뻥 뚫린 생각」(2009)

문화 요소: 고정관념

교수내용: 내가 가진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 내가 가진 한국(인)에 대

한 고정관념, 외국(인)이 가진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 중 하나의 주제

로 역할극을 해봄으로써 고정관념의 인식과 이에 대한 상호문화적 이해

능력 형성

2차 조사

학습자 대상: 7학년

문학작품: 오승희, 「할머니를 따라간 메주」(2000)

문화 요소: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

교수내용: 세대 차이, 문화 차이, 친구 관계, 해외 경험 등 학습자의 경험

을 바탕으로 갈등 소설 쓰기를 통해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함으로써 다른 문화와 타자의 가치관을

이해 존중하는 태도 함양

프로젝트 계획 단계

Ÿ 그룹의 주제에 따른 목표, 아이디어, 세부 사항 계획 토론

Ÿ 프로젝트 계획에 따른 자료 탐색
Ÿ 자료 수집과 분석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서 작성

프로젝트 수행 단계
Ÿ 프로젝트 계획서에 따른 내용, 준비 등 진행 및 정리

Ÿ 프로젝트 결과물 완성 및 발표 준비
프로젝트 발표 및
평가 단계

Ÿ 그룹별 결과물 발표 및 공유
Ÿ 자기 평가 및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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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설계한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문화 수업은 3차에 걸쳐 학습자에게 적용

되었다. 수업 전 해당 학습자의 부모님들에게 본 수업의 취지를 설명하는 안내 메

일을 보냈다. 그리고 수업 중 학습자의 반응, 수행 양상 및 수업 후 결과물과 평가

를 중심으로 수업을 분석하여 연구자의 수업 설계에 반영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하

였다.

먼저 예비 조사의 단순한 쓰기 과제를 통해서는 학습자가 경험했던 문화적 차이

를 바탕으로 문화 반응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그룹 면담과 그룹 토론

수업 활동을 통해 다양한 상호문화적 반응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타자와의 대

화를 통해 생각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공감을 느끼고 타자를 이해하는 태도는 보

였으나 학습자의 문화 인식이 변화하는 모습과 성찰적으로 내면화하는 반응을 살

펴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표 7>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 단계-1차 조사

15) 3차 조사인 검증 수업은 Ⅳ장 3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6) 해당 작품은 이어령(2009)의 『생각 깨우기』에 실린 작품이며, 공재동 외(2011)의 『미

수업 단계 수업 절차

프로젝트

준비 단계

https://www.youtube.com/watch?v=zASsZc2k4SM을 통해 고정관념에 대
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다음「꽉 막힌 생각, 뻥 뚫린 생각」16)의

짧은 수필을 읽고 고정관념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해본 후 작품에서 ‘내가

선택한 부분, 생각해볼 문제, 나의 생각(QSCR)’을 노트에 적어본다. 고정

관념의 의미를 파악하고 프로젝트 주제에 따른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이

해외에서 살 때 또는 해외에서 돌아온 뒤 한국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경험했던 고정관념에 대해 토론해본다.
프로젝트

계획 단계

그룹별로 ‘내가 가진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 ‘내가 가진 한국(인)에 대

한 고정관념’, ‘외국(인)이 가진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 중 하나를 선택

문화 인식보다는 다문화가족의 실제 사례를 보여주는 영상 자료를 통해 학습자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삶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활발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문화 영상 자료를 수업의 제재로 선정하였다.

3차 조사

(검증 수업)15)

학습자 대상: 6학년

문화 자료: 다문화 영상(나 홀로 외갓집에 1부와 2부)

문화 요소: 다문화, 다문화가족, 편견 또는 고정관념

교수내용: 다문화에 관한 영상을 보고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내가 가진 인식을 비교 이해함으로써 다문화가족으로서 겪는 편

견 또는 고정관념을 이해
검증 수업을 통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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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 단계-2차 조사

리보는 초등 국어 교과서 6학년』에 수록되었다. 내용은 글쓴이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정관념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읽는 이로 하여금 이러한 틀에 박힌 생각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어령, 『생각 깨우기』, 푸른숲주니어, 2009.; 공재동 외, 『미리보는 초등 국어 교과서

6학년』,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2011, pp.66-71.
17) 상호문화교육의 주체발달은 학교 내에서 타자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와의

관계 또한 중요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실제성

을 나타내주는 특징과 비슷한 관점이다. 이런 관점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공
동으로 고안하는 ‘연극작품’이 적합하다고 하였는데, 본고에서 설계하고자 하는 역할극과

일치한다. 연극무대에서 학습자는 연기자가 되어 자신이 배웠거나 사회문화적으로 몸에

밴 역할 또는 그룹으로서 만들어낸 역할로 타인이 되어 어떤 상황에 어떠한 행동을 하

는지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가능성을 관찰, 시험한다. 이 과정에서 그룹의

학습자는 서로 합의하면서 타인에 의한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

자아에 대한 고민을 한다(A. Holzbrecher, Interkulturelle Pädagogik, 정기섭 외 옮김,
위의 책, 2014, pp.135-136).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프로젝트 기반학습과 역할극 자

체가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능력을 높여준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여 이에 맞는 예를 자신이 겪었던 경험 또는 인터넷의 자료를 활용한다.

그중 하나의 예를 정하여 역할극17)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젝트
수행 단계

그룹이 정한 주제와 예를 바탕으로 역할극 내용을 요약하고 각 학습자의

역할을 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역할극의 대본을 구글 닥스(Google

docs)에 교사와 공유하면서 그룹 전체가 참여한다. 역할극 대본을 수정하

고 마무리가 된 후 필요한 준비물, 배경화면 등을 준비하고 대본을 외운

다. 결과물은 수업 시간에 각 그룹별로 발표하고 영상으로 찍는다.
프로젝트

발표 및

평가 단계

학습자가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뜻과 고정관념을 없애야 하는 이유, 이를

없애기 위해 자신이 가져야 할 마음 또는 해야 할 노력 등을 개인 글쓰기

로 제출한다. 마지막으로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진행한다.

수업 단계 수업 절차

프로젝트

준비 단계

https://www.youtube.com/watch?v=bDSBD8KH7S4을 통해 우리가 겪는

갈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다음「할머니를 따라간 메

주」18)의 짧은 소설을 읽고 QSCR을 통해 어떠한 문제로 인해 갈등이 생
기고 인물들 사이의 생각, 입장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무엇인지를 인물과

인물의 관계, 인물과 배경의 관계, 주제와 구성 요소 등을 중심으로 생각

해본다. 학습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학교 또는 이웃 간 겪었던 문화적 차

이로 인한 갈등, 해외에 살다 온 후 한국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나이

많은 분들과 겪었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지 등을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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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조사 1차와 2차 수업에서는 단순히 문화에 대한 요소 또는 지식을 제

시하기보다 문화 내용이 있는 자료나 문학작품을 제공하여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을 진행하였다. 1차 조사의 경우 예비 조사를 통해 학습자와의 래포(rapport)

형성으로 한국어교사의 도움을 받아 2차시 수업부터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

였다. 2차 조사의 경우에는 수업을 시작할 때 학습자와 처음 만나 3차시까지는 참

여자로서 수업을 관찰하면서 학습자와 래포를 형성하고 점차적으로 수업 진행의

비중을 높여갔다.

이어령의 「꽉 막힌 생각, 뻥 뚫린 생각」을 다룬 수업은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

서 고정관념의 개념과 일반적인 고정관념의 예를 보여줌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적 경험과 연계하여 자신이 가지는 타자 또는 타문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인지

18) 해당 작품은 김미영 최은영(2017)의 『국어 교과서 작품 읽기-중1 소설』에 수록되었

다. 작품의 내용은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아파트에서 메주를 만들어 달고 된장을 만
드는 모습에서 며느리와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을 주인공인 은지의 시선에서 바라

본 이야기이다.

오승희, 『할머니를 따라간 메주』, 창비, 2000.; 김미영 최은영 엮음, 『국어 교과서 작

품 읽기-중1 소설』, 창비, 2017, pp.152-171.
19)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 1차 조사와 같이 전체 토론을 통해 자신이 경험했던 문화적 가

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 또는 이와 관련된 경험을 이야기하는 시간과 프로젝트의 결과
물인 갈등이 잘 드러난 짧은 소설을 다른 그룹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동료 평가를 진행

하려고 하였으나 학교 일정으로 인해 진행하지 못하였다.

프로젝트

계획 단계

먼저 세대 차이, 문화 차이, 친구 관계, 해외 경험 등 경험을 바탕으로 그

룹 내에서 자신이 겪었던 일과 갈등을 공유하고 표현하고 싶은 갈등을 하

나의 주제로 선택한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 프로젝트의 완성본은 짧은
소설 쓰기이므로 내용, 인물 등에 대한 요소는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게

한다.

프로젝트

수행 단계

그룹이 정한 갈등의 주제와 정한 이유를 바탕으로 전체 내용을 각 부분에

맞게 요약하고 소설의 내용 속에 드러나는 등장인물의 성격, 특성 등을 간

단히 설명하도록 한다. 소설은 구글닥스에 교사와 공유하면서 그룹 전체가
참여한다. 교사는 이 단계에서 학습자의 학습활동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

며 피드백을 준다.

프로젝트

발표 및

평가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른 그룹의 소설을 읽어보는 기회를 가지고 각 그룹

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갈등과 그 갈등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토론 시간

을 가지려 하였으나 진행하지 못하여 이메일로 학습자와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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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타자와의 경험을 비교하여 상호문화적 이해능력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

다. 그러나 학습자가 고정관념이 생기는 이유와 이에 대해 일관적인 생각만 드러내

고 자신의 생활 세계와의 관계성을 찾지 못하여 문화적 지식의 습득에만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오승희의 「할머니를 따라간 메주」를 다룬 수업에서는 타자와 타문화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인지하고 이로 인해 문화적 가치관에 대한 다름을 이

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선정하였다. 한국 문화에서 전통을 추구하고자 하는

할머니의 가치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대 간, 문화 간의 차이를 학습자의 삶에서

되돌아보고 자신의 경험을 성찰할 수 있는 데에 적합한 작품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러나 학습자는 메주콩, 함지 등 용어와 할머니의 사투리, 메주를 매달아 말리는 장

면, 메주로 간장이나 된장을 만드는 장면 등 옛것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다. 이로 인해 학습자 자신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여 자신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위에서 다룬 작품들에서 문화적 지식에 따른 인식과 이해에 대한 문화적 반응과

변화 과정이 학습자의 관점에서 분명해지는 데는 한계점이 있었다. 특히 학습자가

작품에서의 인물의 상황과 자신의 상황을 연결 짓지 못하여 문화적 이해 또는 공

감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옛것에 대한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고 학습자의 실제적인 삶과 관련짓기에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었다.

2차 조사에서는 주제를 선정하고 갈등 소설의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 학습자의

주체성과 자율성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하고 싶은 갈등의 주제를 그룹 내에서 능동적으로 선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인물, 내용 등을 소설의 특징에 맞게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7학년 학습자들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친

구 관계, 학교생활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 학습자의 문화적 인식, 상호문화

이해에 대한 반응은 보기 힘들었다. 이러한 경우 수업의 목표와 교수-학습의 방법

과는 방향이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었다.

1차와 2차 조사에서는 프로젝트 활동을 2~3명의 학습자를 한 그룹으로 구성하여

먼저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학습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문화적 상황에 따른 견

해, 가치관 등과 해외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호문화성의 사이영역과 상호교류 과정에서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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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학습자가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타자의 생각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자신과 비슷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타자의 관

점에서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성찰하여 문화적 인식이 변화하는 학습자의 태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학습자들의 교류가 그룹 내에서만 활발히 일어났으

며, 자신의 그룹 외에 다른 학습자들과는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은 QSCR 토

론 시간과 수업의 마지막 단계인 프로젝트 발표 및 평가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결

과물을 공유할 때였다.

<표 9>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 단계-3차 조사20)

 

20) 3차 조사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수업이 줌(Zoom)으로 이루어져 수업에 필요한 자료는

구글 클래스룸(Google classroom)의 플랫폼을 통해 ppt, 과제 등을 안내하였다.
21) 첫 번째 비디오(http://www.ebs.co.kr/tv/show?prodId=352&lectId=10166427)인 ‘너와 내

가 만났을 때(Where are you from?)’에 대한 질문들은 [비디오리뷰1(VR1)]이라 표기하

수업 단계 수업 절차

프로젝트

준비 단계

먼저 첫 번째 영상과 이에 관한 질문21)을 통해 해외에서 살 때 또는 해외

에서 돌아온 뒤 한국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다음 ‘나 홀로 외갓집에 1부와 2부’22)와 이에 대한

질문들23)에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가정의 모습과 캄보디아인인 엄마

와 주인공인 6학년 시아의 관계 등을 통해 학습자가 다문화가정을 자연스
럽게 이해하고 다문화가족으로서의 걱정, 다문화가족이 겪는 갈등 등을

이해할 수 있다.

프로젝트

계획 단계

먼저 ‘생각나누기’24)를 통해 학습자의 경험과 연관 지어 다문화(가족), 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등을 이야기한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다문화에 대한 광고 포스터, 라디오 광고, 영상 광고 등25)의 예를 보여주
고 광고 포스터를 만들 때 전달하는 내용과 메시지, 이미지 등의 중요성

을 설명한다. 학습자가 생각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또는 고정관념,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또는 고정관념 등을 주제로 마

인드맵을 그려보게 한다.

프로젝트

수행 단계

한국 사회에 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 또는 고정관념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광고의 목표로 자신이 광고 문구에 담고 싶은 메시지를 3문

장 이내로 만들게 한다. 메시지가 완성된 후, 광고에 맞는 이미지를 떠올

려 문구와 이미지의 배치 방법 등 고려하여 광고 포스터를 완성한다.

프로젝트

발표 및

평가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학습자의 광고 포스터를 보여주며 자신이 전달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광고 문구와 메시지를 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한국
사회의 다문화 또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문화에 대한 여러 가

지 편견들을 설명하고 없애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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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조사인 검증 수업에서는 위의 조사에서 드러난 한계점을 보완하여 프로젝

였고,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1) 빅토트 초이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2) 미국의 9/11 테러에 뛰어들어 많은 미국인들을 구한 파키스탄계 모하마드는 어느 나

라 사람일까요?

3)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4) 해외에 살 때 또는 한국에서 살 때 여러분이 3번처럼 생각했다면, 그 이유를 쓰세요.

(최대한 자세히, 많이 쓰려고 노력하세요.)

22) 두 번째 수업은 ‘나 홀로 외갓집에 1부(https://www.youtube.com/watch?v=jjcBgthDB

fA)’의 영상을 보여주고 세 번째 수업은 ‘나 홀로 외갓집에 2부 (https://www.youtube.c

om/watch?v=zdXmdsILrTQ)’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각 비디오에 대한 내용의 이해와 다
문화라는 프로젝트 주제의 내용에 맞게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비디

오는 수업 시간에 함께 보았고 시간 내에 시청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은 넘겨서 보았

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 끊어 학습자가 비디오에 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

금한 부분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내용 파악에 도움을 주었다.
23) 두 번째 비디오는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 ‘나 홀로 외갓집에 1부’에 대한 질문은 [비
디오질문2(VR2)]라 표기하고 ‘나 홀로 외갓집에 2부’에 대한 질문은 [비디오질문3(VR3)]

이라 표기하였다. 비디오질문2와 3은 다음과 같다.

비디오리뷰2- 나 홀로 외갓집에 1부
1)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이 딸 시아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하

고 시아 엄마가 걱정하는 장면을 떠올려보세요. 시아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시아

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질문이나 편견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자세히 쓰세요.)

2) 엄마가 시아에게 캄보디아에 가는 것을 권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최대한 자세히 쓰

세요.)
3) 캄보디아에서 시아가 외할머니 가족들과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

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자세히 쓰세요.)

비디오리뷰3- 나 홀로 외갓집에 2부

1) 시아가 캄보디아에서 했던 많은 경험 중, 엄마를 가장 잘 이해하게 된 것은 무엇일까

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시아가 캄보디아에 가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증조할머니와 지내면서 엄마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3) 캄보디아 가수 미나가 “언니는 할머니가 중국인이라서 중국 문화를 잘 알아. 그게 나
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양쪽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일하는 데도

좋은 점이 많거든.”이라는 말에서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24) ‘생각나누기’ 시간은 지난 텀에 수필을 읽은 후 ‘내가 선택한 부분, 생각해볼 문제, 나의
생각’을 노트에 적어보는 활동과 비슷하나 이번 시간에는 학습자가 자신의 생각을 머릿

속으로 정리하여 전체 토론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다른 학습자와 공유, 비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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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기반학습의 수업 절차를 구체화하여 설계하였다. 먼저 이번 조사에서는 줌으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1차와 2차 조사에 문학작품이 활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문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영상 자료를 사용하였다. 1차와 2차 조사에서는 작품 속의 인

물과 작품에서 나타나는 상황을 대입하여 문화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능

력을 기를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학습자와 비슷한 연령의 다문화자녀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와 캄보디아인인 엄마와의 관계를 캄보디아 문화, 즉 타

문화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엄마에 대한 무관심, 편견, 오해 등을 해소하는 실제 사

례를 활용하는 방안이 학습자가 현재 사는 다문화사회를 이해하고 실제성을 적용

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다문화 영상 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세계에서의 실제성은 학습 환경의 자료와 활동이 학교 밖의 세상 또는 일반적

인 학습 환경의 밖의 세상의 어떤 면을 반영하거나 재현한다. 이와 같은 실제적인

예를 보여줌으로써 학습자가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정체

성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학습자가 ‘실제적이거나 진

실’되었다고 생각할 때 개인적인 실제성이 반영된 수업 활동이 학습자를 도전하게

만들고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권한을 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삶에서 차

이를 입증하게 된다.26)

이러한 문화적 실제성을 갖춘 자료를 통해 학습자는 영상의 등장인물이 실제 겪

는 생활양식, 등장인물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등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자기화

할 수 있다. 또한 이 자료는 다문화에 대한 지식을 확립하도록 도와주고 다문화사

회에서 다문화가족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잘 그려내

었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학습자가 시아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가지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이에 대한 자기

생각을 공유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 적절한 자료인지를 고려하였다.

1차와 2차 조사의 준비 단계에서는 1차시의 수업에서 작품에서 나타난 관념문화

의 요소와 관련된 학습자의 문화적 경험을 중점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방

식으로 하였다. 이와 달리 검증 수업에서는 영상을 본 후 비디오 리뷰 질문 중 영

비판적으로 성찰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
25) 다문화에 대한 공익광고의 유형과 예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웹사이트(https://ww

w.kobaco.co.kr/site/main/archive/advertising/5?metaCode1=broadcast)를 통해 보여준다.
26) D. W. Shaffer & M. Resnick, “Think” Authenticity: New Media and Authentic
Learning, Journal of Interactive Learning Research 10(2), 1999,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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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고 느끼거나 문화적 지식과 학습자의 문화적 경험을 자기

화할 수 있는 주요 질문들을 선발하여 2차시의 수업에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진행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 인식을 성찰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타자의 문화적 관점을 자신의 관점과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다각화된 문

화적 시각을 형성함으로써 균형적인 상호문화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차 조사의 대상인 6학년이 3차 조사의 대상이 되면서 1차 조사의 수업 내

용인 고정관념의 문화 요소와 이와 관련된 주제를 학습자가 문학작품으로부터 문

화적 지식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주제를 3차 조사의 수업 내용

에서 확장시켜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타자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

해를 가능하게 하는 사이영역에서의 문화적 관계를 더 심화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상호문화성의 현상을 1차 조사에 이어 3차 조사의 수업으로 확장함으로써 1차 조

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반응을 3차 조사를 통해 학습자가 문화에 대한 다각

적인 방면에서의 관점을 형성하여 자신과 자신의 문화를 새로이 해석하려는 모습

을 보였다.

위의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을 통한 학습자 반응을 바탕으로 3차 조사는 7학

년에 비해 다양한 상호문화적 반응이 두드러진 6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

다. 자료의 선정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영상 자료이며,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으

로서 겪는 걱정, 학습자와 같은 상황인 다문화가족 자녀로서 경험하는 편견 또는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실제적인 다문화가족의 사례를 접

하면서 자신의 주위 환경을 되돌아보고 다문화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3차 조사에서 문화적 반응을 파악하고 예

비 조사, 1차와 3차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호문화적 반응 양상을 분석하는

것 또한 연속적인 과정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3차 조사인 검증 수업은 Ⅳ

장에서 설정한 교육 설계가 학습자에게 적합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상호문화적 반응의 구조와 양상

이 절에서는 Ⅱ장에서의 원리에 따라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상호문화적 반응 양

상을 ‘문화적 지식을 통한 타자 이해’, ‘문화 간 차이로 인한 자기 인식 조정’, ‘문화

적 공동체에서의 주체적 태도 형성’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Ⅱ장의 원리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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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도기 경험에서의 문화 반응 양상은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이론을 반영한 상호

문화교육의 단계를 통해 문화적 지식의 확립에서 시작하여 타자를 통해 인식의 변

화가 일어나고 문화적 주체로서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적이고 실천적인 측

면에서의 논의이다.

본 조사는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문화 수업으로 1차, 2차, 3차로 나누어 설계되어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다양한 상호문화적 반응과 과정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1차와 2차 조사에서 상호문화성의 측면에서의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

업 대상과 내용 등 문화 수업을 다르게 설계함으로써 학습자가 타자와 상호교류

과정에서 자신의 문화, 제3문화와 타자의 문화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과도하게 유연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균형적인 상호문화능력을 형성함으로

써 주체적인 제3문화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1차와 2차 조사는 각 6학년, 7학년 대상으로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고 이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3차 조사에 반영하여 검증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문화적 반응과 문화충격을 분석해 본 결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는 않으나 1차와 3차 조사에 모두 참여하였던 몇몇 학습자들의 반응에서 과정적으

로 발전하는 반응을 볼 수 있었다. 이와 달리 학습자의 변화하는 양상에서 문화의

동일성과 이질성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인 학습자가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

은 반응 또는 어느 순간 문화충격과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정체성 혼란을 느껴 다

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의 다양한 상호

문화적 반응 양상을 각 항에 1차, 2차, 3차의 순차적인 단계가 아닌 과정적인 구조

로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각 항에 따른 문제점은 마지막에 함께 제시하였다.

이 절에서는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반응의 구조와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문화적

요소 중 관념문화의 내용이 포함된 문학작품에서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과 한국으로 돌아와 겪었던 한국 문화에 대한 반응을 살

펴보았다. 이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문화적 지식을 어떻게 구

성하고 이 지식에 기반하여 인식의 변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과 어떠한 연관을

지으며 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보았다.

따라서 본 조사의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이 학습자의 균형적인 상호문화적

능력을 기르고 주체적인 문화 정체성 형성의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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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상호문화적 적응의 양상과 구조를 통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

하기 위해 Ⅳ장의 수업 설계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문화적 지식을 통한 타자 이해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해외 거주라는 이동성으로 인해 제3문화, 즉 타문화권에 익

숙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태어난 나라 또는 부모의 나라, 혹은 다른 학습자

의 문화에 대한 배경적 지식, 문화적 요소 또는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다. 이

학습자들은 특히 문화에 대한 요소 또는 내용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문화교

육을 따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문화적 규범과 가치

체계가 형성되고 그 영향으로 무엇이 왜 다르고 비슷한지 등에 혼란을 주기도 한

다. 이러한 문화 요소 자체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어릴 적 해외

의 경험으로 한국문화와 다른 학습자들이 가지는 제3문화에 대한 인식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문화 자체를 이해하고 문화적 반응을 형성하는 데에 문화

내용이 있는 자료 또는 작품을 통해 학습자의 문화적 지식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 항에서는 문화적 지식을 통한 타자 이해의 양상을 ‘문화적 지식의 자기화’,

‘문화적 경험을 통한 타자의 인식’, ‘타문화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나누어 살펴보겠

다.  
      
  1) 문화적 지식의 자기화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문

화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데, 이는 문화 지식이나 내용 위주만을 위

한 교육이 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나 사회에서 느끼고 생활하

며 경험을 통해 체득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릴 적 제3국가에서 거주하여 부모님의

문화와 제3문화 사이에서 문화 자체에 대한 지식 또는 한국 문화와 해외에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인식이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

서 문화 내용이 있는 자료 또는 작품을 통해 문화적 지식을 인지하고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학습자가 문화적 지식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이를 통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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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화적 가치체계와 공동체 내에서 형성되는 고정관념과 연결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자신이 생각하는 문화에 대한 지식을 문학작품을 읽고 난

후 확고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은 수필 「꽉 막힌 생각, 뻥 뚫린 생각」을 읽

고 난 후 고정관념에 대해 학습자가 자신이 느낀 점을 기술한 학습자의 반응이다.

처음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정말 신기하고 생각 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저도 모

르게 외과 의사가 남자라 생각하고 말이 안된다고 하였지만 그것을 틀린 것이였습

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것은 왜 고정관념이 생기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사람들의 자기의 환경에서 자주하는 말을 듣고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책

에서 나온 것처럼, 경험이 싸일수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다. 그리고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도 고정관념에 큰 영향을 줄 것 같다.27)

[1차_준비 단계_QSCR_W_2]28)

[1차_준비 단계_QSCR_W_2] 학습자는 고정관념이 생기는 이유를 ‘사람들의 자기

의 환경에서 자주하는 말’에 대한 영향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인지하였다. 이는 자

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그 사회에서 타자와의 대화, 경험에서 형성되는 고정관념의

개념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맥락에서 타자와 자신을 둘러싼 환경

간의 관계의 연관성을 찾아 자신이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 양상은 학습자가 ‘외과 의사가 남자’라는 고정관념에 대해 자신의

가치체계에서 판단되는 생각임을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문화적 맥락에서 느낀 경험

에 근거하기보다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반응에 머물러 의미를 구성하였다. 이

는 고정관념이 발생하는 상황과 사실에 대한 정보적 판단으로만 이어졌고 이러한

27)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실제성을 위해 학습자의 자료는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다.

28) 2번 학습자가 「꽉 막힌 생각, 뻥 뚫린 생각」 중에서 선택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중략) 왜냐하면, 그 외과 의사는 바로 아이의 어머니였기 때문이지. 외과 의사라고 하니

까 너는 당연히 남자라고 생각하였겠지. 그래서 그 아이는 아버지가 두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외과 의사라고만 하였지 남자이니 여자이니 하는 것은 밝히지도 않았

는데, 너는 왜 의심도 하지 않고 외과 의사가 남자라고 생각하였을까? 여자 외과 의사는

없는 걸까? 그렇지 않아. 여자도 얼마든지 외과 의사가 될 수 있고, 실제로도 있지. 그런
데도 너는 왜 “잠깐!”이라고 하였을까? 그것은 네 마음속에 외과 의사는 다 남자라는 생

각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일 거야. 아무 근거도 없이 말이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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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지식을 자기화하는 데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문화적

지식과 경험이 학습자의 가치체계와 관계성을 통해 타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

위 학습자는 1차 조사를 통해 문학작품에 드러난 고정관념의 내용적 측면에서

이러한 고정관념이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를 지식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모

습을 보였다. 이 학습자가 문학작품을 통해 습득한 문화적 지식을 자신의 가치체계

에 비추어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실제성과 연결시키지 못한 반응이었다면, 다음의

경우는 학습자가 실제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가족의 사례와 시아가 캄보디아인인

엄마와의 관계에서 다문화가족으로서 겪는 어려움이나 편견 등을 생각해보고 한국

사회에서 겪는 다문화의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노력하려는 반응이었다.

3차_계획 단계_VI_2: (캄보디아에 다녀온 경험이 엄마를 이해하는 데에)도움이 되

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캄보디아에 갔다 오면 캄보디아의 문화랑 캄보디아 그 자

체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엄마의 나라, 캄보디
아랑 친해지면 엄마랑 친해질 수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랑 친해지면

캄보디아의 문화를 더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시아 엄마도 캄보디아 문화의 이런...

캄보디아 사람이니까 비슷한 문화를 알 수 있으니까 더 친해질 수 있어요. 엄마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거 같아요.

T: 다른 나라 사람들과 서로 어울려 살려면 이렇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다문

화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3차_계획 단계_VI_2: 다문화를 이해하는 게 우리가 사는 곳에서 꼭 다문화 가족이

나 사회가 있으니까 다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보면 친해지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3차_계획 단계_VI_2]

3차 조사에서는 ‘나 홀로 외갓집에 1부와 2부’의 비디오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실

제 사례를 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학습자가 다문화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인공

인 시아와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과 비슷한 상황인 다문화가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먼저 [3차_계획 단계_VI_2] 학습자가 비디오 리뷰 질문에 대한 개별 면담

을 통해 시아와 시아 엄마의 관계,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움 등을 극복하기 위해

타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즉 시아가 타자인 엄마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캄보디아에서의 경험은 그 나라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방식, 사고방식 등 타문화를 인지하는 시작임을 이해하면서 학습자



- 54 -

는 타문화와의 교류가 타자를 타자로서 받아들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타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이며, 타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타자를 이해하는 과정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비디오를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가족의 예와 시아

가 겪는 내적갈등, 시아 엄마가 걱정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 등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개념적 지식과 편견, 고정관념, 갈등 등 문화적 지식을 구체화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사회가 다문화사회임을 인식하며 다문화가족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번 학습자의 아버지는 대만인이고 학습자는 한국과 대만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지만 학습자 자신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대만이나 대

만 문화에 대해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어 본 경험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반응

은 다문화가족으로서 자신의 상황과 시아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연관시키지 못하여

내면화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자문화와 타문

화,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각 문화에 속하는 사회구성원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에 바탕으로 그들이 가지는 다른 의견이나 생각들을 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다

는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하였다.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AD_2: 이 광고에

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다문화여서,
문화가 달라도 모두 같고, 서로 문화가

달라도 다른 게 틀린 건 아니라고 말하

고 싶었어요.

T: ‘다르다’와 ‘틀리다’는 어떤 차이가 있

나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AD_2: 다른 것은
그냥 한 개와 한 개가 같지 않은 거고,

틀린 것은 한 명은 맞고 한 명은 틀린

거니까 자기 문화가 항상 맞다고 생각하

지 말고 그냥 똑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

요.

T: 여기서 ‘문화가 다르구나.’ 이렇게 생
각하면 어떤 점이 좋은 거죠?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AD_2: 다르다고 [그림 1] 3차_수행 단계_AD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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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면 자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랑 다른 사람이니까 사람의 취향

이나 문화 같은 걸 존중해주고 그럴 수 있을 거 같아요.

T: 그럼 ‘문화가 틀렸어. 왜 저럴까?’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AD_2: 틀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문화만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화를 생각을 안 해주는 거죠. 그

러면 자기 위주로 하고 자기의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안 할 수도 있어
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AD_2]

학습자는 자신과 실제적인 연결을 짓지는 못하였으나 시아의 관점에서 좀 더 넓

은 시각에서 다문화를 바라보면서 프로젝트 수행 단계에서 광고 포스터를 제작하

였다. 학습자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단계인 발표 및 평가 단계의 인터뷰

에서는 ‘다름’과 ‘틀림’의 차이에 대한 문화적 시각을 형성하고 다문화에 대한 지식

을 토대로 학습자 자신의 관점을 자기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습자는 위 광

고 포스터에서 다른 색의 손들은 한 세계에 모여 사는 다인종 다민족과 각자 다른

문화를 가진 타자를 뜻하며, 다른 문화를 가지는 것은 옳고 그름의 관점이 아니라

상이한 문화를 가지는 것을 다름으로 받아들여 존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학습

자가 넓게는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현대 사회, 좁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속해 있는 학교를 생각하며, 다문화에 대한 지식의 의미를 구성하였다고 해석된다.

더 나아가 ‘자기 문화가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자문화 중심주의가 아닌 ‘자기랑 다

른 사람이니까 사람의 취향이나 문화 같은 걸 존중’해야 한다는 양상에서 볼 수 있

듯이 타자와 타문화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올바른 문화 이해가 필요하다는 관점을

구성하였다. 즉 타문화와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학습자의 문화 인식과 관점을 조정

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에 대한 지식은 문화 내용이나 요소를 담고 있는 문학작품 또는

자료를 통해 구성할 수 있는데, 2번 학습자의 경우 1차 조사에서 고정관념에 관한

작품을 읽으면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예를 통해 고정관념의 개념

과 이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 그쳤다. 그러나 3

차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학습자와 비슷한 상황의 시아와 비

디오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태도와 우리 사회에서

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더 나아가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타

자를 이해하는 것은 문화를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인지하고 타자를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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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로, 타문화 또한 그 자체로서의 고유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모

습을 보였다. 따라서 학습자가 실제성이 높은 자료를 통해 문화에 대한 공감을 하

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이러한 문화 현상을 인식함으로써 문화적 지식을

확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2) 문화적 경험을 통한 타자의 인식 

상호문화교육에서는 타자와의 만남과 관계를 중요시한다. 문화의 역동적인 성질

을 바탕으로 문화의 관계성에 주목할 때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문

화 간의 관계맺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상호문화성을

바탕으로 한 철학적인 방식으로 탐구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29) 또한 상호문화는

‘개인과 문화 간 만남의 과정에서 차이를 다루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 이를 확대

하는 과정30)임을 살펴볼 때,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문화가 ‘사이영역’에서 한 문화가

다른 문화와 관계를 맺고 각자가 또 다른 문화와 관계맺음으로써 ‘열려진 자기 동

일성을 갖는다.’31) 따라서 각기 다른 제3문화를 가진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적 경험

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이영역’에서의 동질성을 발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문화 아이들은 이동성(mobility)이 잦은 만큼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보다

열려 있으며,32) 여러 문화 속에서 옮겨 다니는 과정을 통해 개인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회들과 관련짓고 이러한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공유되는 문화적

패턴들33)이 개인이 겪는 경험 속에 녹아들게 된다. 즉 문화적 경험은 학습자가 겪

는 사회나 공동체의 구성원이 가지는 문화적 의식, 체계, 가치관에 의해 자연스럽

게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상호문화성은 나와 타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

고 타자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것34)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자신의 문화적 의식과 가

치체계가 형성된 경험을 바탕으로 타자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자신과 다른 문화를

29) 박인철, 위의 책, 2015, pp.56-68.
30) 이병준·한현우, 「상호문화역량의 개념 및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교육연

구』 11(6), 한국문학교육학회, 2016, p.7.
31) 최재식, 위의 글, 2006, p.4.
32) D. C. Pollock et al., 위의 책, 2017, p.18.
33) D. C. Pollock & R. E. Van Reken, 위의 책, 2001, p.131.
34) 이화인문과학원 편, 『젠더와 탈/경계의 지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9,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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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타자와 타문화를 인식하게 된다.

이는 듀이의 교육철학에서 말하는 실천하면서 배움의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에 따르면 ‘경험은 능동(행하는 작업)과 수동(당하는 것)의 결합이며, 행동과 사고

를 포함’하므로 지식은 교육적 경험과 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된다. 듀이는

학습자가 처해있는 상황에서 환경, 상호작용하는 활동, 경험 등으로 지식을 구성하

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과거와 미래의 지식을 연결시킨다고 하였다.35) 따라서 학습

자는 경험을 통해 상황과 맥락에 맞게 지식을 생성한다고 이해된다. 즉 학습자는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타자의 문화적 경험과 이를 통한 지식을 습득하고 타자

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제3문화 아이들은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진다.

여기서 학습자는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교류 과정에서 개인적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타자와의 동질감을 느끼는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2차 조사의 프로젝트 계획 단계

에서 갈등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룹 토론의 내용이다.

T: 혹시 그 경험36)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어요?

2차_계획 단계_GD_5: 음... 호주에서 한국으로 와서 처음에 한국학교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이 (외국인)학교이지만... 초등학교 3학년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 제가 한국

어를 잘 못해서 애들이 놀렸어요. 한국어 시간에 돌아가면서 책 읽잖아요. 그때 제

차례라서 읽었는데 다른 애들이 막 웃어서 기분 나빴어요. 그중에 어떤 말 많은 애

가 막 호주에서 와서 영어가 편하면 호주로 다시 돌아가라고 욕을 했었는데 그 일
때문에 학교 가기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2차_계획 단계_GD_3: 저도 비슷한데... 캐나다에서 들어와서 저도 처음 한국학교에

들어갔어요. 영어를 조금만 써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무시하고 그러더라구요.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엄청 싫어해요. 저는 사실 한국말이 조금 불편해서 영어로 이야

기하는데 엄마가 못하게 했어요. 사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동생과 영어로 이야

기할 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속상했어요. [2차_계획 단계_GD_3-5]

35) 신창호, 『민주적 삶을 위한 교육철학 –존 듀이의 일상 교육 구상』, 써네스트, 2016,
pp.31-171.

36) 3번, 4번, 5번 학습자의 그룹은 프로젝트 작성지에 표현하고 싶은 갈등을 ‘외국에서 전

학 온 아이가 일진들한테 왕따 당하는 모습. 또, 그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이라는 주제로
정하였다. 이에 3번과 5번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룹 토론의 내

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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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는 세대 차이, 지역이나 문화 차이, 친구 관계, 해외 경험 등 자신의 경험

을 바탕으로 주제를 정하는 그룹 토론에서 다른 학습자와 비슷한 경험으로 인해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비슷한 생각과 의

미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하였다. [2차_계획 단계_GD_5] 학습자와 [2차_계

획 단계_GD_3] 학습자는 호주와 캐나다, 모두 영어권 나라에서 생활하였고 그 나

라의 문화에 익숙하여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학교에서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

해 놀림을 받거나 이상한 시선을 받은 경험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5번 학습자는 호주의 공립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

고 자신의 어눌한 한국어 발음으로 겪은 사건 때문에 한국으로 입국한 후 학교생

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3번 학습자의 경우에는 5번 학습자와 비슷하

지만 한국 사람들의 영어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속

상함을 토로하였다. 이 두 학습자는 부족한 한국어와 사용하기 편한 영어 사용으로

한국 생활 적응에 어렵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여

기서 5번 학습자가 먼저 자신의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공유하자 이에 대한

동질감을 느껴 3번 학습자도 쉽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이 그룹의 또 다른 학습자인 4번 학습자는 3번과 5번 학습자와 같이 영어

권 국가, 미국에서 3년 거주하였고 집에서만 한국어를 사용하였다고 했는데, 언어

사용에 대해 ‘할머니가 제 발음에 조금 이상하다고 하셨어요.’라고 응답하였다. 그

러나 한국어 발음 또는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 학습

자는 한국학교에서의 경험이 부재하고 3번 학습자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문화

적 경험이 없어 3번과 5번 학습자의 문화적 반응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4번 학습자가 이들과 비슷한 경험을 겪었으나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못해 문화적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나 동질감 또는 이질감을 공감하는 과정으

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짧은 소설은 그룹 내에서 학습자의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

고 서로의 동의하에 한 주제를 정하여 진행하였다. 이 그룹에서는 3번과 5번 학습

자가 겪은 한국학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는데 소설에서도 위

와 같은 학습자의 부정적인 반응이 드러나 있었다.37)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각기 다

37) 2차 조사의 프로젝트 수행 단계에서 한 그룹인 3번, 4번, 5번 학습자가 쓴 짧은 소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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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기에 다른 나라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으나 개개인의 한국 생활에서의 문화

적응에 따라 비슷한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많은 학습자

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한국 문화에 대한 경험을 상호교류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예의범절 문화 중 어른에 대한 공경,

학교생활에서의 선후배 관계와 영어 사용으로 받는 불편한 시선에 대한 인식이 다

소 부정적이었다. 이는 제3문화를 가진 학습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는 과정

중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학습자가 그룹 토론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38)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동료 학습자의 생각과 비교하고 타자의 생각이 자신과는 다름

을 인식하는 장면이다.

3차_준비 단계_GD_10: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몰타에서 살 때도 집

에서는 항상 한국어를 썼었고 제 가족이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몰타에 있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다 여유롭게 행동하고 느긋하게 사는 것이 한국 사람
들이랑 제가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과는 많이 차이 났어요. 또... 외국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랑 아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었어도

저는 항상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3차_준비 단계_GD_14: 음 꼭 그런 건 아닌 거 같아요. 저는 미국이랑 한국에서 거

의 비슷하게(비슷한 기간 동안) 살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완전한 한국 사람이라고

서 발췌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중략)“강진이는 오늘이 첫 수업이었기 때문에 국어책이 없구나. 로빈아 네가 짝궁이니
오늘 강진이와 책을 좀 같이 쓸 수 있겠니?”

로빈이는 한숨을 쉬며 책을 옆으로 밀었다. 강진이는 어떨결에 같이 읽게 되었다. 어느덧

강진이 차례가 되었고 강진이는 결국 일어서서 읽게 되었다. 이상한 발음으로 천천히 읽

었습니다. 강진이가 눈치를 보러 고개를 들었을 쯤 로빈의 시작으로 아이들은 쿡쿡 웃고

있었다. 강진이의 얼굴은 금방 새빨개졌다. 강진이는 읽기를 마무리 짓고 빨리 의자에 주

저앉았다. 강진이에겐 국어시간이 길고 긴 시간이 되어 버렸다. 목빠지게 기다리고 기다
린 후 2교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아이들은 2교시를 준비하러 사물함으로 몰려들었고

선생님은 잠깐 화장실에 가셨다. 그러자 로빈은 이때를 노린 것 마냥 강진이의 어깨를

툭 치며 시비를 걸었다.

“야 하강진, 너네 엄마 호주인이라며. 한국어도 못 읽던데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강진이는 뭐라 한마디 하려고 하자 선생님은 반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을 쉬쉬하셨다. 강진

이는 성난 마음을 추스르며 자리에 앉았다.(중략) [2차_수행 단계_N_3-4-5]
38) 비디오리뷰1 중 3번째 질문인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와 4번째 질문

인 이에 대한 이유를 서술한 부분에서 토론했던 장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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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외국인학교를 다니고 매일 영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저는 미국이랑 한국 시민권 둘다 가지고 있어요. 또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는 것도 그 이유에 포함되는 거 같아요. 하지만 제가 외국인이라고 확고

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생활하는 방식에 관련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영어를 사용하고, 외국에서 왔기에, 제가 미국

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3차_준비 단계_GD_10-14]

‘너와 내가 만날 때: Where are you from?’이라는 비디오를 본 후, 비디오 내용

에 반영하여 학습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국적

에 얽매이지 않고 해외 생활, 해외에서 겪었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을 되돌아보는

학습자의 모습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3차_준비 단계_GD_10] 학습자는 가족이 한

국 사람인 점과 성급한 행동 등 한국 사람의 특징을 한국(인)에 대한 기준으로 삼

아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해외에서 겪은 문화적 경험에 의한

반응이 아니었다. 이는 몰타에서 5년 거주했던 학습자의 해외체류 기간에 비교하였

을 때 긴 한국 생활에서 끼치는 영향보다 학습자가 생각하는 한국인의 성향에 대

한 확고한 기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느긋하게 행동하고 긍정

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은 이 학습자에게 외국인의 성향과 행동방식으로 인식되었고,

이는 한국인의 행동방식과는 ‘아주 다르다’라고 한 것처럼 한국인과 외국인은 서로

반대인 행동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학

습자가 ‘나’를 인지하고 타자를 인지하는 가치체계로 작용하여 한국 생활에 적응할

때 이에 대한 영향으로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화적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3차_준비 단계_GD_14] 학습자는 7년 동안 미국에서 살고 한국 생활 기간

도 비슷하였으나 학습자 자신을 완전한 한국인이라고 보지 않았다. 10번 학습자와

는 달리 14번 학습자는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인지하였으며 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언어, 생활방식,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등을 꼽았다. 학습자는 외국

인학교에서의 학교생활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점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타자 또한 영어를 사용하여 타자와 소통할 때 매일 사용하는 언어가 ‘나’

를 한국인이라고 인식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말하였다. 이와 연결하여 이것이 자신

의 생활방식이며 이 생활방식이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생각하는 확고한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는 것도 그 이유에 포함’된다는 응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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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 보면 자신의 일상 체험 내용도 ‘나’에 대한 인식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학습자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

하는 모든 것을 기반으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자신과 외부세계에서 타자와의 관계

에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10번 학습자가 세운 기준과는 대조적인 관점

에서 해석되는데 14번 학습자는 10번 학습자와는 반대의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보

고 이러한 가치체계를 형성한 것이다. 즉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타문화와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서 자신의 문화체계에 대한 기준을 인

지하고 이 기준에서부터 타자와 타문화를 바라보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3) 타문화에 대한 지식의 부재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너무 어릴 적 시기에 각기 다른 해외 체류를 하여 문화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 해외에서

제2문화 또는 제3문화의 교류가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였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의 접촉이 학습자의 문화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경우가 있

었다. 비영어권 국가에서 다른 한인 가정들, 특히 한국인 제3문화 아이들과 밀접하

게 접촉하고 있는 사회문화권에서는 한인 공동체가 발달되어 있다. 이런 경우 학습

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 사회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문화적

인식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39) 따라서 이들은 부모의 문화, 한국

문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는 타문화 인식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부족을 야기한다.

다음은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그룹별로 주제40)를 정하는 과정 중 그룹 토론에

서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말하는 4번 학습자의 확고한 견해를 듣고 이에 관해 이

학습자와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한 대화 내용이다.

T: 4번 학습자는 완전한 한국인이라고 생각해요?

1차_계획 단계_I_4: 네, 저는 당연히 한국인이에요!

T: 베트남에서 7년 반이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살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

39) 문경숙 외, 위의 글, 2009, pp.69-72.
40) 4번 학습자가 속한 그룹의 주제는 ‘내가 가진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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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_계획 단계_I_4: 저는 베트남에 오래 살았는데 전혀 문화가 다른 걸 느끼지 못

했어요. 집에서는 항상 부모님과 한국말로 대화하고 한국책도 읽고 한국티비도 보

고... 그리고 제가 (베트남에서) 살았던 동네가 완전 한국이랑 거의 똑같아요. 한국

레스토랑도 많고 밖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학교에도 한국인이 많

아서 물론 국제학교라 영어로 말해야 했지만... [1차_계획 단계_I_4]

[1차_계획 단계_I_4] 학습자는 1차 조사의 인터뷰를 통해 베트남에서 살았던 경

험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서의 제한된 타문화의 경험을 말하였다. 이 학습자는 다

른 학습자가 해외에 체류한 기간보다 상대적으로 긴 7년 반 동안 베트남에서 생활

했지만 베트남이라는 국가나 문화에 대한 기억은 미미하다고 응답하였다. 베트남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그 문화와 사회에 대한 경험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4번 학습

자에게는 문화적 경험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베트남의 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베트남의 문화에 대한 경

험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학습자는 “음... 딱히 잘 모르겠는데...

베트남 생각하면 그 모자 있잖아요. 동그랗게 wide하게 생긴 거! 그거랑 전통 옷밖

에 생각나지 않아요. 뭐 이게 문화는 아니지만...그리고 땅만 베트남이고 한국 사회

랑 똑같았어요. 그냥 생활하는 방식이 다 한국식이고 밖에 나가도 한국 사람도 많

고 그랬어요.”라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이해할 수 있듯이 학습자는 베트남 문화와

그 사회구성원들과 교류가 없었고 베트남의 한인사회에서 느꼈던 한국(인) 또는 한

국 문화에 대한 익숙함으로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형성하였다.

위의 학습자 반응은 타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여 오직 자신이 태어난 나라,

부모의 나라인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적 또는 감정적 이해가 이루어져 타

문화와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타문화가 좋다, 나쁘다 혹은 비슷하다, 다르다’

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향으로 문화적 경험을 공유할

때 다른 학습자에 대한 동질감 또는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타

문화를 이해하고 타자의 다름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학습자의 모습은 1차 조사의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고정관념에 대

해 문화적 지식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연결하지 못한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

다.41) 학습자의 이 반응들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자기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41) 외과 의사에 대한 거에선 저도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드라마에서도

여자 외과 의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왜 그런 고정관념있는지 궁금해서 저의 질문으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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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이러한 지식을 일반화된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고립된 사고방식으로 해석된다.

즉 학습자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와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여 사실에 대한 정보적 판단으로만 이어졌고 이러한 문화적 지식을 자기화하

는 데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타문화에 대한 인지를 어렵게 하고 더불어 학

습자의 문화적 체계, 기준, 가치관 등에 갇힌 시각을 가져 타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문화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이 되

지 않으면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문화 간의 관계로 인한 차

이점, 다양성으로 나아가는 데에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제한적인 타문화에 대한 지식 또는

경험으로 인해 타문화를 인식하는 데 있어 편향된 문화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

러한 학습자의 관점은 타자와 교류하면서 타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단편적일 가능

성이 있고 학습자 자신을 인지하는 데에 제한점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

라서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타자와의 상호교류와 소통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문화적 인식을 형성하고 타자가 겪는 문화 차이와 문화충격

을 인지하여 문화적 공동체에서 자신의 위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문화 간 차이로 인한 자기 인식 조정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해외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문화적 인식으로 타문화를 바

라보는 기준이 생기게 되고 이 기준으로 다른 학습자의 타문화와 한국 문화에 대

한 인식을 기르게 된다. 또한 이들의 부모의 문화인 한국 문화와 해외에서 경험했

던 그 나라의 문화, 즉 제1문화와 제2문화의 사이영역 또는 다중현상의 제3문화에

서 지나치게 유연한 상호문화적 경험으로 문화 인식에 대한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특히 학습자가 자신이 가지는 문화에 대해 느끼는 가치관, 가치체계, 정서 등은 부

모의 문화 또는 자신이 태어난 문화, 즉 한국 문화에서 경험했던 바와는 다르기 때

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정관념들을 어디서 얻는 것일까?” 제 생각엔 우리는 어렸을때
부터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면 간호사분들이 보통 여자고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남자

였으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고정관념이 쌓인 것 같습니다. [1차_준비 단계_QSCR_W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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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문화적 차이와 문화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충격은 학습자가 한국

으로 재입국하면서 문화를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인학교 청소년

은 한국 문화와 타자의 타문화와의 동질성 또는 이질성을 경험하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갈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 학습자는 타자와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면서 문화적 인식을 변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더 나아가 타자와 타문

화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며 이에 대한 문화 이해능력을 기르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에 반해 타자의 시선과 사회문화적 적응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화 능력을 기르려는 태도보다는 수용적인 태도로 문화를 인식

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 항에서는 타자와의 문화 간 차이로 인해 학습자 자신의 문화 인식을 조정하

는 양상을 ‘문화 간 차이에 따른 문화충격’, ‘문화 간 교류를 통한 자기 인식 변화’,

‘인식 조정에서의 수동적 태도’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문화 간 차이에 따른 문화충격 

학습자는 타자가 가지는 경험을 통해 동일성 또는 이질성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타자 그 자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문화에 비추어 그것

을 기준으로 타자를 바라보게 된다. 동시에 학습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

식, 가치체계, 가치관 등 문화에 대한 기준에서 타문화의 이러한 요인들을 비교하

고 이 과정에서 큰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문화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문화

적 차이로 인한 문화충격은 학습자가 문화 적응과정에서 겪는 현상이며 외적 갈등

보다는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은 1차 조사의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해외에서 살 때 또는 해외에서 돌아

온 뒤 한국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경험에 대해 토론하는 장면이다.

1차_준비 단계_GD_5: 저는 사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데, 해외(사이판)에 있을

때 (외국) 친구네 가족이랑 한국음식 먹으러 갔었거든요. 제가 불고기 먹고 싶다고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친구가 왜 스파이시한거 안 먹냐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원래 매운 거 못 먹는다고 하니까 그 친구 엄마가 한국 음식은 매운 게 많

지 않냐면서 그랬어요. 저는 원래 잘 못 먹어서 김치도 잘 안 먹거든요. 암튼 그래

서 뭔가 나는 한국인이 아닌가...하고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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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_준비 단계_GD_4: 와 진짜~ 나도 완전 비슷한데… 이거 진짜 고정관념인거 같

아요. 한국인은 김치를 잘 먹는다. 매운 김치! 저는 할머니 댁에 갔는데 왜 김치 안

먹냐고 혼났어요. 한국 사람이 김치를 먹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도 안 먹는 애들 많다고 했다가 뭐 혼났죠. [1차_준비 단계_GD_4-5]

먼저 [1차_준비 단계_GD_5] 학습자는 사이판에 있었을 때 외국인 친구의 가족과

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학습자는 친구의 가족을 통해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인

은 매운 음식을 잘 먹고, 한국에는 매운 음식의 종류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타자의 시선을 통해 외국인이 한국(인)을 바라보는 편견 또는 고정관

념이라는 것을 인지한 결과로 해석된다. 즉 학습자는 자신에 대한 타자의 인식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를 느끼고 문화적 충격을 보였다. 여기서 학습자의 제3문화, 즉

다양한 문화 간의 사이영역에서 문화에 대한 인식과 기준에 혼란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까지 혼란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타자의 문화적 인식 차이로 인해 학습자는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문화적 고정관념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친구 어머니의 반응

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는 자신의 생각을 공유해본 적은 없으며 이를 내적으로

고민하는 데에만 그쳤다. 이 반응은 설문조사에서 한국 문화가 조금 이상했지만 그

냥 지냈다고 응답한 것과 유사한 관점이라고 해석된다. 학습자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타자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내가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수 있음

을,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인식이 다름으로 인해 자신이 받는 문화충격을 겪는 자

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반면 [1차_준비 단계_GD_4] 학습자는 해외 거주 후 한국에 돌아와 할머니와 겪

은 경험을 이야기하였는데 5번 학습자의 경험과 비교하여 ‘한국인은 김치를 잘 먹

는다’에 대한 고정관념에 동질감을 표현하였다. 여기서 이 학습자는 자신도 학교에

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다른 한

국인과 비교하여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할머니에게 자신의 견해를 밝

혔으나 예상과 다른 할머니의 반응에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앞의 항에서 보았던 베트남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였지만 자신은 한국인이고 한

국 문화에 원래 익숙하다는 반응과 할머니의 고정관념에 대한 위의 반응을 비교하

였을 때, 학습자가 자신을 인지하는 사고방식과 한국에서의 문화적 경험에 대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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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전자의 반응은 학습자가 베트남에서 거주할 때 타자

와의 교류와 타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여 일어난 현상으로, 이로 인해 나타난

편향적인 문화적 자기 인식으로 해석된다. 반면 후자의 반응은 학습자가 타자의 문

화 경험에 대한 동질감을 느꼈는데, 이는 그룹 토론시간에 타자와의 만남으로 문화

적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경험을 다시 생각해보고 타자와 같이

자신도 한국 문화에 대해 느꼈던 비슷한 문화충격 경험을 떠올리게 된 것이다. 그

러나 4번 학습자는 이에 대한 생각의 차이와 미세한 문화적 반응의 차이 또한 느

끼지 못하였다. 학습자가 타자 역시 문화충격 과정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는 사

실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타자와 자신의 문화적 인지에 대한 관점

과 문화적 경험의 연관성을 인지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4번 학습자는 5번 학습자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이 겪었던 비슷한 경험을

인식하면서 5번 학습자가 해외에서 느낀 고정관념에 관한 문화적 충격과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 자신이 이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부당함을 표현했다. 즉 학습자

들은 서로의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면서 문화 적응과정에서 내적으로 느꼈던 갈등

이 비로소 문화 간 차이에서 오는 문화충격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타자의 문화적

기준에서 나타나는 다른 관점에서부터 학습자 자신이 이에 대한 이질성을 느끼는

현상임을 알게 된 데서 나온 반응이다. 또한 외국인인 타자와 한국인인 타자의 다

른 관점에서 자신이 한국인이 아닌 제3자로 보였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처지와 상

황임을 통해 동질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자의 문화적

경험과 지식을 연계해주는 교육적 처치가 요구된다.

  2) 문화 간 교류를 통한 자기 인식 변화

문화는 인간이 자신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현실을 바라보

고 해석하며 의미화함으로써 자신의 본성에 판단하여 방향을 설정하려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 이러한 자연의 상태를 의도적으

로 변형하는 ‘인간의 의식적인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일정한 형태를 부여

하는 활동과 그 활동으로 인한 결과를 모두 문화’라고 할 수 있다.42) 능동적이고

42) 강영안, 「문화 개념의 철학적 배경」, 『문화철학』, 철학과현실사, 1995,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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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하게 변화하는 문화 속에 사는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예전보다 문화를 더 의

식하고 기존 문화, 즉 이전의 문화에 대한 평가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와

같은 평가는 자신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는

이전의 문화를 배경으로 자신의 문화를 바라볼 때 현실화될 수 있다.43)

따라서 외국인학교 청소년이 어릴 적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가진 문화를 바탕으

로 현재 다른 학습자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상호소통을 통해 자신의

인식을 변화하는 과정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외 경험으로 그 나라의 생

활방식, 그 나라 사회구성원들의 공통된 가치관 등과 자연스럽게 부딪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타자와 학습자의 문화적 의식이 소통함으로써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

게 된다. 학습자는 부모님의 문화인 제1문화, 거주한 경험이 있는 해외 국가의 제2

문화, 그리고 이러한 문화들의 사이영역과 다른 학습자와의 만남, 즉 다중문화 현

상에서 접하는 제3문화에서 문화에 대한 혼란을 느낀다. 여기서 학습자는 문화 간

상호교류를 통해 문화에 대한 인식을 조정하면서 혼란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한다.

다음은 1차 조사의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1번, 2번, 그리고 3번 학습자가 속해

있는 그룹에서 정한 ‘외국(인)이 가진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주제와 관련하

여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토론 내용이다.

1차_준비 단계_GD_2: 제가 방학 때 미국에 써머캠프를 갔었는데 처음 에디라는 친

구를 만났어요. 거의 매년마다 본 거 같은데 암튼 에디가 한국인은 다 키가 작냐면

서.. 제가 키가 작잖아요? 막 그러길래.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진짜 안 믿는 거예
요~ 그래서 얼마 전(1년 전)에 한국에 처음 놀러 왔었는데 깜짝 놀라더라구요. 저

희가 홍대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키 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지나다니면서

엄청 놀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T: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 이야기한 것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1차_준비 단계_GD_2: 네,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구요. 아마 거기서 동양인

들을 많이 못 봐서 그런가 봐요.
1차_준비 단계_GD_1: 동양인들이라고 하면 안 돼~ 그거도 고정관념이야!

1차_준비 단계_GD_2: 아, 그러네! 와 진짜 말조심해야겠다.

1차_준비 단계_GD_3: 걔네들이 생각하는 한국인은 키가 작다는 거야? 근데 나는

키가 큰 편이라 그렇게 안 느꼈을 거 같은데……. 나는 사실 미국인들은 다 키가

큰 줄 알았는데, 뭐 다 그렇지는 않더라구. 내가 생각한 거랑 걔(에디)가 생각한 거

랑 비슷한가 보다.

43) C. A. van Peursen, Cultuur in stroomversnelling, 강영안 옮김, 위의 책, 1994,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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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_준비 단계_GD_1: 그래~ 한국인이라고 무조건 키가 작은 거도 아니고, 미국인

이라고 무조건 키가 큰 거도 아니라는 거지. [1차_준비 단계_GD_1-2-3]

[1차_준비 단계_GD_2] 학습자는 미국의 여름 캠프에서 만난 미국인 친구, 에디

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는데, 키가 작은 자신을 보고 에디가 ‘한국인은 키가

작다’라는 고정관념을 형성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학습자는 ‘그렇지 않다’라

고 타자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모

습을 보였다. 학습자는 타자가 가진 고정관념에 대해 타자를 바라보고 소통할 때

타자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 또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타자의

견해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아마 거기서 동양인들을 많이 못 봐서 그

런가 봐요.’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생각은 한국 문화를 모르고 그 문화에 대한

경험이 부재하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타자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2번 학습자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타자와의 교류로 인해 타

자의 인식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문화적 경험과 타자와의 상

호소통으로 타자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문화적 인식과 생각의 다름의 차이를

받아들였다고 해석된다. 더 나아가 타자의 한국방문으로 인해 자신이 변화시키려고

했던 타자의 인식이 변화한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함으로써 문화 경험에 의한 문

화 간 상호소통이 타자와 더불어 학습자 자신의 문화적 관점을 상호문화적 관점에

서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임을 깨닫는 과정으로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2번 학습자의 문화 반응 과정을 살펴보면 학습자는 처음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

서 작품을 읽은 후 고정관념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혼자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

다. 이를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사회구성원들이 ‘자주하는 말’에서 생기는 것이

라 이해하고 이 고정관념은 반복되는 경험과 연관된 것이라 이해하였다. 그러나 학

습자 자신의 경험과는 연결 지어 내면화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후 앞항에

서의 고정관념에 관해 학습자의 문화적 경험을 소통하는 토론시간에서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의 경험에 비추어 한국의 예의범절 의식은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문화

적 방식임을 이해하였다. 이 또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문화적 지식을 자기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타자가 한국 문화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고정관념

이라는 문화적 지식을 확립하고 타자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반응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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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볼 수 있듯이, 학습자는 프로젝트 주제에 대해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이 직접 외국인인 타자와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 과정에

서 타자의 문화 인식의 관점을 이해하고 앞서 배운 고정관념에 대한 지식을 개인

적 차원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느끼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위 학습자의 반응과 연관 지어 [1차_준비 단계_GD_1] 학습자는 ‘동양인들’

이라는 2번 학습자의 발언에 고정관념의 의미를 상기시켜주면서 이것이 잘못된 생

각임을 지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2번 학습자는 타자로 인해 스스로 문화적 지식에

대한 자기 인식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1차_준비 단계_GD_3] 학습자는

2번 학습자가 공유한 문화적 경험에 비추어 자신이 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인

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친구 에디의 생각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타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한국인, 즉 타자의 관점을 인정하면

서 이에 대한 동질감을 표현하였다. 위의 토론 내용에서 학습자는 타자와의 교류와

상호소통을 통해 각자의 문화적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문화적 인

식에 변화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다양한 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3) 인식 조정에서의 수동적 태도

제3문화 아이들은 타자와의 만남과 타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과

정을 가지면서 차이로 인해 문화충격을 받기도 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도 한다. 또는 타자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비교, 분석해보기

도 하고 새로운 문화를 발견하거나 타자의 문화적 인식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기

도 한다. 이처럼 타문화 또는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서는 타자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타문화에 대한 문화적 적응력을 보이지만 자문화에 대해서는 이질성을 먼저 찾는

특성을 보이며, 이는 타문화에 대해 적극성을 띤다는 점과 대조되면서 편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44)

다음은 2차 조사의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17번 학습자가 한국 문화에 대한 문

화적 차이와 이에 대해 어떠한 적응을 하였는지를 개별 면담을 통해 말한 내용이

44) D. C. Pollock & R. E. Van Reken, 위의 책, 2001, pp.7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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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차_준비 단계_I_17: 저는 한국에 와서 ‘빨리빨리’ 문화가 낯설었어요. 싱가포르에서

는 느릿느릿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한국에서는 속도를 중요시하다 보니

어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익숙해져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T: 이런 한국에 대한 문화에 적응하게 된 건가요?

2차_준비 단계_I_17: 네, 처음 한국에 와서 문화가 달라서 조금 힘들었긴 했는데 그

냥 한국 문화에 적응했어요.
T: 왜 그냥 적응하면서 지냈어요?

2차_준비 단계_I_17: 음... 혹시라도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게 두려

워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화에 적응 못 하면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2차_준비 단계_I_17]

[2차_준비 단계_I_17] 학습자는 싱가포르에서의 4년 반 해외 생활에 비추어 한국

문화를 ‘빨리빨리’ 문화라고 인식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자신이 해외에서 겪은 문화

적 경험을 통해 형성된 문화적 인식을 기준으로 한국 문화를 분석하여 해석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습자는 자신이 느낀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

이지는 않았다. 또한 이 학습자는 한국 문화에 대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은 굉

장히 정이 넘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는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쓰고, 많은 전통적인 활동이 같이 하는 거라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

이 많아서 ‘예의’에 유독 엄격한 나라인 것 같기도 해요.”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학습자가 해외 체류 후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문화가 달라서 힘들었지만

그냥 적응했다는 의견과 연관이 되며,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

도 않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문화가 자신이 익숙한 문화와 상이하다

고 하여 부정적인 인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자신의 문화적 기준에서 한국 문화를

해석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17번 학습자는 자신이 느끼는 한국 문화에 대해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

는 게 두려워서’라고 하였는데, 이는 한국 문화에 대한 낯섦 또는 다름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다름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

쳤다는 대답에서 문화적 차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조정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부모의 나라, 즉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문화

적으로 재적응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큰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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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느낀다. 재입국의 사회문화적 적응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의 본모습을 숨기고

위장하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예민해진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어 주변

에서 머무는 모습으로 변하면서 심리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낀다. 제3문화 아

이들은 타지로 옮겨 다니면서 자신이 속하게 되는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

느냐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에 대한 반응에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가지고

그 사회적 집합 내에 속하지 못하게 되면 침잠의 시기를 겪는다.45)

또한 위의 반응은 학습자가 설문조사에서 ‘아무래도 외국(싱가포르)에서는 선후

배 문화가 많이 없다 보니 한국에 와서 조금 당황했었는데, 나중에는 이것도 문화

겠거니 하면서 지나쳤습니다.’와 비슷한 맥락으로 학습자는 부모의 문화, 즉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인식은 ‘두 문화가 다르다’에 대한 판단

에만 그치고 타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향으로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점

을 드러냈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제3문화에서의 문화적 인식과 태도를 지닌 채

재입국하여 사회문화적 이행 과정을 거치는데, 한국 문화에 대한 재적응과 부담감

으로 인해 심리적 적응이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자신이 해외에서 겪었던 문화적 경험에 비추어 제3문화의

기준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국 문화에 대해 낯섦

을 인지하고 타문화에서의 차이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되나 한국 문화, 가치체계 등

에 순응적으로 따르려는 반응을 보였다. 즉 한국에서 생활해야 하므로 한국 문화에

대해 적응하여 따르는 태도로 한국 문화의 이질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인지하려

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타자가 가지는 타문화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타자와의 소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

습자가 다른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

(3) 문화적 공동체에서의 주체적 태도 형성

타문화권에서 익숙해진 언어와 문화를 가진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한국으로 재입

국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습자와 교류하고 만남을 가진다. 이들은 외국인학교라

45) D. C. Pollock et al., 위의 책, 2017, pp.246-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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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 문화적 공동체 속에서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타문화에 대해 이해하게 된

다. 또한 이들은 한국 문화와의 거리감을 느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는 반면,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사이영역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이해하려

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의 변화는 문화 정체성 형성에

있어 문화적 주체로서 자신을 인지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몇몇의 학습자를 통해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에 관여하는 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 항에서는 문화적 공동체에서 학습자의 주체적 태도 형성에 관한

양상을 ‘문화적 인식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반성적 성찰을 통한 문화적 위치 조

정’, ‘상호문화적 실천으로서의 문화 주체적 반응’, ‘문화 정체성 형성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문화적 인식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제3문화 아이들은 한국으로 입국 후 한국 사회에 대한 문화적 인식에 따른 충격

으로 문화적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특히 언어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

(social distance)를 느낀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은 두 문화가 만날 때 한 개인

의 속에서 생기는 두 문화의 인지적, 정의적 거리감을 말한다.46) 사회적 교류에서

언어를 이해하고 말하는 것은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의하는 것과 불가분하게 연결

되어 있다.47)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어릴 적 해외 경험으로 인해 영어와 거주지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하고 표현하며 소통하는 방식은 한국 사

회에서 느끼는 문화적 인식의 혼란을 유발하고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어

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이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제3문화에서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이 좀 더 편

하고 익숙하게 느끼는 경향이 보였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즉 자신을 표현

할 때 언어가 주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야기

속의 주제와 구성에 관한 것이고 문화적 의미, 신념, 실천이 있는 행동과 경험에

46) H. D. Brown, 위의 책, 1986, p.39.
47) H. D. Brown,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6th ed.), Pearson
Education, Inc., 2014,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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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형태, 구성, 행위는 개인의 자아와 사회적, 문화적

정체성을 모두 제시한다. 즉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역할을

알아가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타자와 상호작용하면서 발화 행위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48) 따라서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들과의 문화적 경험을 공유

하고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찾아내려는 시도를 한다. 이 과정에서 소통의 도구인

언어는 사회구성원들이 그 사회에 속하도록 자격을 주는 것49)이며, 언어 자체만으

로 학습자는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혼란, 즉 정체성 혼란을 경험한다.

다음은 1차 조사의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생각을

나누면서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겪은 경험을 공유하는 대화 내용이다.

1차_계획 단계_GD_8: 우리는 내가 가진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잖아. 그니까 흑

인은 곱슬머리이고, 백인은 파란 눈을 가지고 있다? 난 그래.

1차_계획 단계_GD_6: 맞아. 흑인이면 아프리카, 백인이면 미국에서 온 줄 아는 거.

1차_계획 단계_GD_7: 미국인은 머리가 노랗고, 대부분 총을 가지고 있다? 나 중국

에 있을 때 미국애들 많이 없었는데 뭔가 영화에서 많이 봐서 그런가.. 그런 생각

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 [1차_계획 단계_GD_6-7-8]

위의 학습자들은 그룹의 주제인 ‘내가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해 먼저 각

학습자가 생각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이야기하였다. [1차_계획 단계

_GD_6] 학습자와 [1차_계획 단계_GD_8] 학습자는 자신의 기준에서 한국 또는 한

국인의 입장에 서서 외국인에 대해 생각하는 고정관념의 예를 말하였다. 반면 [1차

_계획 단계_GD_7] 학습자는 영화에서 본 ‘머리가 노랗고, 대부분 총을 가지고 있’

는 미국인의 고정관념의 예를 들며, 이러한 생각은 영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인지

하였다. 이 학습자들의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대부분 외모에 대한 견해로 보인

다. 이는 외국인학교 청소년이 제3문화의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육체적으로 구별되고

그 나라에 거주하면서 ‘외국인’으로서 쉽게 인식되50)기 때문에 이들 또한 해외에

살았을 때 외적인 영향에 따른 시선을 받았던 것과 같은 경험으로서 타자를 바라

48) D. Schiffrin, Narrative as Self-Portrait: Sociolinguistic Constructions of Identity,

Language in Society 25(2), 1996, pp.194-199.
49) J. M. Miller, Language Use, Identity, and Social Interaction: Migrant Students in
Austratlia,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33(1), 2000, pp.69-70.

50) D. C. Pollock et al., 위의 책, 2017,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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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형성되는 인식이라고 해석된다.

7번 학습자는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작품을 읽고 QSCR 쓰기51)를 통해 고정

관념이 사회적 집단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고

정된 사고방식이 자기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쓰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학습자의 문화적 고정관념이 위의 그룹 토론에서

드러났다. 이러한 학습자의 문화적 인식은 위의 미국인에 대한 외적인 특징에서 오

는 고정관념에서 기인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학습자는 이 같은 자신의 고정관

념을 미처 알지 못했으나, 수업 시간에 타자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이전에

확립한 문화적 지식을 다시 탐구해보고 고정관념에 관한 수업 주제를 통해 다른

학습자들과 생각을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는 고정관념을 발견하고 깨닫는

모습을 보였다.

1차_계획 단계_GD_7: 너 캐나다에서 태어났잖아. 느낀 거 없어? 경험 같은 거?

1차_계획 단계_GD_8: 캐나다에서는 별로 안 그랬는데 한국 오니까 내가 한국 사람

이잖아~ 그니까 생긴 게. 나는 영어가 편한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내가 한국어 잘

하는 줄 알고 나 보자마자 한국어로 해.

1차_계획 단계_GD_7: 하긴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

근데 니가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게 (한국 사람들이랑) 좀 다르긴 해.
1차_계획 단계_GD_6: 나랑 비슷하네! 우리가 생각한 거랑. 우리가 가지는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랑 한국 사람들이 너(8번 학습자)에 대해 생각하는 거랑?

T: 혹시 8번 학습자처럼 비슷한 경험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라도?

1차_계획 단계_GD_6: 저 있어요! 쟤(8번 학습자)랑 좀 반대되는 경험이긴 한 거 같

아요. 사실 중국에서는 뭐 이런 일은 없었는데... 한국 와서 좀 비슷한 경험이 있었

어요. 제가 한국어가 조금 어눌한가 봐요. 좀 천천히 말하긴 해요. 저도 영어가 편
하긴 한데. 저번에 엄마랑 홈플러스 갔었는데 계산하는 아줌마가 미국에 오래 살았

나 봐요? 라고 물어봤어요. 전 사실 중국에서 살았거든요~

1차_계획 단계_GD_8: 뭐야 진짜~ 그럼 니가 한국어 잘 못하니까 그 아줌마가 그렇

게 생각한 거네? 나랑 좀 비슷한 건가... 잠깐, 그럼 난 뭐야? 캐나다(인)야? 한국

51) 제 생각에는 고정관념이 한 사람이 믿을 때는 그저 헛소리를 치부되지만, 여려사람이

알고 믿는 생각이 고정관념이 되는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는 소리임에도 그저 주변 사람이 믿어서, 많은 사람이 믿으

니 진실인줄 아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동안 당연한줄로만 알았던
것들이 뒤집어 보면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1차_준비 단계

_QSCR_W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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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야?(혼잣말)

1차_계획 단계_GD_7: 근데, 나는 그런 일은 없었어. 중국에 있을 때나 한국에 와서

도 비슷한데? 뭐지? [1차_계획 단계_GD_6-7-8]

다음으로 7번 학습자가 8번 학습자에게 캐나다에서 살았을 때와 한국에 돌아와

서 겪었던 경험을 물었을 때, 8번 학습자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온전한 한국인이

라고 바라보고 한국어를 잘할 것이라고 당연시한다는 점에서 외적인 특성이 타자

가 자신을 판단하는 데에 크게 작용한다고 인지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랑 한국 사람들이 너(8번 학습자)에 대해 생각하는 거

랑?’이라는 6번 학습자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생각이 그룹에서 자신들

이 외국인에 대해 생각하는 고정관념과 비슷한 맥락임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 학습

자들은 8번 학습자에 대해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결과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보이는 부분’에만 집중하여 심층적으로 타자와 타문화의 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7번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와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다른 점을 드러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근데 니(8번 학습자)가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게 (한국 사

람들이랑) 좀 다르긴 해.’에서 알 수 있듯이 8번 학습자의 말과 행동에 따른 특성

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자신의 기준에서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 반응에서 학습자가 영화에서 본 외국인에 대한 외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생각하

는 고정관념과 8번 학습자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연관성을 짓는 모습은 보기 어려

웠다. 이는 앞항에서 학습자가 한국에서 자신이 겪은 경험에 대해 타자와 공유하면

서 작품을 통해 세운 고정관념의 의미를 문화적 경험에 비교하여 이것이 고정관념

인지 아닌지에 대한 혼란을 보인 모습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항의

반응과 위의 반응인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학습자는 고정관념에 대한 지식을 자기화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러

나 정작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또는 자신이 겪지 못한 타자의 경험을 통해

고정관념의 의미를 이해할 때에는 타자와 타자의 경험에 대해 인지하는 것으로 보

이지만 이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와 공감으로 이어가지는 못하였다. 이는 위 학습자

가 6번 학습자와 같이 중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으나 한국에서 겪은 6번 학습자

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여 단지 경험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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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무르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8번 학습자의 경우에는 처음 언어적인 측면에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문화적 인

식에 따른 표면적 차이를 느끼는 데에만 그쳤다. 이는 예비 조사의 개별 면담에서

자신이 영어로 의사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하고 가족, 친척과 이야기할 때 엄마를 통

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한다는 사실 등에 관해 이야기한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개별 면담에서 ‘나는 캐나다 문화인 거 같아요.’라고 대답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와의 면담에서 학습자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서 영어가 한국어보다 타자와

소통할 때 편하고 캐나다 문화에 좀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위의 그룹 토론에서 타자의 생각과 문화적 경험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자신이 캐나다인인지 한국인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3문화 아이들이 자기 자신이 진정 누구인

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문화적 카멜레온과 같이 타자와 그 사회구성원들의 모습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특징52)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제3문화 아이

들은 타자와의 의사소통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위치를 좌우하게 되는데,

사회문화적 그룹이 정의하는 메시지, 이미지, 상징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를 구성

하도록 함을 뜻한다. 이러한 다중정체성을 가진 존재는 경계선에서 불안감을 느끼

고 자신의 주체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움 또는 모순됨을 느낀다.53) 즉 8번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과 타자인 6번 학습자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변화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이

처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는 단계가 타자와의 상호소통과 문화

적 교류를 통해 자아정체성에 대한 인지가 변화하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2) 반성적 성찰을 통한 문화적 위치 조정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사이영역에서 자신만의 문화적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할 뿐

만 아니라 학습자 간의 소통을 통해 그들만의 사이영역, 즉 공동체에서 자신의 위

52) D. C. Pollock et al., 앞의 책, 같은 곳.
53) P. Adler, 위의 글, 1977, pp.24-41. Reprinted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n L.
Samovar & R. Porter (Ed.), 1976, pp.362-378.

Retrieved from https://www.mediate.com/articles/adler3.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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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찾으려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갈등과 조정을 겪고 문화적 의식

에 대한 재구성과 의미화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업 시간에

학습자가 형성한 고정관념에 대한 지식과 학습자의 경험, 역할극에서 다른 그룹의

경험이 반영된 발표 등을 통해 자신의 문화와 공동체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탐색

하고 그 문화를 내면화하면서 성찰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학습자가 3차 조사에서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자신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성찰적인 모습을 보였다. 여기서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보았던 비디오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인 ‘시아’와 소통을 하면서 학습자 자신과의 사이영역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대입시켜 생각하는 태도를 보였다. 더 나아가 학습자는 시아를

통해 캄보디아인인 시아 엄마를 향한 태도가 변화한 과정을 보며 학습자 또한 자

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서 자

신의 위치를 생각해보는 반응을 보였다.

T: 이번 텀에 다문화에 대해 배워보면서 다른 문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VI_11: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 시아가 캄보디아에 갔다 와
서 엄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잖아요, 이거처럼 다른 문화를 이해해야 상대방

의 기분, 감정을 잘 이해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아요.

T: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게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이랑 어떻게 연관을 지어지는

지 설명해볼래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VI_11: 음, 그러니까 어떤 문화에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존중한다’처럼 규칙이 있는데 그 문화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상
대방에게 행동해야 무례한 것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가 캄보디아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고 어릴 때 어디서 살았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보

니까 엄마를, 엄마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예요.

T: 그러면 전에 한국 문화와 중국 문화, 두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

는데, 11번 학습자의 경험은 시아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VI_11: 저랑 같은 거 같아요. 저도 아버지는 한국인이지만
어머니는 중국인이라서 저희도 다문화가족인 거죠. 사실 어릴 때 중국에 살았어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리고 중국에 자주 못 가고 한국이 더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래서 엄마가 가끔 이해 안 될 때가 있었나 봐요. 저도 중국문화에 대해 좀 더 경험

을 해야 좋을 거 같아요.

T: 시아도 11번 학습자처럼 다문화가족인데, 우리 사회에서 나의 위치, 우리 가족

이 살아가는 데 어떤 것 같아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VI_11: 음 사실 저희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하셔서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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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다른 점은 못 느꼈어요. 다문화가족이라고 누가 놀린 적도 없고 편견을 말한

적도 없지만 뭔가 이제 나처럼, 우리 가족처럼 이런 사람들 좀 살펴볼 거예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VI_11]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VI_11] 학습자는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중국

인54)인 다문화가정 자녀이지만 한국에서 대부분 살고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구사

하여 한국 사회와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학습자는 처음에 다문화

비디오를 보고 난 후 시아가 캄보디아인인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았는데,

시아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편견에 대해 “제 생

각에는, 받을 수 있는 편견이 캄보디아는 비교적으로 돈이 없는 나라니까, 시아 가

족이 돈없는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 생각에는, 시아가 캄보디아

사람을 닮았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시아가 조금 이상하고 다른 아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학습자는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타

자의 시선을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로서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상황에서 보았을 때 중국인인 어머니는 한국어를 한국인처럼

구사하기 때문에 외적인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으로서 타자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습자는 또한 개별 면담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학교 밖에서 대화할 때는 자신은

무조건 한국어만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프로젝트 발표 및 평가 단계의 인터

뷰에서 “사실 저희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하셔서 (한국인들과) 다른 점은 못 느꼈어

요.”의 응답과 비슷한 맥락이다. 위의 반응과 관련하여 이 학습자는 자신도 모르게

타자의 시선이 자신의 모습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자신

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고 읽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시아의 관점에 자신을 비추

어 자신과 엄마의 관계에 대해 반성하고 타자의 문화적 시각에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1번 학습자는 다문화가족으로서 시아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친구를 본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어릴 적 외모가 다른 친구,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지

만 얼굴색이 조금 어두운 친구를 떠올리며,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를 놀려서 마음

54) 11번 학습자의 어머니는 이 외국인학교의 중국어 교사이고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쳤으

며, 한국어를 잘 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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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편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 학습자는 위의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시아가 겪

은 상황과 연결하여 앞항의 [1차_계획 단계_GD_8]과 [1차_계획 단계_GD_6] 학습

자의 경험과 비슷하게 외부자적 관점55)에서 바라본 자신의 시각을 떠올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처음 비디오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시아의 관점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비디오 리뷰 질문들을 통해 답하였다. 그리고 수업 시간의 그룹 토론

을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는 것과 다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해소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이는 학습자 자신의 문화적 인식을 조정

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문화적 존재로서 다문화사회에서 문화적 위치를 재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학습자는 시아와 같이 자신도 다문화가족임을

깨달았다. 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도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이

존재하고 그들이 가지는 다양한 문화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가 “뭔가 이제 나처럼, 우리 가족처럼 이런 사람들 좀 살펴볼

거예요.”에서 알 수 있듯이, 타자를 바라볼 때 외부자적 관점에서만 보았던 시각에

서 내부자적 관점이 형성되면서 학습자 자신에 대해 내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다문화사회에서 외부의 시선으로 자신이 속한 학교와 교실에서 타자를 내부의 시

선으로 바라보는 관점, 즉 학습자의 문화적 시각을 변화하려는 노력과 문화적 위치

를 조정하려는 노력을 보인 것이다. 청소년기의 학습자는 기능적인 활동과 사회적

인 인식에서 신체적 통달과 문화적 의미 형성을 통해 성장하는데 이는 좀 더 실제

적인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정

의된 자아를 성장하고 주체적인 경험과 집단의 심리학적 현상으로서 이를 명확하

게 한다.56) 즉 학습자는 타자와의 교류와 관계를 통해 자아와 타자의 관찰을 바탕

으로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 의식하는 감정이 생긴다. 이 같은 성찰적 반응을 통해

55) 모란에 따르면 외부자 관점은 타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정하여 그 문화

밖에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그 관점에서 타문화를 묘사하고 분석하여 설

명할 때 자신의 틀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 틀의 범주는 문화의 본성에 대한 추측이

며, 이러한 추측을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내부자 관점은 문화 구성원들이 그

들 자신과 문화를 그들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즉, 문화 구성원들이 그들 자신의

삶의 방식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관점이다.
P. R. Moran, 위의 책, 2001, p.80.

56) E. H.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orton, 1980, pp.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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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를 이해함으로써 타자와 ‘나’ 자신과의 관계 및 사회에서의 ‘나’의 위치를 재조

정하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해 다각화된 시각을 가져야 하는 학습자의 문화적 태도

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3) 상호문화적 실천으로서의 문화 주체적 반응

제3문화 아이들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타자와 만남을 가지고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내적이나 외적으로 갈등을 겪기도 하며, 타자와 타문화가 접촉하는 영역

에서 유사성, 차이점, 개별성, 다양성 등을 찾는 과정을 거친다. 마소나(J.

Massonat)에 따르면 정체성은 자신과의 관계와 타인과의 관계, 즉 두 가지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이는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 타자와는 다른 나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말한다.57) 즉 정체성은 학습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적, 문화적 환경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주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타자와의 상호소통이 활성화되고 문화적 인식이 구체화됨에 따라 학습자들은 문화

를 바라보는 다각화된 시각을 형성하고 자신을 문화적 존재로서 인식하며 문화 정

체성에 대한 주체적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다음은 학습자가 3차 조사의 다문화 비디오에서 시아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외국인인 부모와의 관계 형성 등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서의 다문화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모습이다. 학습자는 시아가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한 존재임

을 인식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긍정적인 문화적 주체로서 이

에 대해 고민하는 반응을 보였다.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더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수 있고 더 큰 청중들을 이해

할수 있는것입니다. 미나 같은 가수들에게는 이렇게 두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나눌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나는 다른 문화를 모르는

것에서 오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고, 실수로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

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58) [3차_준비 단계_VR3_10]

57) M. De Carlo, L’interculturel, 장한업 옮김, 위의 책, 2011, pp.113-114.
58) 질문은 ‘캄보디아 기수 미나가 “언니는 할머니가 중국인이라서 중국 문화를 잘 알아.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양쪽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어서 일하는 데

도 좋은 점이 많거든.”이라는 말에서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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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답에 [3차_준비 단계_VR3_10] 학습자는 중국 문화와 캄보디아 문화, 두 문화의 경

험을 가진 미나의 입장, 즉 미나의 직업인 가수로서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두 문화

를 이해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였다. 이후 그룹 토론에서 시아가

캄보디아의 외갓집에 방문한 후 엄마에 대한 생각이 “엄마가 캄보디아 사람이고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알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그렇게 이

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갔다 오고 나서 엄마를 캄보디아인

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거죠. 존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자랐고 지

금 사람으로 변했는지 깨달았어요.”라며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고 답하였다. 이 토

론에서 학습자는 미나와 시아의 상호소통을 통해 시아가 전에 미처 생각해보지 못

했던 다문화 이해의 장점을 인지하고 시아의 입장에서 시아 엄마의 문화를 이해하

는 것이 타자를 타자로서, 타문화를 타문화로서 받아들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것을 이해하였다. 이에 학습자 자신의 견해를 더해 시아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한 부분과 엄마에 대한 오해를 해소함으로써 엄마를 포함해 캄보디아 문화를 존

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볼 수 있다.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VI_10: 엄마가 어디서 살았고 엄마가 무엇을 보고 배우고

자랐는지 알 수 있어요. 엄마의 어릴 적 모습, 어렸을 때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엄마의 사람, 성격이나를 알 수 있으니까 시아가 엄마를 더 이해

할 수 있었을거 같아요.

T: 시아의 경험뿐만 아니라 다문화를 이해하는 게 왜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VI_10: 왜냐면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 더 많은 사람을 이해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어디서 자랐고 무엇을

배우고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니까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는 것

도 더 좋아지고 서로 같이 있을 때 음...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게 쉬워지니까 그

런 거 같아요.

T: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소통이랑 문화를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VI_10: 소통을 잘하려면 먼저 사람을 이해해야지, 소통을

하는데 그 사람의 문화를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문

화를 알면 시아가 엄마를 더 알아가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아서 소통

을 잘할 수 있는 거 같아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VI_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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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VI_10] 학습자는 마지막 프로젝트 단계 중 인터뷰를 통

해 캄보디아에서 시아의 경험이 외국인인 엄마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

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엄마에 대해 무관심했던 시아의 태도가 엄마

의 가족들과 캄보디아 문화를 알아가면서 변하게 되었음을 이해했다. 이 활동을 통

해 학습자는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좁게는 자신의 친구들도

다문화가족이 많다는 것, 넓게는 우리 사회도 다문화사회임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어디서 자랐고 무엇을 배우고 그런 것을 이

해할 수 있고’에서 알 수 있듯이, 타자와 타문화와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타자가

자라온 배경과 속해 있는 사회, 타자의 문화적 배경 등을 이해함으로써 타자를 타

자 그 자체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는 깨달음을 표현하였다. 즉

타자를 통해 타문화를 이해하고 타문화를 통해 타자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학습

자는 상호문화적 실천을 행하고 타자를 문화적 존재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T: 10번 학습자가 만든 광고를 한 번 볼게

요. ‘서로 다른 점을 불구하고 함께 해요‘ 라
고 했는데 예를 들면, 뭘 함께 할 수 있을

까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VI_10: 여기서는 가

족을 만들고 한 곳에 살고 같이 소통하고

친구가 되고 그래서 ‘함께 해요’라고 했어요.

T: 여기(광고 포스터) 하트 그리고 밑에 사
람 그린 건 왜 그런 것에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VI_10: 사람 그린

건 다문화가족이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해서

그린 거고요. 하트 모양은 ‘함께 해요’에서

하나로 되는 것이에요. 다문화가족을 잘 이

해하려고 하고 다문화가정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이로운 거니까 편견을 가지지

말라고.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VI_10]

위의 과정을 거친 후, 10번 학습자는 자신의 프로젝트 결과물인 광고 포스터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재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 편견,

[그림 2] 3차_수행 단계_AD_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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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 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구성원들의 노력과 소통이 중요한 작용을 한

다는 인식을 드러내었다. 이는 학습자 자신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이 이와 같은 노

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을 광고를 통해 알리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다문화사회에서 자신의 모습을 성찰적으로 비추어보고 인지하

지 못했던 자신의 위치를 반성해보는 기회를 가졌다고 해석된다. 또한 ‘하나로 되

는 것이에요. 다문화가족을 잘 이해하려고 하고 다문화가정이 있다는 것이 우리 사

회에 이로운 거니까 편견을 가지지 말라고.’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 자신은 시아

처럼 다문화가족은 아니지만 자신 또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사회 구성

원으로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자와 어우러져 함께 한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모습을 보였다. 즉 학습자는 시아의 경험과 이에 대

해 다른 학습자와의 생각을 공유하고 광고 포스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문화적

주체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이를 우리 사회 속에서 긍정적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태

도를 보였다. 본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문화 정체성이 확립되었다는 모습을 보기는

어려웠지만 이를 형성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4) 문화 정체성 형성에 관여하는 요인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이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이들의 정서, 가치관, 신념

등을 표현하고 그 사회구성원들은 이를 담고 있는 가치체계, 행동, 상징 등을 상호

소통을 통해 감정과 생각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실천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문화적 공동체에서 언어와 문화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은 문화적 소속감을 형성한다. 따라서 ‘나’를 이해하는 것, ‘나’의 존재를

밝히는 것은 내가 속해 있고 나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공간에서 끊임없이 재조정되

고 재정의된다. 여기서 제3문화 아이들은 두 개 이상의 언어와 문화적 환경에서 타

자와 관계를 맺고 상호소통하며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즉 정체성을 형성하

는 데에는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3문화 아이들은 다른 나라에 옮겨 다님으로써 자신이 태어난 나라 또는 부모

의 나라, 해외에 거주했던 나라 등 자신의 ‘보금자리(home)’에 대해 항상 의문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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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 ‘나의 보금자리는 어디일까?’,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등에 관한 질

문들에 대해 자신을 뿌리가 없다(rootlessness)고 생각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다른 방식으로 보금자리에 대한 확고한 감각을 키우는데, 부모에 의

해 옮겨 다니는 지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계로 정의하는 것59)이 제3문화 아이들

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타자와의 소통이 언어로 이루어

짐을 자연스레 인식한다. 이 항에서는 학습자의 사례를 통해 언어적 측면에 대한

편파적인 사고로 인한 문화 정체성 형성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지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조사에 참여했던 학습자 중 아래의 학습자들은 언어적 역할로 인해 자기 자

신이 어떤 나라의 사람인지를 생각해보고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타자와 소

통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나’ 자신에 대한 관찰과 자아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

였다. 그러나 이 학습자들에게서 살펴볼 수 있듯이 언어적인 요인에서 오는 단편적

인 측면에서의 문화 정체성으로 나아가는 시각만 관찰되었다.

(저는) 반 한국인 반 중국인인거 같습니다.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제 중국어 실력

때문에 중국인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한국말도 섞어서

하기 때문에 한국인이란 걸 알았죠. 저는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니까 사람

들이 반 한국인, 반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3차_준비 단계_VR1_15]

제 여권을 보면 호주하고 한국이랑 있는데,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 지금은
한국 시민이자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아무리 여권이 한국이 아니고

해외에서 살아도 어렸을 때에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거의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썼으니까, [3차_준비 단계_VR1_13]

위 두 학습자의 경우 3차 조사의 프로젝트 준비 단계 중 첫 번째 비디오인 ‘너와

내가 만날 때: Where are you from?’에서 한국계 러시아인인 빅토르 초이, 미국의

9/11 테러에 뛰어들어 많은 미국인들을 구한 미국인인 파키스탄계 모하마드 등 다

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학습자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

한 질문을 통해 이들은 지금의 다문화사회에서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문화적

59) D. C. Pollock et al., 위의 책, 2017, pp.18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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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 학습자들은 언어적 요인을 중심으

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려는 의지가 강해 다른 문화적 요소로 인해 변화하는 지

점은 찾을 수 없었다.

[3차_준비 단계_VR1_15] 학습자는 앞항의 11번 학습자와 같이 아버지가 한국인

이고 어머니가 중국인이지만 부모님의 국적과 양쪽 나라에서 살았던 경험에 의해

자신을 인지했던 11번 학습자와는 달리, 자신의 언어적 능력, 중국어와 한국어의

구사 능력에 따라 자신을 ‘반 한국인, 반 중국인’이라고 말하였다. [3차_준비 단계

_VR1_13] 학습자 또한 호주에서 4년 거주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번 학습

자와 같이 ‘한국어를 거의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썼으니까’에서 알 수 있듯이, 한

국어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사실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의 인식

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개별 면담 시간에 캐나다에서 거주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생활에

서 느끼는 답답함, 불편함, 힘듦 등 심리적인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한 학습자의

이야기이다.

영어가 편해요. 캐나다에서 있다가 한국에서 살 때 어색했어요. 다른 사람이랑 이

야기할 때 영어가 많이 나와서 이야기를 아예 안 했어요. 저는 캐나다 문화인거 같

아요. 엄마한테 영어로 이야기한 다음에 엄마가 사람들한테 한국어로 이야기해줬어

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친구랑 전화하려고 했는데 말을 잘 못해서 친구한테 미안

했어요. (중략) 밖에서 혼자서 놀고 있는데 친구들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한국어로

막 이야기 한 다음에 한국어 못한다고 막 놀렸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P1_I_8]

[P1_I_8] 학습자의 경우 예비 조사 중 인터뷰에서 언어의 사용이 어려워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심리를 이야기하였다. 이 학습자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

여 한국 사람들과 대화할 때 힘들어서 어머니의 도움을 요청했었던 기억을 떠올리

며 한국 문화를 인식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언어는 문화적 공동체

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가지는 문화적 사고방식, 가치관, 행동 등이 반영된 문화적

의미를 소통하기 위한 도구이며, 이러한 언어는 상호문화적 소통과 적응을 효과적

으로 가능하게 한다. 일시 체류자에게 언어는 그 문화에 출입하는 방법이고, 강한

언어적 실력을 얻는 것은 문화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를 말한다. 또한 언어적 능력

의 부족은 사회적 고립과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60) 즉 이 학습자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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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한 한국 사회에서 한국어로 타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한국 문화를 이

해하고 이에 사회적 적응과 심리적 적응 또한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을 캐나다 문화에 속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언어 숙달도가 떨

어져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상대적으로 영어를 편안하게

느끼며, 영어를 통해 쉽게 소통했던 기억을 바탕으로 캐나다 문화가 중심이 된 문

화적 정체성을 인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8번 학습자는 캐나다에서 5년 거주 후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난 학습자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학습자들과 비교하여 한국어 숙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였다. 이로 인해 수업에서 때로는 설명을 다시 해주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수

업 활동지에 영어로 답할 수 있게 하였다. 캐나다와 한국 문화의 차이에 대한 학습

자의 인식은 주로 언어적 요인으로 인한 경험이 많았다. 앞항에서 1차 조사의 프로

젝트 계획 단계에서 다른 학습자와 한국에서의 문화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

하였을 때 “나랑 좀 비슷한 건가... 잠깐, 그럼 난 뭐야? 캐나다(인)이야? 한국(인)

이야?”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학습자는 문화 수업에서 다른 학습자들과 자신의 문

화적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타자가 바라보는 타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다

시 생각해보면서 자신을 바라보는 문화적 관점을 다시 조명하게 된 것이다. 정체성

에 대한 진지한 탐색의 시작은 타자와의 상호소통을 통해 타자의 경험에 공감하고

자신의 상황에서 비교해보려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대

한 문화충격과 사회적 거리감을 줄여서 문화적 정체성 혼란의 가중 현상에 긍정적

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의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60) M. Paige, 위의 책, 1993,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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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외국인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설계

이 장에서는 Ⅱ장의 상호문화교육의 이론적 전제와 Ⅲ장에서 분석하였던 학습자

들의 상호문화적 적응 양상을 바탕으로 상호문화교육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균형적인 상호문화이해 능력과 주체적인 제3문화 정체성 함양을 위한 상호문

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각자의 제3문화 영역에서 다른 문화적 환경과 문화적 경험

에 의해 문화에 대한 인지 능력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타자와의 교류와 상호소

통을 통해 학습자는 문화충격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적 또는 외적 갈등을 겪으며

문화적 주체로서 자신을 탐색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타자가

모인 문화적 공동체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인 태도를 기르고 주체적인 문화 정체성

을 형성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1. 외국인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목표

본 연구는 외국인학교 청소년이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을 통해 자신의 문화

와 타문화를 어떻게 인지하는지와 그 과정에서 타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문화적

주체로서 다문화사회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상호문화이해 능력과 문화 정체

성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해보면 학습자

가 자라온 문화적 배경과 현재 겪는 상황을 바탕으로 타자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또 다른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에서 이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문화적 인식을 발

견할 수 있도록 문화적 주체로서 실천적인 자세를 발전시킬 수 있는 상호문화교육

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상호문화적 능력과 태도는 외국인학교라는 문화적 공동체의 공간에

서 학습자가 개방적인 태도로 상호문화적 관계를 맺고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고 보았다. 이러한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은 학습자가 수업에서 주체가 되

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다

른 학습자들과 협동하여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학습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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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장의 이론적 전제와 Ⅲ장의 수업을 통해 외국인학교 청소년이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수업에서 문화적 주체로서 상호문화적 관점을 갖고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

를 비교-이해하는 상호문화적 능력이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학

습자가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사이영역과 자신과 타자의 사이영역에서 문

화적 위치를 조정하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상호문화적 능력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분적으로나마 한국 문화를 제1문화, 성장기에 거주했던 해외 국가의 문화

를 제2문화, 그리고 다중문화 현상 속에서 혼종된 문화를 제3문화로 여기는 이들이

겪는 문화 인식에 대한 어려움과 문화적 혼란, 모호한 정체성이 상호교류를 통해

지나치게 유연했던 상호문화적 관점의 변화와 주체적인 제3문화 정체성 형성의 과

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학습자는 상대적인 시각으로 타문화를 인식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성찰적으

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문화적 지식을 자기화하고 문화의 타자성을 포착하는

과정을 통해 제3문화 아이들로서 가지는 문화 인식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문

화적 기준을 세우며 자문화와 타문화를 능동적인 태도로 바라볼 수 있다.1)

둘째, 학습자는 문화적 주체로서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방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

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 주체들과 함께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러한 다중문화

적 현상에서 문화적 혼란을 극복하며 문화에 대한 시각을 조정할 수 있다.

셋째, 학습자는 균형적인 상호문화이해 능력과 주체적인 문화 정체성을 형성하도

록 자신의 문화적 위치와 역할을 탐구할 수 있다. 상호문화적 환경에서 자신의 고

유한 정체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측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고2) 상호문화적 실천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1) M. Byram et al., Develop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n Practice, Multilingual
Matters, 2001, p.5.

2) B. H. Spitzberg & G. Changnon, Conceptualizing Intercultural Competence, in D. K,
Deardorff (Ed.), The SAGE Handbook of Intercultural Competence, SAGE Publications,
Inc., 2009,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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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인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내용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청소년을 위

한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장에서의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적응

양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긍정적인 문화 인식과 상호문화이해

의 반응을 참고하여 이들이 느끼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학습에

서의 미흡한 부분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교육적 처치를 하였다. 이에 학습자가 문화

적 주체로서 균형적인 상호문화적 능력을 함양하고 주체적인 제3문화 정체성을 형

성을 위한 교육의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외국인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을 ‘문화의 타자성과 다양성의 성찰’, ‘문화 주체로서의

개방적 시각 조정’, ‘문화적 정체성의 균형감 형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1) 문화의 타자성과 다양성의 성찰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는 어릴 적 해외에 살면서 타문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문화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의 사회문화적 환경과

그 공동체의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문화를 체득하게 되면서 제3문화를 자신의 문

화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현상은 타자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문화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Ⅱ장의 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화적

지식과 자신의 사고방식, 가치관, 가치체계 등과 연결 지어 생각하지 못하고 학습

자 자신이 겪은 경험 자체에 대한 편파적인 판단에만 머무르는 모습을 보인다.

독일 애들은 친절하고 좋았는데 한국 애들은 너무 자기주의자인 것 같아요. 욕도

많이 해요. (중략) 또 한국 학원에서 선행학습도 어렵고 학교에서 공부도 어려웠어

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 가기 싫은 적도 있었는데.. 그냥 다녀야 하니까 다녔어요.

[2차_준비 단계_I_20]

위의 개별 면담에서 [2차_준비 단계_I_20] 학습자는 독일에서 5년 살다가 한국으

로 돌아온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큰 기대로 인해 3년 동안 한국학교에 다녔다고

하였다. 이에 이 학습자는 외국인학교로 바로 온 학습자들과는 달리 한국학교의 경



- 90 -

험으로 인해 한국 친구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설문

조사에서 ‘독일에서 유치원에 다닐 때 어떤 애가 나를 놀린 적이 있었다. 그 때 나

는 순수하고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그 애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는데 그 일로 인해 하루 동안 정말 어색한 적이 있었지만, 다음 날 화해했다.’

라며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학교에서 문화적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학습자는 자신이 처음에 외모가 다르고 언어를 잘하지 못하여 독일 친구에게 놀림

당했던 일을 말하면서 이를 한국학교에서 겪은 경험과 비교하였다. 청소년기의 학

습자는 또래 친구들과 학교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국학교에서 겪었던

친구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 문화에 대한 편견 또는 고정관념이 생길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이 지속될 경우 문화를 인식할 때 형성되는 기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편파적인 문화적 가치관의 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적 상황

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그 문화의 특성, 가치, 사고방식, 행동 등과 이를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문화

의 사회구성원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갈등은 학습자가 자

신의 문화와 한국 문화, 타문화에 대한 가치관, 가치체계 등을 지식적인 측면에서

인식하지 못하여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는 해외에서 겪었던 경험과

한국에 돌아와 겪었던 문화적 차이를 타자와 공유할 기회가 없어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세운 가치체계나 기준으로 타자와 타문화를 해석하려고 했던 것

이다. 따라서 문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지식을 확립하고 자신의 문화

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올바르게 판

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타문화의 가치를 인지

할 수 있게 되며 문화 간의 차이를 바라보는 문화적 감각 또한 기를 수 있게 된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타자와의 상호소통을 통해 타자의 문화가 자신의 문화와

비슷하거나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타자가 바라보는 문화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학습자는 각 문화가 지니는 특성을 알고 문화의 타자성과

함께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습자 자신의 다

양한 문화적 관점을 기준으로 학습자는 자신이 겪은 경험을 되돌아보고 반성적인

기회를 가져 문화에 대한 균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문화 요소를 가지는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가 문화에 대한 균형 잡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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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기를 수 있는 문화적 지식을 소통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내용의 사실적 이

해를 위한 교육적 처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즉 타자와의 소통을 통한 문화의

타자성과 다양성의 성찰을 내용으로 교육하는 것은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를 능동

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하고 문화에 대한 성찰적 인식을 가

능하게 하여 이들의 문화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문화 주체로서의 개방적 시각 조정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해외에 거주할 때 타자의 시선에서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

념을 느끼는 문화적 경험을 하거나, 해외 거주 후 한국으로 재입국했을 때 한국의

문화와 자신이 지닌 문화와의 차이를 경험하는 등 문화 적응과정에서 문화충격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는 과정

에서 타자와의 동일성 또는 이질성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문화적 기준을

타자와 소통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문화적 시각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학습자들은 해외에 살 때 또는 한국에 돌아온 후 겪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경험

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서 [1차_준비 단계_GD_5] 학습자는 외국

인 친구 가족이 자신을 ‘한국인’으로서 잘 먹는 음식, ‘한국인은 매운 음식을 잘 먹

는다’ 등 한국인에 대한 편견 또는 고정관념으로 일반화하여 바라본다고 생각하였

다. 이 학습자는 이것이 타자의 시선에서 보이는 자신의 모습, 자신에 대한 편견이

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문화적 충격을 받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1차_준비

단계_GD_4] 학습자는 베트남 거주 기간이 길지만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와 5번 학습자와 비슷하

게 김치를 먹지 않는다고 할머니에게 꾸중을 들었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여기서 4

번 학습자는 5번 학습자의 문화적 경험을 인식한 후 자신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일

어났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두 학습자는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꼈

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각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 인식이 타자가 자신을 바라

보는 인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룹

토론에서 개인의 문화적 경험의 공유는 그룹 내에서의 문화 인식의 공유만 이루어

져 타문화에 대한 다양한 문화 인식이 공유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양한 문화적

인식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전체 토론 시간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 간의 비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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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문화 인식의 다각적인 방면

에서 재조정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과 수업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른 그룹에서는 외국(인)이 가진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의 주제에 관해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였는데, [1차_준비 단계_GD_2] 학습자가 겪은 한국인

의 작은 키와 관련한 경험 공유에 [1차_준비 단계_GD_3] 학습자는 ‘미국인은 키가

크다’라는 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자신의 잘못된 문화적 시각이라는 것을 인지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상대방의 문화적 경험에 비추어 학습자 자신의 관점

을 다시 살펴보면서 재조정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즉 학습자는 타자와의 교류와 상

호소통을 통해 타자의 문화적 경험과 관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해소하

려는 문화적 인식을 변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정리하면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적 경험을 토대로 문화적 인식을 형성하고 이 기

준으로 타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된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문화 인식은 타

자와의 상호소통으로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다른 관점에서의 시각을 발견하게 된

다. 따라서 학습자의 다양한 문화적 시각을 열린 태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문화 주체로서 개방적 시각 조정’을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 교사의 역할

과 수업 설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3) 문화적 정체성의 균형감 형성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어릴 때 해외 거주를 경험한 후 한국으로 재입국하여 새로

운 문화적 공동체에서 타문화를 만난다. 또한 자신이 생각했던 문화와는 다른 한국

문화 속에서 느껴지는 시선으로 문화충격을 받기도 하고 문화 적응과정에서 두려

움을 가지기도 한다. 즉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부모의 문화를 부분적으로 제1문화,

성장기에 거주했던 해외 국가의 문화를 제2문화, 다중현상에서의 혼종된 문화를 제

3문화로 여기게 되어 문화적 혼란을 겪고 이에 따라 문화 인식에 대한 어려움과

모호한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거리감과 혼란 속에서 균형 잡힌 문화적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문화적 주체로서 자신을 알아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한다.

Ⅲ장의 분석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해외에 거주하였던 생활방식에서의 적응으로

영어가 한국어보다 더 편하여 한국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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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인지하여 긍정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문화적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생각나요. 저는 한국어를 거의 까먹고

친구들도 없어서 뭐랄까..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좀 더 두려운 경험

이었다고 해야할까 왜냐면 저한테는 모든 게 다 새로웠거든요. 제가 겪은 갈등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학교에 다닐 때 중국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남자애들이

이렇게 찢어진 눈을 mimic해서 그게 엄청 rude한 건데. 그래서 사이도 안 좋아지

고 했지만 왜 저럴까 하는 생각은 했어요. (중략) 한국와서 동생이랑 영어가 편해

서 쓰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rude하다고

생각해서 힘들고 친구 사귀는 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런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제가 착각했더라고요. 서로 잘 모르고 달랐던 건데... [2차_평가 및 발표 단계_I_7]

위 학습자는 미국에서 4년 반 동안 지내다가 한국으로 재입국하여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학습자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면서 자신

이 겪은 경험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이라고 인지하고 처음에는 정서적

인 불안을 일으키면서 문화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타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타자의

의도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고

자신이 겪은 것이 무례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편견, 즉 오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익숙하지 않은 것에 익숙해지는 것, 몰랐던 것에서

알아가는 것으로 문화 인식을 변화시키고 타자의 문화적 관점을 존중하면서 학습

자 자신의 균형적인 문화 인식을 기르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반면 Ⅲ장의 분석에 따르면 일부 학습자들은 언어적인 측면에서의 한계점을 느

껴 문화적 공동체에서의 ‘나’를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학습자들은 언어의

구사력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 자신이 가지는 문화적 배경 또는

경험을 배제하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또한

다른 학습자는 한국에서 한국어가 어려워 타자와 소통하는 것에 심리적인 불편함

을 느꼈다. 이 같은 관점, 즉 자신을 언어 구사력에 의해 규정하고 자신이 누구인

지에 대한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 학습자는 자신은 한국인이 아니라는 인식

을 하였다. 이로 인해 이 학습자는 캐나다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에서 타자의 편파

적인 시선으로 인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타인의 관점에 영향을 받아 정체성을

인식하려는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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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청소년은 타자의 시선, 타자와의 상호소통으로 긍정적인 영향도 받지

만 부정적인 영향 또한 크게 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학습자는 이러한 문화

인식의 조정과정을 통해 타자와의 교류와 만남 속에서 자신을 공동체 내에서 하나

의 주체로 인정하게 된다. 즉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인

것이다. 청소년기 학습자의 정체성은 학습자가 속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함께 소통

하는 타자와의 관계, 이들이 가지는 사고방식, 가치관, 가치체계 등과 밀접한 관계

를 가지며, 이 요소들에 의해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해지는 학교라는

환경에서 문화적 인식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

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 문화적 균형은 또한 학습자로 하여금 주체적인 문화

정체성의 감각을 기를 수 있게 하여 어떤 변화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학습

자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이에 적합한 문화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도와줘야 할 것

이다.

3. 외국인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방법

이 절에서는 앞서 논의한 상호문화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반영하고 학습자의 상

호교류와 소통이 더 활성화되도록 실제 수업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 설계를 구안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

은 학습자의 해외 체류 국가와 기간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모어 또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등 언어적 배경과 관련한 한국어 능력과 학습 배경 등의

다양성이다. 체류한 해외 국가가 동일하다고 하여, 또는 체류 기간의 길이가 비슷

하다고 하여 학습자의 상호문화이해 능력이나 문화 적응 양상이 동일하게 나오지

는 않았다.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학습자의 타문화 및 한국 문화에 대한 노출, 접

촉, 소통 등 학습자가 그동안 받아온 문화 인식에의 여러 영향을 파악하고 이로 인

해 학습자가 경험하는 한계점과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수-학습을 설계해야 한다.

프로젝트 기반학습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방법으로 학습자의 주체적인 태도와 스

스로 탐구하고 해결하려는 학습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활동이다. 여기서 교사는 조

력자로서 학습자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교육과정에 맞는 목표와 상호문화교육에

서 지향하는 바를 실행하기 위해 학습자의 특수성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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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언어 사용과 언어 공부 사이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을 확대하도록 도와주고 진행하는 역할이다. 여기서 의사소통 능력이라 함은 학습

자의 사고방식, 가치관, 행동 등 문화에 대한 견해, 타문화와의 상호소통할 수 있는

능력,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 문화적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능력 등 언어적인 능력에

만 국한되지 않고 타자 및 타문화와의 실제적인 상호교류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통틀어 말한다.

1차와 2차 조사의 한계점과 문제점을 반영하여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을 설

계하고 이러한 교육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검증 수업을 실행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문화 영상 자료의 사용, 교사의 역할, 전체 토론 시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학교 청소년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수업의 단계는 장한업이

제시한 상호문화교육3)과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 절차를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중심으로 상호문화교육의 방법을 ‘문화적 지식 공

유를 위한 탐구 활동’, ‘상호문화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하기’, ‘상호문화 실천

에 대한 자기 점검하기’로 제시하고자 한다.

(1) 문화적 지식 공유를 위한 탐구 활동

상호문화교육을 통해 문화와 문화의 만남 속에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과

정에서 학습자는 타자를 통해 문화가 가지는 이질성을 인지하게 된다. 상호문화교

육은 학습자가 상호문화적 능력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상호문화

적 능력의 구성 요소 중 세르큐의 ‘지식’ 개념에 주목할 수 있다. 세르큐가 제시하

는 ‘지식’은 문화와 관련된 믿음, 의미, 행동 등 일반적이고 특정한 지식, 자신과 타

자가 가지는 문화에 대한 지식 등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해외 거주 동안 제3문화라는 문화적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체험하고 습득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관점, 기준 등 문화적 지식이 부족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나라와 한국을 오가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한국 문화에 대한, 즉 다중문화 현상에서 지나치게 유연한 태도를 가져 자신의 문

화와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타문화를 바라보는

3) 장한업(2014)은 상호문화교육의 방법을 4단계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자문화 인식 단계,
타문화 발견 단계, 양문화 비교 단계, 타문화 관용(수용)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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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이 문화적 지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자신

의 기준점이 부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

득하기 위해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화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하며 탐

구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

학습자는 문화적 요소 또는 내용이 반영된 자료를 통해 반영된 문화를 깊이 있

게 바라보면서 자신과 다른 문화의 관점을 인지하고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알

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문화에 대한 생각의 교류를 하면서 자신의 문화적 기준을 탐

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실제성이 있는 자료를 통해 자신이 바라보거나 경험하는

문화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여 문화적 상황과 비교하여 경험해볼 수 있으며, 이러

한 상호문화적 환경을 통해 문화적 지식을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구성하고 주체

적으로 공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학교 학습자가 수행한 프로젝트 기반학습 활동 중 한국 사회에

서의 다문화가족의 예를 영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시아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로서

영상을 시청하는 학습자들과 같은 6학년 학생인데, 수업을 함께하는 학습자들 중

몇몇은 다문화가족이라는 자신의 상황과 적극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학

습자들은 시아와 자신의 친구들을 보며 다문화가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다문화

에 대한 지식을 능동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타자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타자 또는 타문화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인지하게 되면

서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이같이 학습자가 시아의 입장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과 비교해보는 시간과 다른 학습자와 문화적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과정, 즉 문화 학습에서 탐구할 수 있는 과정이 요구

된다.

검증 수업의 준비 단계에서는 각 학습자가 비디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스스로 공유해 볼 수 있도록 비디오 질문을 통해 시간

을 주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문화적 지식을 자기화하고

다문화에 대한 현실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성찰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자는

‘나 홀로 외갓집에’를 보고 시아 엄마가 외국인이란 이유로 겪은 다문화가족에 대

한 편견의 시선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다문화에 대한

문화적 지식을 확립하고 자신의 상황에 비추어 다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

지에 대해 탐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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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 엄마가 외국인 이기 때문에 시아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질문이나

편견을 많이 받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 시아는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한국

사람과 다르게 생겨서 한국에 가면 친구들이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볼수도 있습니

다. 다음으로, 시아 엄마와 아빠가 외국인이여서 시아도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습니

다. ㉢ 어떤 친구들은 외국인또는 캄보디아인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시아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외국인을 보면 처다보던가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 할수 있어서 입

니다. 2가지 문화를 이해하면 그 나라의 사람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의견들을

더 쉽게 받아 드릴수 있습니다. ㉤ 저도 중국과 한국에 다문화 가족 이어서 좋은

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중국와 한국에 대해 이해를 해서 중국또는 한국 사람을 만

나면 모두다 친해질수 있는것 같습니다. [3차_준비 단계_VR1_VR2_2]

위의 학습자는 먼저 ㉠에서 다문화가족이기 때문에 시아가 편견을 경험할 수 있

는 가능성을 파악하고 어떠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였다. 이

학습자는 영상에서 시아 엄마가 자신이 외국인이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이

시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에 대해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

인이라서’, ‘외국인을 보면’이라고 한 것은 학습자가 다문화가족은 외국인과 한국인

의 가정이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시아도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시아도 외국인과 같은 사회적 처우를 받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에서는 시아의 캄보디아 방문으로 인한 엄마의 가족들과 캄보디아 사람

들과의 만남과 교류, 그리고 중국인인 캄보디아 가수 미나와의 만남을 통해 학습자

가 캄보디아와 중국,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타자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는 것

임을 인식하였다. 즉 한국 문화가 더 친숙한 시아가 캄보디아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엄마를 잘 이해하게 되고, 한국 사회에서 엄마가 느끼는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에서는 학습자가 시아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이 겪는 사회적 갈등,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 느끼는 소속감 또는

받아들임 등에 능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학습자 자신이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보이는 적극적 태도이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학습자는 자신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느끼는 정서가 시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자신 스스로와 공유하면서 문화에 대한 타자성과 인식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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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차 조사에서 학습자가 「꽉 막힌 생각, 뻥 뚫린 생각」이라는 작품을 읽고

고정관념의 개념적 의미는 이해하였지만 사회적 환경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연

관성을 찾지 못하고 자기화하지 못한 반응과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1차 조사의

준비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작품을 읽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자신의 경험과 관련

하여 문화적 지식을 자기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문학

작품의 내용에서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지 못하고 일반적인 지식에 대

한 이해에만 머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구체화

하고 이를 자기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차 조사에서는 수업 시간을 통해 학습자가 다른 학습자와 문화적 경험

과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의 내용에 대한 이해, 내용에 담긴 문화 요소의 지식, 자신의

생각과 경험 등을 서술하기보다 이를 타자와 공유해봄으로써 학습자는 자기 인지

를 성찰적으로 탐구해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상호문화적 교류의 환경을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줌으로써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 간의 사이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타자의 다른 문화적 관점, 가치관 등을 인지하고 다른 문화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는 검증

수업을 통해 문화적 지식과 더불어 자신의 문화적 가치체계를 자신의 다문화적인

상황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타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과의 동일성을 발견

하였다.

반면 학습자가 자신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

는 문화에 대한 보편성, 사회의 일부분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삶과 연관 짓지 못하

여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학

습자 자신의 상황과 영상의 등장인물이 겪는 상황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할 경

우 자신의 삶에 비추어 깊게 생각하는 문화적 인식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아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시아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질문이나 편
견은 ㉠ 시아가 보통 애들이랑 다르니까 시아한테 보통 애들한테 대하는거와 다르

게 대할수도 있습니다. 양쪽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 양쪽 문화를

이해하면 부모님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나중에 꿈이 생겼을 때 양쪽 문화를 경

험한게 도움이 될수있기 때문입니다. [3차_준비 단계_VR1_VR2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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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학습자는 시아와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해를 하는 데에

그쳤고, 학습자가 말하는 시아는 ‘보통 애들’과 차이가 있다는 인식(㉠)에서 사회적

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학생과 다른 존재로 판단하였

다. 이는 학습자가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반영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학습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거주했던 경험보다 자신이 태어

난 곳과 부모님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신 또한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더 중요시

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확고한 문화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는 학습자가

시아와 자신의 문화적 상황을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인지하여 보인 반응(㉡)이다. 즉

학습자는 자신의 삶과 연관성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 시아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

여 보편적인 문화적인 맥락을 외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우에는

학습자가 타자와의 능동적인 소통을 통해 자신 가까이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동료

학습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다시 성찰할 수 있도록 안내하

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학습자가 겪는 문화적 상황도 자신의 삶의 세계와 밀

접한 관련이 있도록 접근하게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많을지라도 이에 비례하여 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는 상대적으로 상호문화적인 경험에 의한 유연성은 있으

나 과도하게 유연하여 문화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비

슷한 맥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문화적 실제성을 가진 자료를 통해 그

안에 담긴 문화를 자기 삶의 맥락에서 비추어보고 타자와 타문화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겪는 차이를 인식하고 수용하게 됨으로써 문화의 상대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여기서 자료에 반영된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비교한 후 다

른 학습자들과 생각을 교류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즉 학습자가 영상의 등장

인물과 자신, 동료 학습자 간의 문화적 맥락에서 지식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자신

의 삶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문화적 지식을 통한 탐구 활동은 문화의 타자성을 인

지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의 인식 형성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서 의미가 있다.

(2) 상호문화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하기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문화에 대한 타자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알

아가면서 자신의 문화적 시각을 다각화하게 이끄는 문화 경험이 필요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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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경험은 문화적 주체로서의 다른 학습자들과의 상호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타자와 문화 인식의 동질성 또는 이질성을 느끼고 차이

속에서 서로의 삶의 방식과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모란에 따르면 문화 경험은 맥락, 교육과정, 학습자, 교사 등의 요인들에 따라 다

양하다. 문화적 정보, 특정한 문화적 행동과 문화적 관점은 학습자 개인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들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문화적 정보를 모으

고 문화적 행동을 발전시킨다. 또한 문화적 설명을 발견하여 자기 인식을 성장시킨

다. 즉 이러한 활동이 문화 경험에서 핵심적인 요인들이 되는 것이다.4) 따라서 자

신의 문화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한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관점과 인식의 성장은 교

실에서 일어나는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며, 학습자들의 대화를 통한 소통과 상호작

용은 문화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화 경험은 문화 내용, 학습자가 이 문화 내용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활동들, 의

도하거나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물, 학습 맥락과 교사가 학습자와의 관계를 발전시

키려는 본성으로 구성되어 진다.5) 여기서 문화 내용은 가치관, 갈등, 사고방식 등

의 차이에서 오는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등을 포함하는 관념문화이며, 활동은 이

내용을 반영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들이다. 결과물은 프로젝트 결과

학습자가 생산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학습자가 다문화에 대한 편견 또는 고정관

념을 없애기 위한 광고 제작이며, 학습 맥락은 수업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학습자

와 영상의 등장인물과의 교류, 학습자 내적 교류, 학습자와 동료 학습자 간의 교류,

학습자와 교사의 교류가 일어나는 과정을 포함하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

상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문화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시각을 다각화할 수

있으므로 수업 환경인 학습 공동체에서의 상호문화적 교류가 능동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상호문화교육에서의 상호문화성을 실천하기 위해 학습자는 타자와

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타문화의 존재를 인식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상

호작용을 통해 타문화의 이질성을 공감하는 공간, 즉 학습 공동체에서의 상호문화

적 소통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이러한 상호문화적 소통능력은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문화적 관점과 가치를 존중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며,

4) P. R. Moran, 위의 책, 2001, pp.21-22.
5) P. R. Moran, 위의 책, 2001,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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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함양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의식 토론’ 수업이 유효한 방법이라 하였다.6) 일

반적인 찬반의 대립토론 형식이 아닌 문화 자체 또는 문화적 경험에서 오는 사고

방식, 가치관 등의 차이를 공유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으며, 존중과 열

린 태도를 가지고 타자의 이질성에 대해 다각화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

는 목표의 토론 수업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타수업에서의 토론 경험이 있으나

문화 자체에 대한 교육이 없어 자신의 문화적 경험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 또한 없

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검증 수업의 계획 단계에서 문화 학습 자료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각 학습자가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그 질문에 다른 학습자들이 자신

의 생각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먼저 학습자는 비디오 리뷰에 대한 질

문의 답을 다른 학습자와 토론을 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자신의 문화적 경험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즉 토론 시간을 충분히 가져 학습자

가 타자와 상호소통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학습자의 경험에 따라 주체

적인 토론을 이끌어나가도록 수업을 설정하였다.

다음은 준비 단계에서 ‘나 홀로 외갓집에 1부와 2부’의 영상을 본 후 계획 단계

에서 비디오 리뷰 질문 중 학습자가 제기한 질문으로 선택하여 토론한 수업 장면

이다. 질문은 ‘시아가 캄보디아에 가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증조할머니와 지내면

서 엄마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에 대한 것이었다. 이 토론은 학습자

의 문화적 경험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시아가 타자로 느꼈던 엄마에 대한

생각이 문화적 경험으로 인해 어떻게 바뀌었을까에 대한 것으로 이어져 타자와의

교류가 타자를 이해하는 데에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3차_계획 단계_GD_8: 엄마에 대한 respect이 생겼어. 캄보디아에서 엄마가 일을 많

이 했고 (할아버지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집안일이랑 일이랑 많이 했으니까.

3차_계획 단계_GD_2: 음… respect도 생겼겠지만 엄마랑 비슷한 사람들이니까 엄

마의 가족이고 캄보다아 사람이니까 엄마랑 비슷할 거 아니야. 자기 엄마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해야 하나 좀 그런걸… 이해를 잘 못 했는
데 자기 엄마만 캄보디아인이었으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의 특징을 알게 되어서

6) 조용길, 「상호문화성 배양을 위한 토론교육 방안」, 『독어교육』 62, 한국독어독문학교

육학회, 2015, pp.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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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를 더 잘 이해하게 된거 같아.

3차_계획 단계_GD_6: 그니까~ 가족이면 닮기도 하고 비슷비슷하잖아. 성격도 할아

버지 할머니가 시아를 이쁘고 엄마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할아버

지, 할머니가 (시아에게) 되게 잘해주셨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자기를 소중하게 생

각하지 않을까 하는거지. ‘엄마가 처음에 나를 얼마나...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

겠구나’ 하고... [3차_계획 단계_GD_2-6-8]

위의 토론 내용을 살펴보면 8번 학습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의 경험을 통해

엄마에 대한 존중이 생겼다고 하였다. 이는 표면적인 부분에서의 이해였다면 2번과

6번 학습자는 더 나아가 시아가 처음에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했던 경향과

비교하여 엄마의 시선에서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한 시아가 캄보디아에서 겪었던 경험, 즉 엄마의 가족들과의 경험으로 인해 캄보디

아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면서 엄마에 대한 생각 또한 긍정적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이때 교사의 질문에 따라 8번 학습자 및 이 학습자와 비슷한 생각에만

국한되어 있는 한계점을 가지는 학습자들을 위해 엄마의 관점에서 엄마가 타지에

서 살아가는 마음과 심리적 적응이 어떠한지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T: 여러분들이 말했던 이 생각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과 연결해서 가족과 떨

어져 있는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이 해외에 있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생

각해봐요.

3차_계획 단계_GD_8: 엄마의 마음... ㉠ 슬프고 그립고 가족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3차_계획 단계_GD_7: 내말이... ㉡ 엄마가 왜 캄보디아를 그리워했고 시아가 왜 그
런 (엄마의) 마음에 대해 알기를 바란 건지 알 거 같기도 해.

3차_계획 단계_GD_2: 그러니까 ㉢ 시아가 한국에만 있으면 캄보디아(나라)랑 (엄

마의) 가족에 대해 모르고… 가족에 대한 이해를, 엄마에 대한 이해를 못 했을 거

야.

3차_계획 단계_GD_8: ㉣ 엄마의 그리움을 (시아가) 이해한 거지. 그런 슬프고 걱정

하고 그립고. 이런 걸 respect해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가 나온 비디오 보
면서 울었던 거에서 그런 거지! ㉤ 첨에는 (시아가) 당황스러웠는데 이해한 거지?

[3차_계획 단계_GD_2-7-8]

위 장면에서 교사는 먼저 토론하였던 학습자들의 생각을 좀 더 확장시키고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다각화된 인식이 부족한 학습자를 위해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

보며, 장면을 쪼개어 단계적으로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토론을 이어가게 안

내하였다. 8번 학습자가 자신이 해외에 있었을 때의 경험을 상기시키려는 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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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에 따라 자신이 캐나다에서 엄마와 단둘이 생활하였을 때를 떠올린 듯하였다

(㉠). 또한 ㉡과 ㉢에서의 다른 학습자들의 생각에 대해 자신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영상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엄마의 마음을 시아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연결 지을 수 있었다(㉤). 이는 첫 번째 토론 장면에서의

질문과 위의 토론과의 연관성을 발견하여 자신이 바라보는 엄마에 대한 관점, 시아

가 바라보는 엄마에 대한 관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시선에 비추어 바라보는 자신

과 시아에 대한 관점을 탐구하고 해석하는 반응을 보였다.

8번 학습자의 문화 반응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1차 조사에서는 한국인의

시선에서 바라본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문화에 대해 ‘보이는 측면’에만 집

중하여 문화에 대한 내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자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즉 문화적 인지가 부족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타자와 타문화에 대한 이해 자체가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더해 정체성

에 대한 혼란도 보였는데 이는 자신을 바라보는 문화적 기준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3차 조사에서는 위의 학습자 반응에

서 볼 수 있듯이, 시아라는 인물을 통해 엄마와의 관계에서 타자에 대한 문화적 상

황을 이해하고 심리적 공감을 느끼는 것으로 타자에 대한 이해가 증감하였다. 이는

문화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에서 발전하여 나아가 학습자의 타자를 바라보는 시선,

문화 인식에 대한 관점이 형성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와의

생각과 경험의 교류를 통해 점진적으로 타자를 이해하고 타자의 문화적 관점을 인

지하게 되었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이 문화 자체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연관

짓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자신의

삶과 연결 지어 자기 인식을 하게 된다. 내용적 측면에서의 문화를 이해했다고 생

각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타자 앞에서 전달하는 형식을 통해 문화를 이해하고 타

자의 관점에서 관찰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문화의 시각을 다시

탐구해보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 타자와의 생각나누기, 즉 상호소

통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토론수업을 통해 문화적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교수-학습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학습자가 수업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편견 또는 고정관념

의 시선에서 비판적인 관점을 형성하여 문화적 주체로서의 자아 인식 형성을 위한

방향성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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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문화 실천에 대한 자기 점검하기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자신의 문화와 한국 문화, 그리고 타자의 제3문화 사이에서

문화적 인식에 혼란을 겪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의 편견적인 시선으

로 인해 문화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자신을 발견해나가기

도 하고 오히려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적 혼란과 충격

속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편파적인 문화적 관점을 읽어내어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보였다. 즉 문화에 대한 인식과 적응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성찰적으로 찾아가면

서 과도하게 유연성 있는 상호문화적 태도에서 균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학습자가 이러한 갈등 또는 혼란 속에서 문화적 인식을 형성하는 과정을 겪는

것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과 연관된다. 특히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문화 자체에 대한 이해를 확립하고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을 겪는 동시에 자

신의 문화적 경험을 토대로 형성된 자기 문화 인식 체계와 한국 문화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의 편견적인 시선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문화에 대한 탐색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와 문화적 가치체계를 내면화하고 자신의

경험에 기반한 문화적 인식을 성찰하게 됨으로써 그 문화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이해하며 주체적인 문화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정체성 형성은 타자와의 끊임없는 접촉과 만남의 결과이며, 이러한 교류를 통해

자신을 인식하고 타자와의 관계, 사회구성원들과 사회 집단의 관계 속에서 자아상

을 형성하게 된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점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어떠한 상

으로서의 고정관념으로 구성된 것이다. 학습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은 고정관념

에 의한 사고방식에서 구성된 것으로 이 생각은 타인과의 변증법적 관계를 떠나서

는 존재하기 어렵다.7) 상호문화교육의 목표는 편견과 고정관념의 근원 자체를 없

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 알아보는 데 있다.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편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성찰적이고 상

호주관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8)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이 느끼는 타자

와의 차이와 타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느끼는 내적 갈등에서 자신의 존재,

7) M. De Carlo, L’interculturel, 장한업 옮김, 위의 책, 2011, pp.100-101.
8) M. Abdallah-Pretceille, (L’)éducation interculturelle, 장한업 옮김, 위의 책, 2010,

pp.14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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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고정된

이미지와 생각, 즉 편견에 대한 유연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자의 자문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자신의 문화적 관점에 대한 성

찰적 태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타자의 시선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 탐색을 새롭게 해보고

내면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타자가 되어보기를 실행하여 상호문화적 실천에

대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다음은 검증 수업에서 다문화비디오의 내용 중 질문을 추출하여 타문화를 이해

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프로젝트 결과물인 광고 포스트와 연관 지어

문화적 관점을 재구성하여 자신에 대해 알아가고 깨닫는 양상을 보였다. 프로젝트

의 마지막 단계인 발표 및 평가 단계에서 학습자의 문화적 지식의 이해와 문화 반

응, 학습자 자신에 대해 어떠한 성찰을 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GD_4: 시아는 시아의 엄마가 캄보디아 사람이고 난생처음

엄마의 나라에 가고 엄마가 시아의 나이였을 때 어떤 부모님 가족이랑 살고 경험
을 했으니까 엄마를 이해하는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

엄마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시아는 한국 사람이니까 엄마에 대해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이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알 수 있었을 거예

요. 직접 몸으로 경험해보니까.

T: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 걸까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GD_4: ㉡ 다문화를 이해하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생활방식
으로 사는지 그 나라의 방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기 나라만의 문화가 답이 아니

다, 오답이 없다, 우리 문화가 맞다’라는 편견을 버리게 되고 생각이 넓어질 거 같

아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GD_4]

위의 학습자는 먼저 시아의 관점에서 엄마가 느끼고 겪는 상황에 공감하는 것에

있어 캄보디아라는 나라와 엄마의 가족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엄마를 더 잘 이해한

것으로 인지하였다. ㉠에서는 시아가 엄마를 타자로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문

화적 경험을 통해 엄마와 타문화에 대해 새로 알게 되어 엄마를 더 이해할 수 있

었다는 것을 깨달은 학습자의 양상이 드러났다. 이는 학습자가 타자와의 교류를 통

해 타자와의 거리감을 좁히면서 문화적 적응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심리적인 공감

까지 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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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와 타문화에 대한 경험과 관련하여 학습자가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

게 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왜 사회구성원에게 중요한지

를 알아보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습자는 자신을 포함한 사회구성원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다문화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여기서 다문화를 문화 자체와 그 문화의

구성원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에서 볼 수 있듯이 타문화의 존재

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타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자신에게 생기는

편견 또는 고정관념으로 이어짐을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자문화 중심주

의적 이해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타문화의 존재를 수용하여 문화적 다양성의 이

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GD_4: (제가 만든

광고를 통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

는 거죠. ㉢ 그런 평범한 것들이 자꾸 생
각을 안 해주면 실생활에 적용되지 않아

서 한 번 더 되짚어주는 거죠.

T: 다문화 비디오 보고 친구들의 발표 포

스터를 보면서 다문화에 대한 잘못된 생

각이 바뀌었나요? 이번 텀 수업을 통해?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GD_4: ㉣ (수업
을)하기 전에는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

도 외국인들을 살짝 한국인들보다는 가까

이하지 않고 쬐끔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

던 거를 알았어요.

T: 왜 거리감을 두었나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GD_4: ㉤ 나도
모르는 거리감이었겠죠. 저도 베트남에 살아도 한국 사람이랑 어울려 살았고 한국

사람처럼 살았어요. 땅만 베트남이었던 거지. 그래서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너무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 이 생각도 제가

저한테 가지는 편견? 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아처럼 내가 (한국인이라고)

너무 믿었던 거죠. 다른 친구들 발표 들으니까 ㉦ 미처 제 친구들이 시아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겠구

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차_발표 및 평가 단계_GD_4]

[그림 3] 3차_수행 단계_AD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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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제시한 인터뷰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습자는 시아의 입장과 사회구성원의

입장 등 단계적으로 타자가 되어보았는데, 이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인식을

확장시키고 타문화의 수용과 상호문화이해가 과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인식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를 비교하는 과정에

서 편견 또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학습자는 프로젝트 수행

단계에서 다문화에 대한 편견 또는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한 광고 제작하기에서 ‘다

문화 가족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들: 인종차별 발언/행동, 비교적 차가운 대우, 부

끄러운 존재라고 여김, 어울리지 않고 따돌림’이라고 광고 문구들을 정하였다. 이들

을 ㉢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다문화에 대해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표현들로

인식하고 이를 실제 우리의 삶에서 상기시켜줘야 하는 것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아,

학습자가 자신 또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입장과 관점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는 이것들은 잘못된 생각이며 ‘실수’라고 말한 부분에서

학습자의 이러한 사고방식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에서의 학습자의 사고방식은 ㉣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 이는 학습자가 이

러한 문화 이해의 과정에서 사람들의 일반화된 편견과 고정관념이 다문화에 대한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자신의 고정관념을 인식하게 된 반응이다. 즉 ㉣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학습자는 수업을 통해 자신이 외국인에 대한 거리감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시아의 관점, 사회구성원들의 관점 등

타자의 관점이 확장되면서 이전의 토론수업에서 말했던 자신이 한국 사람들의 편

견적인 시선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관련하여 자신 또한 타자인 외국인들에게 동일

하게 대했다는 것을 비로소 인지하고 수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학습자가

타자가 되어봄으로써 문화 인식에 대한 자기 성찰과 더불어 타문화의 이질성 속에

서 자신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정의적 거리를 좁히게 되고 균형적인 상호문화이해와 능력

을 지니게 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비로소 정체성을 형성하게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자는 ㉣에 대한 이유를 자신도 모르게 생겨 굳어졌던 것(㉤)이라

설명하고 이는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연관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더 나아가 이에

대해 ㉥과 같이 이러한 자신의 해외 거주 경험과 시아와 비슷한 문화적 환경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고 이것을 시작으로 생긴 사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학습자는 다시 시아의 관점으로 되돌아가 시아의 문화적 환경과 자신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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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경험과 재비교해보고 재분석하여 타자와 비슷한 지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에서는 자신의 삶

의 세계에 속한 타자, 즉 동료 학습자들을 재조명하면서 친구들의 관점에서의 사람

들의 시선을 느껴보는 시각을 형성하는 것으로 문화적 주체로서 자기 인식을 내면

화하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위의 4번 학습자의 반응은 1차 조사에서 처음부터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확신9)과

타문화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검증 수업을 통해 학습자

또한 이러한 생각이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모습으로 변화하

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또한 학습자의 타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여 생기는 현

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절차에 따라 점차 문화적 지식을 형

성하게 됨으로써 문화 인식에서 발전한 과정의 모습을 보였다. 1차 조사의 계획 단

계에서 자신의 해외 거주 경험에도 불구하고 타문화에 대한 인지조차 인식하지 못

하였는데, 검증 수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자신이 익숙해져 있는 한국 문

화와 한국인이라는 확고한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아가 이후 수업에서 다문화 영상 자료를 통해 시아로부터 캄보디아라는 나라

와 그 문화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가 가족을 포함한 그 나라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

해 타문화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느껴보는 기회를 가졌다. 영상 속 시아가 캄보디아

문화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학습자 또한 자신의 생각을 차츰 되돌

아보고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시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다른 학습자와의 경험과 생각을 들어봄으로써 타자와 타문화를 그 자체로 인

식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프로젝트의 계획과 수행 단계에서 학습자는 문화 인식을 성장시키고 다른 학습

자와 문화 공유를 통해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 상황과 관련하여 타자와의

관계, 즉 사회적 집단 내에서 문화적 인식에 대한 주체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

다. 또한 시아와 비슷한 다른 학습자의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적 갈등 또는

충격을 경험하면서 타자에게 공감하고 타자의 관점에서 문화적 편견 또는 고정관

9) 검증 수업의 준비 단계 중 첫 영상에 대한 비디오 리뷰 내용 중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
어났고, 부모님 두 분 다 국적이 한국인이므로 저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무려 7년 반 정도 살다왔지만 거기에서도 한국어를 이용하고, 한
국인들과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중언어가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어가 가장 편하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1차 조사에
서의 이 학습자의 반응을 그대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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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느끼는 것과 자신이 타자에 대해 느끼는 고정관념을 비교해보았다. 이러한 활

동은 학습자가 자신의 문화적 인식을 점검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타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반성 및 성찰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문

화적 사고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까지 이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타자가 되어봄으로써 타자를 이해하고 이에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관점을 다시 탐색해보는 노력을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의

고정된 자기 인식에서 타자가 되어봄으로써 상호문화적 실천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재조정하려는 정체성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학습자는 타인의 관점을 학

습자 자신의 삶의 세계에 투입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다시 점검하고 성찰하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아를 재해석하고 문화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상

호문화교육은 그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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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균형적인 상호문화적 능력을 함양하고 주체적인

제3문화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습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상호문화적 적응과정을 파악하

고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을 구안하여 상호문화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마련하고

자 하였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제3문화 아이들로서 어릴 때 1개국 이상의 해외 국가에서

거주하고 생활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와 그 문화의 사회구성원들과의 만남을 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체득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여

문화적 인식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이는 문화에 대한 가치

관, 태도, 생활방식 등의 관념문화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문화 이해가 부족

하여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한국으로 재입국을 하게 되면

서 또 다른 제3문화를 가진 다른 학습자들 및 한국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문화적

충격을 받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다양한 상호문화적 반응과 적응과정을 통

해 균형적인 문화적 감각과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기반으로 한 문화 수업을 순환적으로 재구성하고 설계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혼종되어 있는 문화적

공동체인 외국인학교에서 다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문화 수업을 설계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상호문화적 반응 양상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문화 수업의 과정 속에서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균형적인 상호문화적 능력과 주체적인 문화 정체성 형성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

었다. 학습자의 상호문화적 반응은 ‘문화적 지식을 통한 타자 이해’, ‘문화 간 차이

로 인한 자기 인식 조정’, ‘문화적 공동체에서의 주체적 태도 형성’의 양상으로 나

타났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자신의 문화적 경험과 이에 따른 문화적 환경에 대한 인지

자체에 어려움을 겪어 자신과 타자에 대한 문화적 인식에서 오는 내적 갈등과 혼

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 사회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문화충격

을 겪고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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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반응을 살펴보면 학습자는 문화적 지식이 부

재하여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문화적 기준이 형성되지 못하여 편향된 문화적 시각을 가지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거주 후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문화에 대한 낯섦을 느끼지

만 사회적 소속감으로 인해 한국 문화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로 적응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어릴 때 해외의 경험으로 형성된 학습자의 언어적 능력이 이들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특히 한국

어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는 한국 사람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한

국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반응

을 통해 외국인학교 청소년이 자신의 문화를 인지하도록 문화적 기준을 세워 타자

를 인식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가 균형적인 문화적 인식을 형성함으로써 문화적 주

체로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방향으로 이끄는 교수-학습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1차와 2차 조사에서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 학습자가 문화적 지

식을 자기화하고 지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문화적 요소 중 관념문화의 내용이 반

영되어 있는 문학작품을 선정 및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문화적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문화 경험을 통해 문화적 인식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또한

다른 학습자들과 문화 경험을 공유하며 학습자 자신이 생각하는 비슷한 부분과 다

른 부분을 발견하면서 타문화에 대한 이질성을 인지하고 문화적 인식을 조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외국인학교 청소년은 자신이 생각하는 문화에 대한 관점에

서 문화를 제한적으로 바라보려 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작품에 대한 이해도와

연관성이 낮아 학습자 자신의 실제적인 삶의 세계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

는 반응도 보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로 하여금 문화적 지식을

확립하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즉 인식을 조정하여 문화적 실제성과 다양한

시각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처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에

따라 문화 요소가 반영된 문화 자료 중 학습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자

신의 삶에 투영하여 내면화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 방안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상호문화적 반응의 양상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문화 수업을 재조정하여 설계한 후 3차 조사인 검증 수업을 실행하였

다. 외국인학교 청소년의 균형적인 상호문화이해 능력과 주체적인 제3문화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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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는 ‘문화의 타자성과 다양성의 성찰’, ‘문화 주체로

서의 개방적 시각 조정’, ‘문화적 정체성의 균형감 형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응하는 교육 방법으로는 ‘문화적 지식 공유를 위한 탐구 활동’, ‘상호문화

실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하기’, ‘상호문화 실천에 대한 자기 점검하기’를 제안하

였다.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을 통해 학습자는 타자와의 교류와 상호소통을 통해

자신이 알지 못했던 타문화의 측면과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문화에 대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화 자료에 나타난 타자를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타자

와의 내적 소통과 다른 학습자들과의 열린 토론을 통해 문화적 인식을 조정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에 대한 편파적인 인식, 자신이 지닌 고정관념 등에 대해

성찰하였고 문화적 주체로서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프로젝트 활동을

각 단계에서 수행하면서 학습자는 문화적 인식에 대한 균형을 잡고 이에 대해 조

정과 성찰을 반복해나가고 발전시키면서 주체적인 문화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문화 수업을 통

해 학습자의 특수성과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실제적 차원의 교육적 방안을 제시하

였다.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수업을 학습자의 실제 삶과 교육적 맥락에서 점진적으

로 실행하여 상호문화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

서 본 연구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제3문화 아이들로서 외국인학교 청소년이 문화

를 인식하고 타자와 타문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문화 정체성의 감각을

형성할 수 있는 상호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본 연구는 한 외국인학교의 청소년 중 6학년과 7학년 학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의 해외 거주 국가, 거주 기간 등 문화적 배경이 각 학습자마다 상

이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

진 학습자가 혼재되어 있는 환경에서 각 문화권 또는 나라에 따른 학습자의 상호

문화적 적응 양상을 다른 외국인학교의 학습자와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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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for

formulating balanced intercultural understanding ability and autonomous cultural

identity in young adolescents at international schools. Culture lessons based on

project-based learning (PBL) are comprised to understand the learners’

intercultural adjustment process and response. This study was aimed to suggest

applicable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educ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International schools consist of young adolescents Korean learners that lived

abroad for more than 3 years or learn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y

are commonly referred to as Third Culture Kids (TCKs). TCKs naturally learn

from their experience while living abroad. Considering their backgrounds, TCKs

feel confused about their culture. Also, compared to their peer groups, their lack

of knowledge on Korean culture causes an experience of culture shock and a

confusion with their cultural identity. Their characteristics consist of having

multicultural backgrounds as well as being bilingual. This creates a multicultural

environment through interaction with the others who have different cultures. This

study proposes that intercultural education method utilizing project-based learning

lessons is suitable to support learners to search for cultural identity from other



- 122 -

individual’s third culture. This results in forming learners that understand cultural

diversity and independent attitude as intercultural practi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sixth and seventh-graders at an international

school in Incheon. The study was conducted to design culture lessons based on

PBL, presumed ideological culture, and practiced them gradually. After the

process of analyzing the structure and aspects of learners’ intercultural responses,

the intercultural responses of learners showed as ‘understanding others through

cultural knowledge,’ ‘perception adjustment from cultural difference,’ and

‘formation of independent attitude in cultural community.’

In the response of understanding others through cultural knowledge, learners

personalized their knowledge through literature, activities that combined

ideological culture, and sharing cultural experience. However, the learners

experienced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cultural difference due to a lack of

experience with culture and tradition. Thus, the educational methods are

necessary for learners to establish cultural knowledge and understand the

existence of the other cultures and the others to form the right cultural

perspective.

The learners showed culture shock, but change within their own cultural

perception was shown in the process of mutual exchange of cultural experience.

Through this cultural perception, learners experienced an identity crisis, and also

acknowledged the others’ culture from interaction with them by reflecting their

own experience. However, the reasons, why the learners experienced culture

shock or identity confusion in society, were due to the lack of Korean people’s

perspective on English language and culture.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shown here, it is necessary to support the learners to adjust to Korean culture

by reducing social distance.

Through the culture lessons based on PBL, the possibility in formation of

learners’ autonomous cultural identity from a change of identity in the process of

intercultural exchange were observed. However, learners failed to form

independent attitude and identity formation due to the absence of cul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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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passive attitude in cultural awareness adjustment, and difficulty in

communication in the lingual aspect. Therefore, learners need an opportunity to

actively discover and personalize the connection with their own life from

authentic materials applied from cultural elements.

Based on the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intercultural responses above, the

design of project-based learning lesson was re-adjusted in order to practice

verified cultural lessons. The contents of intercultural education of young

adolescents at an international school were ‘reflection of cultural otherness and

diversity,’ ‘opened adjustment of viewpoint as intercultural subject,’ and ‘balanced

formation of cultural identity.’ Corresponding to those contents indicated, the

teaching methods were suggested as ‘inquiry-based activity for sharing cultural

knowledge,’ ‘discussing for seeking intercultural practice plan,’ and ‘self-checking

about intercultural practice.’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young adolescents at an international school to

implement cultural PBL lessons. In the process of the implementing, reflecting,

and adjusting the PBL lessons, the study suggests the educational methods with

consideration of the learners’ unique characteristics. It is meaningful to seek the

possibility of an education that can form an autonomous cultural identity as the

third culture that the learners recognize the culture and find their cultural

location as intercultural practice through the process of learning, reflection, and

development with the interface between real life.

Keywords: intercultural education, young adolescents at international school, Third

Culture Kids (TCKs), project-based learning (PBL), intercultural response,

cultur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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