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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
행 연구 분석, 자료 수집 및 분석, 2012-2019 국내 파견교사 대상 1차 후속
활동 전수 조사, 일부 응답자 대상 2차 서면 인터뷰, 전문가 자문, 연구 참
여자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근거이론의 개방 코딩 절차를 통해 144개의
후속활동 범주들을 도출하였고, 축 코딩 절차를 통해 37개의 하위범주로 연
관시키면서 범주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였으며, 선택 코딩의 절차를 통해 세
계시민의식 구성요소 5가지 범주인 ‘지식과 이해’, ‘가치와 태도’, ‘기능’, ‘행
동과 실천’, 그리고 ‘세계시민 정체성’을 중심범주로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한 파견교사들의 후속활동은 개인별 세계시민의식 흐름
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따라서도 후속활동 전개 양상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실
제 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활동 경험이 귀국 후 어떠한 후속활동
을 통해 세계시민의식 함양이 이뤄졌는지 심층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세계시민의식, 국제교사교류, 교육교류, 후속활동, 근거이론

Ⅰ. 서 론

2012년 9월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
GEFI) 선언에서 ‘세계시민의식 함양’이 우선순위 중 하나로 제시되

며, 이를 포괄하는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이
국제사회의 주요 교육담론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2015년 9월
UN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선언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유네스코 교육 2030’에서 연이어 세계시민교육이 주류 주제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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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세계시민교육은 범세계적 아젠다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박순용, 2020).

우리나라의 경우 ,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 (World Education
Forum)의 개최를 기점으로 한국의 주류 교육 담론에 세계시민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증
하듯 초기에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하 아태교
육원)을 비롯한 몇몇 선두 연구자들의 연구만 국제이해교육의 연장
선상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다루었다면, 지금은 UN이 설정한 국제사
회의 공동 목표인 SDGs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시민교육에 대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조대훈 외, 2018).
세계시민교육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의미를 갖추고 있는데, 교육적
노력의 이상적 상태로서 개개인이 지구촌의 일원으로 바람직한 사고
와 행동을 갖출 수 있는지 깨닫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
육 및 정신 운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아태교육원, 2020). 세계시민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현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교
육 현장 속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교육적 효과성을 분
석하는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의 연구들은 부족한 상황이다(김옥순․
신인순, 2013). 대부분의 실천 사례 연구들은 세계시민의식 함양이라
는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교육의 효과성을 세분
화하거나 명확하게 제시한 사례는 많지 않다(박경희 외, 2018). 또한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논의와 연구들은 주로 공
교육 과정 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측정하거나(이인영 외, 2019) 프
로그램의 전체 참가자 대상이 아닌 특정 소수의 집단을 초기에 구성
하여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 혹은 다수의 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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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선택적으로 실시한 경우였다(박경희 외, 2018;
박근아 외, 2018; 하란․김진희, 2020).
매년 세계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참여자 인원은 증가하고 있으
나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참가자들
을 폭넓게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유네스코 교육 2030의 세부목표 중
하나가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관점에서 구체적인 세계시민의식 관찰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
링은 절실히 요구된다.
세계시민교육과 국제협력에서의 교육과의 연결은 세계시민의식과
실천역량을 갖춘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이인영 외, 2019)에서 국제협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 간, 지

역 간 교류협력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강조하는 세계시민 정체성과
관련 지식과 이해, 가치와 태도, 기능, 그리고 행동과 실천을 이끄는
실천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교육부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이자 2012년도부터 아태교육원이 실행 기관으로서 추

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이하 교육교류
사업)’은 대표적인 국제협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세계
시민교육이 추구하는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한 세계시민의 성장을 달
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제협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본 교육교류사업의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세계
시민의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세계시민의식 함양 관점에서 교육교류사업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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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구진은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한 교사들 중 국내 교사(이하, 파
견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가 이후 실시한 후속활동 전반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설계하고, 후속활동 과정 속 세계시민의식 요소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세계시민의식’ 개념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흐
름을 살펴보고, 관련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접근 방향
을 도출하였다. 둘째, 교육교류사업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사업의 주요 목적과 특징을 알아보았다. 셋째, 파견교사들을 대상으
로 사업 참가 이후 1차 후속활동 전수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후속활
동을 유형화하였다. 넷째, 전수 조사 당시 대표성을 띄는 응답을 제
출한 일부 참가자들을 선발하여 2차 서면 인터뷰 실시 및 후속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과 경험 요인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후속활동 과정을 근거이론을 통해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소를
분석하고,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 또는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은 ‘세계시민’이라
는 공통의 정체성을 함양하며 인류 공동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초국가적인(transnational)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말한다(박순용 외,
2015). 따라서, 세계시민의식은 단일한 의미로 정의되기보다는 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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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공동체와 시민성의 입장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강조하는 교육적
접근으로 이해되어야 한다(황세영 외, 2017).
초기 세계시민의식은 법적․제도적 주체에 대한 논의가 다수였으
나(Falk, 1994; Heater, 1996) 이제는 지역․국가․세계적인 차원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상호의존적으로 서로 연결되었음을 강조
하고 있다(박순용 외, 2015). 이러한 흐름은 결국 문화다양성, 인권,
평화 등과 같이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
시민교육에 접근한다(황세영, 2018).
위와 같은 맥락에서 파견교사들이 교육교류사업을 경험한 후 실제
개인의 삶 혹은 교수법에 세계시민으로서 새로운 변화를 적용하는
후속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세계시민의식 관점에서 매우 유의미하다.
이에 본 연구는 유네스코가 제시한 보편적인 의미 즉, “세계시민의
식은 다름과 다양성의 존중, 그리고 보편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다른
시공간에 존재하는 타인과 환경을 이해하고 자신을 그들과 연계시킬
줄 아는 능력”(UNESCO, 2014)에 의거하여 세계시민의식을 “문화다양
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 지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하여
개인의 기능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세”로 정의하였다. 즉, 세계
시민의식의 개념 자체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토대로 정의를
내리지만 실제 본 사업 활동에 참여한 개인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세계시민의식과의 연계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2.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소

세계시민의식의 개념 자체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많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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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에 다양한 관점과 담론이 존재하며(김진희, 2019), 세계시
민의식의 구성요인 또한 여러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
Andreotti(2006)와 Oxley․Morris(2013)는 세계시민의식을 개인의 책

임과 윤리를 좀 더 강조하는 주류적 관점과 세계화와 불평등의 구
조적인 문제에 천착하는 대안적 관점으로 나누었다. UNESCO(2014)
는 세계시민의식 교육의 학습 영역을 인지 (Cognitive), 사회정서

[그림 1] 세계시민의식 교육의 학습 영역
출처: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5). 유네스코가 권장하는
세계시민 교육 교수학습 길라잡이. p.33.부분 발췌

[그림 2] 세계시민의식 함양 실태조사 평가 영역
출처: 황세영 외(2017).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p.93.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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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o-emotional), 행동(Behavioral)으로 구분하며 각 영역의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요소들은 수직적, 수평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
음을 강조하였다.
황세영 외(2017) 연구에서는 UNESCO 지침서의 세계시민교육의 학
습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5개 영역을 구축하였
고, 위와 같은 영역별 특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영역 구성은 위해
설문 문항 개발 과정 속 전문가 자문뿐만 아니라 전문가 델파이 조
사를 통해 확정시켰다(황세영 외, 2017).
위 연구는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를 세계시민으로 바라보고 세계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모색하는 교육적 경험을 지속
가능발전교육의 하나의 접근으로 제시하였다(황세영 외, 2017). 이는
문화다양성과 공존의 이슈를 세계시민의식 요소에 포함시키고, 세계
시민의식의 개념을 세계시민 정체성 형성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점
에서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한 파견교사들의 세계시민 정체성 형성이
어떻게 귀국 후 후속활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접근과 매우 유사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황세영 외(2017)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세계시
민의식 구성요소에 대해 지식과 이해 영역, 가치와 태도 영역, 기능
영역, 행동과 실천 영역, 그리고 세계시민정체성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가 논의를 통해 확정된 각 요소별 개념을 활
용하되, 본 연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약간의 조작적 정의 및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먼저 지식과 이해 영역은 세계시민으로서 국제적 현안에 대한 관
심, 국내 문제와 국제 환경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한 이해 및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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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두 번째, 가치와 태도 영역은 세계시민으로서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 문화다양성에 대한 자세 및 태도, 보편적 가치(정의, 평
등, 인권 등) 수호에 대한 태도, 국가관에 대한 것이다. 세 번째, 기
능 영역은 타인과의 소통 및 상호작용 능력,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
용 및 분석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이다. 네 번째, 행동과 실천 영역
은 세계시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현실에서 참가한 활동 여부 및
의지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 정체성은 연구 참여자가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림 3] 세계시민의식 구성 영역

3. 세계시민의식 관점에서 바라본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
교류사업

교육교류사업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아태교육원이 주관하
는 사업으로, 2012년 필리핀과 몽골과의 교류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과 교
류를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교
사 577명이 사업 대상국 학교에서 약 3~5개월 간 교육활동을 실시
하였으며, 외국교사 672명이 한국 학교에서 약 3개월 간 교육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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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1)
사업 참가 교사들은 단순 교육시설 견학이나 시찰이 아닌 파견된
외국 학교의 교원으로 활동하면서 전공 교과, 문화 간 이해 수업, 세
계시민교육과 관련된 수업을 주제로 현지 학교 교원과 협력하며 현
지 학생들과 소통하게 된다. 본 사업은 이를 통해 국내외 참가 교사
의 글로벌 교육역량 및 세계시민교육 역량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동시에 국내외 학교 현장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상국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참가 교사와 배치학교의
활동 경험이 아태지역 내 교사 및 학교 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네
트워크 구축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한국과 교류국가 간의 인적자원
교류 기반의 ODA 모델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
을 갖는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들로는 2014년도 이래 매년
실시되는 당해 연도 사업 성과분석연구와 및 3개년마다 실시되는 사
업 평가가 있다. 당해 연도 사업 성과분석 연구의 경우,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참가 교원, 배치학교 교원 및 학생의 글로벌 역량 향상도
와 외국인 교사가 배치되었던 한국 학교 학생 및 교원의 다문화 수
용성 개선도를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어왔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인지, 사회-정서적 가치/태도, 스킬, 행동 또
는 실천, 해외 교육/문화에 대한 이해, 교사의 경우 글로벌 교수/학생
이해의 영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역량을 평가한 결과, 직접적인 참가
자인 국내외 사업 참가 교사와 간접적인 사업 수혜자인 국내외 배치
1) 2020년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대면 국제교류사업이 아닌 온라인 국
제교류 및 컨텐츠 개발이 추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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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계자 모두 사업 참가 이후 글로벌 역량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아태교육원, 2016a; 2017a; 2018a; 2019a). 다문화 수용성
개선도의 경우 또한 2016년 이래 매해 지속적인 향상을 보였다. 관
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문화개방성, 국민정체성, 고정관념 및 차별,
일방적 동화기대, 거부회피 정서, 상호교류 행동의지, 이중적 평가,
세계시민 행동의지 영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국내 배치학교
교원 및 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이 외국인 교사 활동 후에 개선된 것
으로 나타났다(아태교육원, 2016b; 2017b; 2018b; 2019b).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참가한
교사와 학생들은 글로벌 역량 및 세계시민의식의 향상2)을 경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당해 연도 사업 관계자의 사업 전
후 역량 및 의식의 향상도 평가 이외에 사업 종료 이후의 성과에 대
하여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사업 종료 후의 사업 효과 지속 및 확장에 대해 후속활동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글로벌역량 향상도 평가에서는 국제 이슈 및 다양성에 대한 이해/인식,
타문화에 대한 가치/태도, 개방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스킬,
세계시민으로서의 행동/실천 등으로, 다문화 수용성 개선도 연구에서는
타문화에 대한 개방적/조화로운 태도, 세계시민 행동의지 등의 평가를 통
해 세계시민의식의 향상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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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참여자들은 2012-2019 교육교류사업에 1회 이상 참가한
파견교사들이다. 파견교사들이 실시한 후속활동에 대한 유형화 분
석을 위해 연구진은 아태교육원 국제교사교류실의 2012-2019 기참
가 정보를 활용하여 2020년 5월 28일 ~ 6월 30일까지 온라인 설문
(Google Survey) 방식으로 1차 후속활동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교

사교류 네트워크 플랫폼인 NEST3) 홈페이지 팝업창 활용 및 설문
조사 링크 이메일․문자 단계별 안내를 통해 참여를 독려했다. 본
조사에 응답한 인원은 총 227명이었으며, 이들의 개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1차 후속활동 전수 조사에 참여한 227명 중, 후속활동으로 강의,

자료 개발, 교류 활동, 봉사 활동 등 사례별로 우수한 후속활동을 진
행한 37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서면 인터뷰를 개별적으로 실
시하였다. 이 중 세계시민의식 조작적 정의에 동의하지 않은 1인의
결과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6명의 참가자들의 응답 내용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들의 개인 특성은 <표 2>와 같다.

3) NEST(Network for Schools and Teachers): nest.unescoapcei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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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차 설문 조사 참가자들의 개인 특성(n=227)
항목

명(%)

성

남성

79(34.8)

별

여성

148(65.2)

말레이시아

24(10.6)

몽골

49(21.6)

베트남

항목

명(%)
20대

14(6.2)

30대

95(41.9)

40대

48(21.1)

49(21.6)

50대

61(26.9)

인도네시아

22(9.7)

60대

9(4.0)

캄보디아

19(8.4)

강원

12(5.3)

태국

24(10.6)

경기

42(18.5)

필리핀

40(17.6)

경남

14(6.2)

2012

14(6.2)

경북

4(1.8)

2013

13(5.7)

광주

8(3.5)

2014

14(6.2)

대구

10(4.4)

대전
2015

25(11.0)

9(4.0)

견
연

부산

14(6.2)

2016

31(13.7)

서울

33(14.5)

2017

32(14.1)

세종

4(1.8)

2018

39(17.2)

인천

17(7.5)

2019

59(26.0)

전남

15(6.6)

초등

122(53.7)

전북

10(4.4)

중등

38(16.7)

제주

4(1.8)

고등

52(22.9)

충남

9(4.0)

특수

2(0.9)

충북

8(3.5)

교육청

3(1.3)

울산

3(1.3)

없음

10(4.4)

없음

11(4.8)

파
견
국
가

파

도

학
교
급

연
령
대

소
속
교
육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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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차 설문 참가자 인구 통계적 특성(n=36)
항목
성
별

남성

명(%)

항목

8(22.2)
연

명(%)

20대

1(2.8)

30대

15(41.7)

40대

9(25.0)

여성

28(77.8)

말레이시아

6(16.7)

파

몽골

3(8.3)

50대

11(30.6)

견

베트남

16(44.4)

강원

3(8.3)

국

인도네시아

1(2.8)

가

경기

8(22.2)

캄보디아

2(5.6)

필리핀

8(22.2)

경남

2(5.6)

2013

1(2.8)

경북

1(2.8)

2014

1(2.8)

대구

2(5.6)

대전

3(8.3)

부산

2(5.6)

서울

4(11.1)

파

령
대

소

2015

4(11.1)

2016

9(25.0)

2017

9(25.0)

2018

6(16.7)

2019

6(16.7)

인천

3(8.3)

초등

15(41.7)

전북

4(11.1)

학

중등

9(25.0)

제주

교

고등

1(2.8)

8(22.2)

급

특수

1(2.8)

충북

1(2.8

없음

3(8.3)

없음

2(5.6)

견
연
도

속
교
육
청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모두 수집하였다. 먼저
교사 각각의 사례별 수업 계획서 및 보고서 분석을 통해 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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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1차 전수 후속활동 조사를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섹션(설문 응답자

정보, 후속활동 현황, 향후 후속활동 계획) 내 20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후속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 유형, 주요 후속 활동 대상, 그리고 파급 효
과 및 향후 계획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4] 자료 수집 내용

1차 후속활동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의 참여 목적과

구체적 후속활동 이유, 세계시민 관점에서의 인식 등을 탐색하기 위
해 2차 서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는 개인별로 실질적인 양상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교사 선별 기준은 구체적 후속활동의 내용
으로, 1차 후속활동 전수 조사에서 우수한 후속활동을 진행한 교사
를 우선 선발하였다. 주요 내용은 본 연구 조사에서 다루는 ‘세계시
민의식의 개념 및 구성요소’ 정의의 동의 여부, 교사가 생각하는 ‘세
계시민’에 대한 이해, 후속활동을 진행하게 된 계기, 후속활동에 영
향을 미친 파견 당시의 경험, 진행한 후속활동이 중요한 이유, 진행
한 후속활동과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소의 연관성, 세계시민 관련 주
제 관심 증진 및 문화적 다양성 관련 질문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밖에도 교사의 파견 당시 활동 및 전문관 개별 출장(모니터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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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연구자가 직접 보고 확인한 정보를 활용하여, 교사들의 후속활동
사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의 하나인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근거이론은 자료에 근거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연구 방
법으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귀납
적으로 이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특징이다. 때문에 근거이론은 특정
현상을 설명할 기존의 이론이 부재할 때, 새로운 현상에 대한 분석
에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김요완, 2009). 특히 근거이론에 기반한 연
구는 한 개인의 행위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과정을 이해하고 분
석해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김완일 외, 2018). 이동성․김영천
(2012)에 따르면 근거이론은 인간을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와 사

회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사고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인식을 전제로 근거이론 연구자는 개인의 행위나 현상을 분석할 때
인간 행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경
험을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
이 되는 경험과 경험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심층적
으로 분석하여 종국에는 복합적인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인 것이다.
교육교류사업의 경우, 당해 연도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성과분석
연구가 2014년부터 매해 이루어져왔으나 참가교사의 사업 참가 이후
후속활동 과정 및 성과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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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교류사업 및 국제교류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한 선행 연
구들은 존재하고 있으나 사업 참가 이후 참가자의 후속활동 전개 과
정에 대한 설명은 기존 선행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항목이었다.
후속활동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가자에 대한 기초자료에
서부터 탐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현장 수집 자료를 통해
현상을 분석하는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참가자들의 파견 활동 경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후속활동으로 연결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교육교류사업 참가자의 후속활동은 표면적으로는 참가자 개인의
각기 다른 개별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근거이론
을 기반으로 하여 개별 참가자들의 후속활동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개인의 중심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과 행위의 결과를 논리적으로 구성해보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후속
활동 현상을 둘러싼 개인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과
정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논리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국
제교류사업 참가자의 사업 경험이 후속활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탐
색하는 것은 특정한 맥락 속에서의 현상을 탐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동 사업 혹은 유사 국제
교류사업 등에서 참고 혹은 적용하기에 적합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 담론(보편적인 이론)보다 경험적인 현상과 사
건을 이해하고자 하는 중범위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연구
주제에 더 적절한 접근이 될 것이다(권향원, 2016). 이처럼 본 연구는
중범위 이론인 근거이론의 적용을 통해 후속활동 과정에 대한 체계
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본 사업 혹은 유사 사업 참가자들의 후
속활동 활성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 확대를 위해 운영주체와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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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어떤 노력을 필요로 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의 다양한 접근 방법 중에서도 Strauss․
Corbin(1998)의 체계적 접근을 기반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는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연구인 관계로 면담 질문
의 구성도 연구자의 사전 지식과 관심이 필연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아울러 사업과 연구대상자에 대한 분석자(연구자)의 이해 없
이는 연구대상자가 각자 가지고 있는 국제교류(외국 파견) 경험과 후
속활동 경험이라는 개인적인 경험과 동기를 기술한 자료 안에서 복
잡한 개념들을 추출 및 비교하고, 범주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
다. 이와 같은 접근은 복잡한 현상과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
해서는 연구자의 주관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Strauss․Corbin의 시각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 연구자의 주관을 배
제하며 순수하게 자료로부터 현상을 ‘발견’하는 것을 중시하는 Glaser
의 시각과는 노선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이영철, 2014).
Strauss․Corbin의 근거이론방법론은 분석을 위한 틀로 패러다임 모

형을 제시하고 있다. 패러다임 모형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개입을 줄
이고 모호한 분석을 지양하고자 제시된 모형으로, 본 모형을 통해
연구자는 방대하고 복잡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권향
원, 2016).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개인별로 다양한 배경적 맥락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현지에 파견되어 겪은 경험도 국가나
개별 상황 등에 따라 다르고, 후속활동 전개 과정도 다양하다. 또한
분석 자료인 인터뷰 응답 내용은 연구대상자 본인의 참가경험 및 후
속활동 경험, 즉 개인적인 경험을 서술한 것으로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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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패러다임에 대하여 연구자의 분석에 대한 자율성보다는 강제적
으로 도식화된 분석틀에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권향원, 2016). 다만, 본 연구
에서는 질적 연구의 본질적인 특성상, 그리고 연구자가 범주화된 개
념들을 연결하고 이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제한적 개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동성․김영천, 2012)에서 자료(연구대상자의 면담
내용)와 연구자 간의 적정 거리를 유지하고 연구자가 중립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모형을 도입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자료를 해체, 비교, 검토하여 범주화하는 개방 코딩, 개
방 코딩에서 분해되었던 자료를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 현
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구조화하는 과정으로
하위범주와 연결시켜 현상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축 코
딩, 그리고 핵심범주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모든 범주를 통
합시키고 정교화하는 선택 코딩의 과정을 거쳐 자료 분석을 진행하
였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개방 코딩을 통하여 설문 응답자의 후속활
동 경험에 대한 개념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견 경험에서부터
후속활동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개념에 대한 범주화를 진행하였다.
축 코딩을 통하여서는 앞서 추출된 범주들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
들의 후속활동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후속활동의 결과를 논
리적으로 도식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 코딩을 통하여 앞선 과정
에서 도출한 범주들을 통합하고 중심 범주를 도출하며 세계시민의식
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찰하고 범주화하였다. 본 분석 과정을 도식
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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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근거 이론을 활용한 자료 분석 절차

4. 타당성 검증

Lincoln(1981)의 기준에 따르면, 질적 연구는 타당성을 검증받기 위

해 내적타당도와 외적타당도를 만족해야 한다. 사실적 가치(내적 타
당도)를 위해 연구 참여자 2인이 연구 결과물을 검토하여 연구 참여
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정확히 기록 및 연구자가 이해하였는지 확인
하였다. 적용가능성(외적타당도)을 위해 연구자는 관련 분야 박사 1
인과 세계시민교육 및 본 사업에 대한 실무 경력이 풍부한 관리자급
2인을 대상으로 연구 분석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이

를 통해 연구 결과가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외부자 검토를 통해 연구 과정과 결과에 편견이 배제되
어 본 질적 연구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의 연구진은 교육교류사업을 실제로 담당해온
실무진으로, 사업 운영, 파견교사 관리 등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파견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과 소통하며
본 연구의 이론적 민감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소에 대한 사
전 동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차 서면 인터뷰 대상자인 37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소 조작적 정의에 대한 이
해 및 동의 정도를 사전에 확인하였고, 1명을 제외한 36명이 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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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요소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어 36명의 서면 인터뷰 내용이 최종 분
석에 사용되었다.

IV. 연구 결과
1. 자료의 범주화

파견교사들의 파견 활동 및 이후의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서면 인
터뷰를 기준으로 개방 코딩을 실시하였고, 개인의 개방 코딩 결과를
비교 분석 및 종합 논의를 통해 하위범주, 상위범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144개 개념, 37개 하위범주, 5개 상위범주(혹은 핵심범주)를
아래와 같이 추출하였다.

2. 패러다임 분석

개방 코딩을 통해 <표 3>과 같은 개념과 하위 및 상위범주를 도
출하였고, 축 코딩 절차에서 해당 범주들을 패러다임 요소와 관련지
었다.
먼저, 중심 현상이 발생하도록 이끄는 직접적 원인이 되는 범주들
을 인과적 조건에 연결시켰다. 연구 참여자가 변화과정에서 경험한
현상을 중심 현상으로 보았으며,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사회․문화적 배경을 맥락적 조건에 연결시켰다. 또한 인과적 조건
과 맥락적 조건이 중심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변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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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방 코딩을 통한 범주화 결과
개념

하위

상위 패러다임

범주

범주

요소

지

인

식

과

과

적

이

조

해

건

정서적인 교감의 경험
학년의 제한이 없는 폭넓은 수업 경험
학교 관계자 외 주변 현지 사람들과의
교류 기회

파견 대상국과
교류 기회 생성

온라인 / 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류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
학생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
한국 교사 존재 자체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

한국에 대한
현지 관심도
인식

적극적인 관심과 수업 지원 의지
관심과 열정에 대한 감사함과
보답 필요성 인지

파견 활동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열정과 노력 인식

학생들의 열정적인 학습 태도
현지 생활 및 문화에 대한 이해
파견 대상국에 대한 선입견/편견 바로잡기
필요성 인지

현지에 대한
개인적
관심 증대

현지 언어 학습
현지 거주를 통한 직접적인 타문화경험
내가 곧 세계시민이라는 인식 및
중요성 학습

새로운 문화

일상생활에서의 가치관/태도/자세 차이 인정

경험 및

현지 경험을 통한 현지 생활 능력 함양

이해 향상

현지 교수 자료 분석 및 학습 자료 제작
세계시민교육/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지
학교 관계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태도 차이 인지
열약한 현지 환경에 따른 지원 방법 고심
상호 학교 간의 공통점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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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파견 대상국
비교 실시

소속 학교 도입이 필요한
배치학교 내의 문화, 특성 파악
문화 비교 및 한국 소개 수업 경험 실시
한국어 지도에 대한 부족함 인식

개인의 역량/

영어 소통 능력에 대한 필요성 인식

능력 한계 인식

파견 대상국 환경에 대한 이해

(교육 시스템, 생활 방식, 문화 등)
파견 대상국 사람들에 대한 이해

파견 대상국에

(가치관, 태도, 자세 등)

대한

파견 대상국을 향한 주관적 애정 형성

이해 형성

공식 활동(수업) 외 현지 사람들과의
개별적 교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

포용적/

지구촌에 대한 소속감

개방적 태도

인류에 대한 연대감

함양

교사로서의 태도 반성
개인의 선입견/편견 반성
삶의 방향성/가치관 재고민

개인적/

지

맥

식

락

과

적

이

조

해

건

직업적 태도와
자세 고민

실제 현장 경험의 중요성 인식
글로벌 의식 함양

개인의 역량/
능력 향상 인식

새로운 교수 방법 습득
파견 대상국 교원들과의 소통
파견 대상국 학생들과의 소통
파견 대상국에서의 따뜻한 경험 혹은 기억
파견 대상국에 대한 애정 혹은/및 친밀감 생성

파견
대상국과의

기

교류 관계

능

구축

중
심

파견 대상국 교원 혹은/및
현

학생들과의 관계 지속 희망
파견 경험을 통해 수집한 자료 활용 의지

파견 활동

교내외수업 및 활동 시 현지 수업 경험

경험의 확산 및

공유 의지

활용 의지

가
치
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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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대상국 문화 및 교육 방식에 대한 공유
파견 대상국 생활환경 및 일상에 대한 공유
일회성 경험으로 그치는 것에 대한 아쉬움
파견 활동 경험에 대한 감사함과 보답
세계시민교육 전문성 함양에 대한 의지

개인의 역량/능력

개인의 글로벌 역량 강화 의지

강화 필요성 인식

세계시민의식의 중요성 인식
교사로서의 책임감 혹은/및 역할 고민
파견 경험을 통한

세계시민에 대한

개인의 이해의 폭 확장 경험

의식 성립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정 및 이해 확장
국제 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
교육 환경 내 세계시민교육/

태

다문화교육 제공의 필요성 인지
지속적인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지

도
세계시민교육에

실제적 경험을 통한 문화다양성 교육의

대한

중요성 인지

필요성 인식

세계시민교육을 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의 필요성 인지
수업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편견
개선 필요
수업 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 필요
이론이 아닌 체험의 기회 제공 필요

지식/가치
전달을 위한
실천 의지

파견국의 교육 불평등 인식
다문화 학생 지원 방법 고민
향후 재파견 준비

개인적 다짐/

개인적인 목표(학업, 자격증, 봉사 등) 설정

목표 생성

외부 기관 요청
관련 업무 담당/배정
관련 교내외활동 운영, 참여 혹은/및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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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직무
담당

행
동
과
실
천

교사로서의 직업의식/책임의식 증진

가

타문화이해 증진
개인적 역량 강화 노력

개인의 인식/
태도 변화

후속활동이 파견 활동의 연장선이라는 인식

치
와
태
도

정신/체력적인 여유 정도
국내외 기참가교사 간 모임/회의 조성
우수교사 커뮤니티 운영

기참가자

인적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킹

국내 기참가/초청사업 관계자와의 모임 조성

그룹 참여

타 지역 참가자 간 교류 활성화

행

교내 모임(동아리, 연구회 등)

동

운영 혹은/및 참가

과
실

교외 모임(동아리, 연구회 등)

천

중

운영 혹은/및 참가

타 프로그램/

재

각종 자료(세계시민교육, 다문화 관련 등)

활동 참가/운영

적

개발 참여 혹은/및 도서 발간
조

각종 유사 행사/프로그램 운영 혹은/및 참가

건

본 사업 재참여
사업 관련 최신 정보 습득
귀국 전후 후속활동에 대한

사업/후속활동/

각종 안내/홍보 인지

파견 대상국

귀국 전후 후속활동에 대한

관련

사례/예시 정보 습득

정보 습득

귀국 후 파견 대상국과 관련된 정보 습득
온/오프라인 모임/활동 참여
기존 수업과 융합 가능 정도
지역/학기 일정 고려한 활동
소속 학교의 분위기 혹은/및 여건

기
개인적

능

후속활동
가능 여건 검토
유관 기관/

소속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혹은/및 여건

동료의 지지 및

유관 기관 네트워크 활용한 학교/교사/수업 연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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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참가자 대상 연수/교육 참여
주변 격려 및 후속활동 응원
후속활동 관련 프로그램

(자료집, 대회 등) 운영
후속활동에 대한 보상 및 지원
현지 활동 기록 도서/연수 교재 개발

파견 경험/

파견 경험 관련 강의/발표 기회

후속활동

행

후속활동 관련 강의/발표 기회

공유 기회

동
과

SNS 소통
온/오프라인 모임

파견 대상국과
교류 관계 유지

실
천

수업 자료 공유
한국어 교육 관련 강의 수강
세계시민교육/다문화 관련 강의 수강

자기 계발

언어 등 관련 자격증 공부 혹은/및 취득

실시

심화 학습 진행(대학원 진학, 전공 선택 등)

가
치
와
태
도

학교 차원 (MOU, 자매결연 등) 교류 실시
학급 차원 (교실 간 교류 등) 교류 실시

국제 교류

기

작

개인 차원 (SNS, 자료 공유, 초청/방문 등)

시행

능

용

/

교류 실시

상

수업 주제 활용 및 수업 자료 개발

호

(학생 대상) 동아리/방과 후 활동 혹은/ 및
대회 개최

(교원 대상) 프로젝트/연구회 활동/운영

작

시행

과

동료 교원과의 경험/자료 공유 등

실

연구회, 전문가 그룹 참여/활동

천

파견 기참가자 그룹 참여/활동

교외 활동

관련 강의/발표 수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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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동

관련 업무 (다문화, 협력교사 등) 담당

외부 공모전 및 대회 참가

용

교내 활동

전
략

봉사 활동

(지역 사회 환원 혹은/및 경제적 지원)
사고의 깊이와 폭 증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배움
글로벌 역량 강화
어학 능력 향상

개인적/직업적
역량 능력 증진

심화 학습 실시

(대학원 진학, 관련 전공 선택 등)
관련 자격증 취득
타인/타문화에 대한 이해
세계시민에 대한 가치 이해

삶의 가치

/태도 함양

지속적인 교류 통한 진정성 공유
세계시민의식 함양/인식 개선을 위한

세

개별적 활동 수행

파견 경험을 통한

수집된 자료 활용 통한 양질의 수업 제공

지역사회의 학습적

이론 전달을 넘어 체험 수준의 수업 활동

파급효과 발생

계
시
민

진행

과
정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선입견에 대한
점검 기회 제공
주변 지인/동료 교원과의 경험 공유 통한
본 사업/세계시민/다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주변 지인/동료 교원과의 경험 공유 통한

결

파견 경험을

체

통한

성

지역사회의
정서적
파급효과 발생

본 사업/세계시민/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파견 대상국에 대한 애정 및 관심

파견 대상국과의

파견 대상국과의 소통 창구 관리

교류 관계 발전

지속가능한 세상의 중요성 인식
세계시민교육/다문화교육의 필요성 인식
본 사업 참여에 대한 수혜 의식
교사로서의 역할 및 양질의 교육 제공
책임감 인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대한
반응 및
책임 의식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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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작용하는 범주들은 중재적 조건에 연결시켰고, 중심 현상을 어떠
한 방향으로 다루어가기 위해 취하는 의도적인 행위들은 작용/상호
작용 전략으로 관련지었다, 마지막으로, 작용/상호작용의 결과로 나
타난 결과물의 총합은 결과로 연결 지음으로써 총 6가지 요소를 도
출했다. 패러다임 요소들과 범주들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분석적 도
식(패러다임 모형)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패러다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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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 코딩

선택 코딩 단계는 축 코딩과 마찬가지로 범주들을 통합하여 더 추
상적인 수준에서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Strauss․Corbin, 1998).
설정된 패러다임 모형에서 제시된 하위범주 속 핵심범주를 발견하기
위해 모든 범주를 통합 및 연결하여 이야기 윤곽을 아래와 같이 기
술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소 5가지 범주인 ‘지식과
이해’, ‘가치와 태도’, ‘기능’, ‘행동과 실천’ 그리고 ‘세계시민 정체
성’을 중심범주로 도출시켰다.

가. 인과적(원인적 조건)
후속활동을 진행하게 된 직접적 계기가 된 파견 활동 당시의 경험
과 생각을 인과적 조건으로 정의하고, 관련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파견 대상국과 교류 기회 형성’, ‘한국에 대한 현지 관심도 인식’,
‘파견 활동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열정과 노력 인식’, ‘현지에 대

한 개인적 관심 증대’, ‘새로운 문화 경험 및 이해 향상’, ‘한국과 파
견 대상국 비교 실시’, ‘개인의 역랑/능력 한계 인식’의 요인이 이에
해당된다. 본 요인들을 인과적 조건에 연결시킨 이유는 중심 현상인
후속활동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인 파견 활동 중 구체적으로 어
떠한 요인들이 개인에게 이전과 다른 영향 혹은 새로운 관심을 이끌
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선택코딩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식과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점에
서, 본 하위범주를 포괄하는 핵심범주는 ‘지식과 이해’로 설정하였다.
인과적 조건을 도출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의 주요 응답 내용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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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서로 주고받았던 관심과 사랑이 후속활동 진행 계기가 되었다.
학생, 교사, 지역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어울림은 따뜻한
경험이었으며, 그 경험으로 인해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참여자

_13)

“파견국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류에 대한 동기가 생겼던 것
같다.” (참여자_7)

“전자 전기 부분을 가르쳤는데, 간단한 실습에도 학생들의 성취
감이나 만족감이 높은 모습을 확인하였다.” (참여자_30)

“베트남 여성들의 강인함, 민족 차원에서 이루어진 투쟁의 역
사, 호치민의 리더십 등에 대해 개인적으로 강한 인상을 받았다.”

(참여자_17)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
았고, 그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세계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관련한 일(후속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참여자_35)

“베트남 문학 교사와 함께 양 국가의 문학 비교 수업을 진행했
던 경험. 베트남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한 경험이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_24)

120 국제이해교육연구 15(3)

나. 맥락적 조건
중심 현상을 진행한 후, 진행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이끌기 위해
영향을 미친 사항들을 맥락적 조건으로 정의하였다. 파견 활동 이후
에 발생했던 교사들의 경험 요인 중에서도, 파견교사들이 일련의 후
속활동을 진행하게 된 계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파견 대상국에 대한 이해 형성’, ‘포용적/개방적 태도 함
양’, ‘개인적/직업적 태도와 자세 고민’, ‘개인의 역량, 능력 향상 인
식’과 같은 요인들이 맥락적 조건으로 추출되었다. 선택코딩을 통해
위의 요인들이 파견교사들의 지식과 이해를 넓혔다는 점에서, 핵심
범주는 ‘지식과 이해’로 설정하였다. 맥락적 조건을 도출하게 된 연
구 참여자들의 주요 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파견 활동 중, 현지 사람들의 삶에 대한 태도에서부터 교육 시
스템까지 한국과 다른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적응
하는 과정 자체가 나를 성장하게 만들었다.” (참여자_8)

“파견 활동을 돌아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밖으로 나온 느낌이
다.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은 언어와 피
부색은 다르지만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감정과 생활패턴이 있음을
배웠다. 파견 활동 경험은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을 보는 내 마음
을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참여자_32)

“파견 활동을 통해 해당국의 사람들과 생활하고 교류하면서 국
적을 넘어서서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서의 정을 느끼
고, 지구촌 공동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된 경험이었다.” (참
여자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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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활동은 내게 박혀 있는, 문화에 대한 편견을 송두리째 없
애준 파견 경험이었다.” (참여자_13)

“파견 활동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책이나 논문을 통해 알
던 한정된 지식이 아니라 조금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
나 생활방식을 받아들이는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참여자_16)

“파견 활동을 통해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는 열린 마음과 자세,
대화 기술, 교수 방법 등을 익히는데 큰 도움을 얻었다. 한국 동
료 교사와 팀티칭으로 한국 문화수업을 하고, 현지 교사와 팀티칭
으로 한국어 수업을 하며 다양한 교수방법에 대해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참여자_29)

다. 중심 현상
중심 현상은 어떤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거나
관계를 맺고 있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들로, 본 연구에서는 중심 현
상을 후속 활동을 진행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 및 계기로 간주하였
다. 선택코딩 결과, 핵심범주는 ‘기능’, ‘가치와 태도’, 그리고 ‘행동
과 실천’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기능’ 범주에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파견 대상국과의 교류
관계 구축’이 있다. 파견 당시 배치되었던 학교의 동료 교원 및 학생
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한 경우 파견교사들은 해당 학교와의 교
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두 번째 ‘가치와 태도’의 범주에 해당하는 조건에는, ‘파견 활동
경험의 확산 및 활용 의지’, ‘개인의 역량/능력 강화 필요성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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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에 대한 의식 성립’,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지식/가치 전달을 위한 실천 의지’, ‘개인적 다짐/목표 생성’이 해당

되었다. 파견 경험을 통해 수집한 교육 자료 및 수업 경험을 공유하
고, 세계시민교육 전문성을 함양시키려는 파견교사들의 의지가 존재
하였다. 또한 세계시민의 개념 및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
지하고, 한국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가 생성되었다. 세계시민의식 확장을 위한 개인적인 다짐이나
목표 설정도 진행되었다.
마지막으로 ‘행동과 실천’ 범주에 해당하는 조건에는, ‘관련 직무
담당’이 있다. 파견 사업 참가 이후 교내에서 다문화 관련 직무를 맡
게 되거나, 외부 기관과의 연계에 의해 다문화 및 세계시민교육 관
련 활동을 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중심 현상을 도출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의 주요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견 학교의 멘토교사와 교장 선생님이 프로그램에 우호적이
었으며, 파견교사의 수업에 대한 요구, 생활 편의를 수용하기 위
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는 등 호의적이었다. 학생들도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해당 학교와의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의지가 생겼다.” (참여자_23)

“문화다양성에 대해 나뿐만 아니라 학생, 교사 동료에게 알려주
고, 타문화에 대해 알려주고자 하는 취지가 컸다.” (참여자_25)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더 심화시키고 싶고, 학생들이
세계시민성을 함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양한 후속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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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전개했다.” (참여자_4)

“파견 활동을 통해 타문화에 대한 다양한 가치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_31)

“학생들에게 올바른 다문화교육과 세계시민, 민주시민, 평화교
육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참여자_31)

“다문화정책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_22)

라.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연구 참여자가 선택하는 전략에 영항을 미치는 요
인으로, 파견교사가 다양한 유형의 후속활동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중재적 조건의 충족 여부나 정도에 따
라 후속활동 선택에의 촉진 혹은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선택코딩
결과, ‘기능’, ‘가치와 태도’, 그리고 ‘행동과 실천’을 핵심범주로 구
분할 수 있었다.
먼저 ‘기능’ 범주에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사업/후속활동/파견 대
상국에 대한 정보 수집․활용’, ‘후속활동 가능 여건 탐색’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후속활동과 유관한 여러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
회와 습득한 정보의 활용이 후속활동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응
답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후속활동 활성화의 어려움을 파악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온라인 활동, 지역 및 학
기 일정 고려한 일정 제안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다음 ‘가치와 태도’ 범주 조건으로는, ‘개인의 인식 및 태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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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해당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성 및 타문화 존중의 태도를
정립하거나 교사로서 이와 같은 보편적 가치 전달에 대한 책임을 느
끼고 있었으며, 사명감이나 소명의식,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파견활동에서 배운 바를 후속활동을
통해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 등이 후속활동 과정에 관여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동과 실천’에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기참가자 네
트워킹 그룹 참여’, ‘타 프로그램 참가 및 운영’, ‘유관 기관/동료의
지지 및 협조’, ‘파견 경험 및 후속활동 공유 기회’, ‘파견 대상국과
의 교류 관계 유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은 후속활동
가치 확산을 위해 기참가자 간 네트워킹을 통해 후속활동을 공유하
고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하며, 이러한 네트워킹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파견교사들
은 후속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연수 및 연구회 등 후속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국제교류활동 등 유사 프로그램에 참가, 혹은 직접 프로
그램을 기획 및 운영을 실천하거나, 실천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사업
주최․주관 기관, 시도교육청 등과 같은 유관 기관이나 동료의 지원
역시 후속활동의 촉진 혹은 방해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들은 현지 활동에 대한 도서, 연수 교재 제작, 강의 및
발표 등의 기회를 통해 파견 경험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SNS,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만남, 자료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파견
대상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후속활동이 될 수도 있
으며, 원만한 관계를 발판으로 지속적인 후속활동 모델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있었다. 중재적 조건에 해당하는 주요 응
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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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후속활동의 사례 공유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프로
그램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다문화, 세계시민 교육 등
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 수업에 적용하거나 다른 활동을
계획할 때 예시가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참여자_28)

“후속활동 관련 온라인 컨퍼런스가 있다면 도움 될 것 같다. 교
사들이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으므로 온라인 활동을 활성화 하면
좋겠다.” (참여자_5)

“파견교사 대상 모임/회의를 파견 활동 이후 실시하고, 초청 사
업에 참여한 국내학교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
될 것이다. 내가 외국인교사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본 사업 성과보고회를 통해 외국인 교사를 초청한 국내 학
교 협력교사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초청 사업에 참
여했던 국내 교사들은 하나같이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일이라며
한 번 해보라고 용기를 주었다.” (참여자_20)

“다문화교육이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참여자_31)

“교사들이 후속활동을 할 수 있는 틀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했으
면 한다. 예를 들어, 해당 시도에서 파견을 다녀온 사람들의 클러
스터나 연구회 형성 등이 있을 수 있다. 보고회 같은 행사는 너무
형식적이고 1회성인 것 같다.” (참여자_15)

“다양한 현지에서의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책으로 출판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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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으로 남기면 좋겠다. 책으로 출판하여 보고서보다 수준과 깊이
가 있는 기록을 남기면 다음 연수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
다.” (참여자_11)

“파견 국가 배치학교의 동료 교사 및 학생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이 SNS을 통해, 또는 방문을 하였을 때 큰 도움이 되었
다.” (참여자_27)

마.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심 현상을 결과로 연결하는 요인으로서,
파견교사들이 실시한 후속활동의 구체적인 유형을 살펴보았다. 선택
코딩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기능’, ‘가치와
태도’, 그리고 ‘행동과 실천’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먼저 ‘기능’ 범주에 해당하는 조건으로는 ‘국제 교류 실시’가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차원의 자매결연 및 학급 차원의 교실 간 교
류 등 다양한 국제 교류를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가치와 태도’ 범주와 관련하여 ‘자기 계발 실시’가 해당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한국어 강의 수강
및 자격증 취득, 더 나아가 대학원 진학과 같은 심화학습 등 후속활
동의 일환으로 자기 계발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행동과 실천’ 범주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교내 활동
시행’과 ‘교외 활동 시행’이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파견 활동을 수
업 주제로 활용하거나 수업자료로 개발, 혹은 관련 학생 동아리 및
방과 후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교원 대상 연구회를 운영하고, 협력
교사 등 다양한 교내 활동을 시행하며, 동료 교원과 파견 경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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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공유했다. 더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은 외부 기관 전문가로서
활동하거나, 파견 기참가자 그룹에 참여했다. 또한, 파견 활동 및 세
계시민교육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더불어 학생들과 함께 각종 공
모전에 참가하고, 파견 대상국에 장학금을 제공하는 등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해당하는 주요 응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파견 기간 동안 인연을 맺었던 파견국 교사 및 학생들과 지속
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의 사회 현상이나 생활 모습을 공유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꾸준한 교류를 할 수 있었다.” (참여자_7)

“현재 근무하는 학교에서 초청교사 프로그램을 유치하며 혁신
학교 교육과정과 세계시민교육을 연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학
생회가 프로그램 기획과 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학부모회
와도 교류하였으며, 지역 중고등학교 문화교육도 실시하였고, 혁
신실천네트워크가 주관한 연수에도 참여하여 활발한 교육 교류를
하였다.” (참여자_20)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를 계기로 한국어교육(석사)을 공부하게
되었다.” (참여자_23)

“파견 활동이 타 국가의 기후, 자연 환경, 가치관 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한 세계
시민교육 자료를 개발하게 되었다. 또한 학생 동아리 및 교사 연
구회를 운영하고, 자율연수를 듣는 등 세계시민에 대해 많은 관심
을 가지게 되었다.” (참여자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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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후 4년 연속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초청교사의
협력교사로 참여하였다.” (참여자_11)

“여성 단체 모임을 연결하여 베트남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연계하였다. 또한, 베트남 학생들과의 수업 결과를 외부 공모전에
공모하여 특별상을 시상하였다.” (참여자_21)

“파견 활동 이후 외부 기관 세계시민교육 강사로서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하였다.” (참여자_35)

“파견 대상국 지역 사회에서 한국 문화 관련 수업 의뢰를 받고,
교육 봉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_27)

바. 결과
파견교사가 파견 활동 이후 후속활동을 진행하게 된 직접적 계기
와 영향을 미친 경험 요인, 후속활동 유형으로 나타난 일련의 종합
적인 과정과 영향력을 ‘결과’로 정의하고, 관련 요인들을 다음과 같
이 추출하였다. ‘교사(본인)의 개인적/직업적 역량 증진’, ‘교사(본인)
의 삶의 가치 및 태도 함양’, ‘파견 경험을 통한 지역 사회의 학습적
파급 효과’, ‘파견 경험을 통한 지역 사회의 정서적 파급 효과’, ‘파
견 대상국과의 교류 관계 발전’,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대한 반응
및 책임 의식 작용’ 등이 해당한다. 선택코딩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
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핵심범주는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소
‘지식과 이해’, ‘가치와 태도’, ‘기능’, ‘행동과 실천’ 중 ‘세계시민으

로서의 자아정체성’을 중심 범주로 도출시킬 수 있었다. 후속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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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발현시킨 연구 참여자들의 주
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각의 깊이와 폭이 넓어진 것 같다. 세계시민으로 어떻게 나
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를 실천하게 되었다.” (참
여자_1)

“개인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그 기능 유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인류공영과 세계를 위해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참여자_27)

“외적으로 다르더라도 나와 동일한 생각과 감정을 갖고 있는 '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소중한 만큼 타인도 소중하고 존중받을 가
치가 있음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 노력했다.” (참여자_32)

“단순히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에서 벗어나 문화로 소통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계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참여자_29)

“다문화국가 파견 경험이 개인의 경험,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국내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타문화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이해시
키면서, 세계시민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도록
자극하고 동기부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참여자_24)

“나의 후속 활동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외국의 교사들과도 계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동질감을
갖게 하고자 하였다.” (참여자_30)

“일회성이 아닌,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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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세계시민교육은 필수교과목이며,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참여자_16)

“파견 활동을 통해 다문화와 세계시민의식의 중요성에 대해 깊
이 느꼈다. 교사로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다문화와 세
계시민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참여
자_31)

V. 결 론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도입하여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한 파견교사
들의 귀국 후 후속활동 과정을 살펴보고, 사업 참가 경험이 후속활
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의식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분석, 자
료 수집 및 분석, 2012-2019 파견교사 대상 1차 후속활동 전수 조사,
일부 응답자 2차 서면 인터뷰, 전문가 자문, 연구 참여자 의견 조사
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후속활동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이론
을 적용한 질적 코딩을 통하여 144개의 범주, 37개의 하위범주, 그리
고 5가지의 중심범주인 세계시민의식 구성요소(지식과 이해, 가치와
태도, 기능, 행동과 실천, 세계시민 정체성)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코
딩 과정과 패러다임 모형을 통해 범주화한 개념 간의 관계성을 파악
하고, 파견 경험이 후속활동을 이어지는 일련의 현상․과정을 이해
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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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출하였다.
첫째, 교육교류사업에 참가한 파견교사들의 후속활동은 개인별 세
계시민의식 흐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파견교사들은 모
두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파견 당시 현
지인과의 관계, 현지 학교의 협조 정도, 개인의 역량 등에 따라 세계
시민의식 함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따라 사업 참가 이
후 후속활동을 전개하는 양상 역시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여러 단계에 걸친 세계시민의식의 형성 및 영향이 후속활동으로 이
어지는 과정에서 세계시민의식의 함양은 크게 지식과 이해, 가치와
태도, 기능, 행동과 실천, 세계시민정체성의 다섯 범주로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파견교사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은 궁극적으로 세계시민 정
체성 인식으로 이어졌다. 근거이론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형성 과정
분석 결과, 파견교사는 세계시민의식 발전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본인을 세계시민으로 인지하고, 세계시민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인
지 및 행동을 보였다. 파견교사 내적으로는 세계시민으로서 삶의 가
치를 인식하고 글로벌 사회의 시민이 당면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책
임의식을 느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개인의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외적으로는 지역사회 및 교육
현장에 세계시민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였고, 본인이 파견되
었던 국가의 학생 및 교사와 교류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어나가고자 하였다. 즉, 교육교류사업과 같은 국제협력 사업 참가
를 통한 글로벌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은 교사들의 세계시민의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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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촉진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파견교사들의 세계시민 정체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교사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은 교육 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
육 실천으로 이어진다. 교육교류사업에 참여한 파견교사들은 사업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었을 뿐 아
니라 교육 현장에서 자발적인 후속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는 세계시
민교육의 확산과 적극적 실천을 위해서는 교육 현장 최전선에 있는
교사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이 중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기존 사업 성과분석결과(글로벌 역량 및 다문화 수용성 향
상)를 통해서는 실제 참가자들의 의식 변화에 대한 주요 결과 내용
으로 구체적인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본 연구는 파견교사 사업 참가 경험이 후속활동으로 이어지는 과
정과 그 속에서 파견교사가 세계시민의식이 어떻게 작용하고, 또 후
속활동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 지에 대한 구
체적인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사업 참가를 통한 ‘교사들의 의
식 변화와 이에 따른 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실천’의 과정을 이해
함으로써, 단순히 교사의 의식 변화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교사의
의식 변화와 현장에서의 실천을 통한 확산을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
에서 어떠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토
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과정 및 결
과는 추후 유사 국제협력 사업들의 이론적 평가 틀과 연구 사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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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참가 파견교사 577인 중 227명의 의견을 취합 및 36명을 심
층 조사한 질적 연구로서, 연구 대상이 제한되어 연구 결과를 모든
파견교사로 확대 및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으며, 근
거이론을 통해 질적․귀납적으로 구축한 이론 그 자체로는 일반화의
가능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본 연구를 토대로
동 사업 혹은 유사 사업 참가자를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면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일반화 가능성을 입증해볼 수
는 있을 것이다.
둘째, 파견교사 중 후속활동을 하지 않은 그룹에 대한 비교적 관
점의 연구로 확장되지 못했다. 연구 방법에 있어 후속활동에 대한 1
차 전수조사에 응답한 파견교사를 대상으로 후속활동 분석을 실시했
기에 후속활동을 하지 않은 교사의 세계시민의식 흐름에 대한 분석
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계시민의식의 형성이 세계시민교육의 실천
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과 후속활동 수행 그룹과의
세계시민의식 형성 과정 비교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파견교사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조사하여 참여자들의 개인별 특성(예: 학교급, 연령
대, 파견 국가별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 향후 개인별 특성에 따라
보다 심화적인 후속활동 과정을 분석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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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Asia-Pacific Teacher
Exchange for Global Education」
in terms of Global Citizenship: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Korean teachers’
follow-up activities using the Grounded Theory
Kim, Jooyoung
(Programme Specialist, Office of International Teacher Exchange, APCEI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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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dentify how the global citizenship affects the process
that the participants’ experience of the「Asia-Pacific Teacher Exchange for
Global Education」lead them into conducting the follow-up activities by
analysing the elements of the global citizenship using the grounded theory.
In pursuit of this aim, researchers analyzed the previous studies,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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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conducted surveys of 2012-2019 Korean participants, interviewed the
representative participants, consulted with experts, and received comments
from the Korean teachers. As a result, 144 concepts from open coding, 37
subcategories from axial coding were developed. Through selective coding,
five categories of global citizenship, ‘Knowledge and Understanding,’ ‘Value
and Attitude,’ ‘Function,’ ‘Taking Action’ and 'Identity as Global Citizen'
were developed. This study result indicates that the participants’ follow-up
activities show different aspects according to the flow of their perception on
global citizenship. In addition,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 aspects of
their follow-up activities differ based on the factors that developed global
citizenship of them. This study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is an in-depth
empirical analysis of how the program participation affected the participants
to make a ripple effect with global citizenship developed through follow-up
activities.

Key words : Global Citizenship, International Teacher Exchange,
Educational Exchange, Follow-up Activity, Grounded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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