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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의 목 은 체험학습 기반의 국제교류 로그램인 AEEP(APEC Edutainment Exchange 

Program)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필리핀에서의 장 용에 한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AEEP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를 해 우리는 먼  련 문헌과 자료분석을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와 일반 

학생들이 필리핀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놀이 기반의 별 로젝트 수행 과제를 설계하고 필리핀 마닐

라 인근 지역의 등학교에서 로벌 체험학습을 실시하 다. 2012년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필리

핀 AEEP는 34명의 등  등 학생들과 로그램 문가들을 연구 상으로 하 으며 설문지 외에 동

상, 보고서, 일화  면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 다. 별 AEEP 활동을 분석한 결과 한국-필리핀 학생

들은 K-pop과 음식 만들기 로젝트에서 서로 문화를 교류하면서 즐겁게 배우는 에듀테인먼트  특징을 

보여주었다. 한 반 으로 국제  력 학습이 융합된 AEEP 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에게 다문화  이

해와 태도에 정 인 향을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중심어 :∣글로벌 다문화 체험 활동∣AEEP∣에듀테인먼트∣사례 고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quality of APEC Edutainment Exchange Program 

(AEEP) that was developed for Korean multicultural students and implemented in Philippines.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data analysis, we designed and developed edutainment-based 

contents for their team projects. The participants of the AEEP which was carried out between 

Aug 12th and 19th in 2012 were 34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with program 

coordinators. Data collection included survey, video, interview, report and episodes. The data 

analysis of AEEP activities revealed the features of global experiential learning and edutainment 

in the K-pop and cooking projects where the Korean-Philippino students exchanged their cultural 

activities with joyful cooperation. The data also confirmed the Korean students’ positive changes 

toward multi-cultural understandings and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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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기존에 가졌던 과 인식의 폭

을 넓 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여행

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과 가슴으로 경험하는 체험학

습의 장으로 이끌고 있다.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서 시작된 창의  체험활동은 시작된 창의  체험활동

은 지역을 연계하는 체험학습과 직결되며 박물 , 시

회, 박람회 등을 방문하면서 체험하는 학습활동 등을 

포함한다[1]. 정재승(2011)은 장체험학습의 유형을 

자율성과 의존성, 찰과 참여를 두 축으로 하여 자율

성이 높고, 찰의 비 이 큰 체험학습을 자기주도 답

사, 자율성이 높고 참여의 비 이 큰 체험학습을 개별/

모둠 로젝트, 의존 이고 찰의 비 이 높은 체험학

습을 단체  여행, 의존 이고 참여의 비 이 높은 

체험학습을 교사가 주 하는 로젝트로 구분하 다

[2]. 이러한 체험학습이 해외 지역으로 확 되면 다양한 

나라에 한 이해와 문화  체험을 동반하게 되므로 국

제이해교육 는 다문화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다

[3][4][17].   

학교별로 외국학교와 교류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해

외체험 여행이 교사 의존 이고 지를 답사하면서 체

험하는 단체  형태를 띠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과 

교사가 주도 으로 여행 계획을 수립하여 창의 으로 

체험활동을 하는 시도가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안학교의 해외이동학습이 

그러한 사례에 해당된다[5]. 주목할 만한 사례는 APEC

권역에서 에듀테인먼트 기반의 체험학습을 장려하면서 

국제교류의 부수효과를 노리는 AEEP에서 나타난다

[6][7]. 로벌 체험학습의 특징을 띠고 있는 AEEP는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나라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지의 교사의 학생들과 을 이루어서 로젝트를 수

행하면서 국제이해와 다문화  을 제공하는 장

을 가진다[18].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배경을 토 로 국내의 농산  

지역에 치한 G교육청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들이 필리핀에서 로벌 체험학습을 하는 모델 설

계  로그램의 운  사례를 다루고 있다. 2011년까

지만 해도 G군의 다문화 교육은 남의 다른 시․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동안 G교육지원청에서 추진했

던 모국 문화교실 사업은 일반 학생들에게 한국이 다문

화 시 임을 인식하게 하고 다문화를 이해시키려 했다. 

이를 해 강사로 채용된 5개국 결혼 이민자 여성들은 

모국의 통의상을 입고 내 학교로 찾아가 모국의 문

화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활동을 개하 다. 그러나 매

년 비슷하게 진행되는 로그램에 변화를 주어 다문화 

학생과 일반학생 모두에게 만족도를 높이고, 다문화에 

한 잘못된 편견을 해소하고 서로의 문화가 다름을 인

정하며 그 다름의 차이를 배려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로그램에 한 필요성이 높아졌다[8]. 이같은 상황에

서 G지역교육청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가정의 학

생들을 함께 엄마의 나라( 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를 

방문하는 로벌 체험학습을 시행하 으며 새로운 교

육 모델로써 참여 학생들이 놀이와 같은 재미와 학습을 

함께 하는 에듀테인먼트  요소가 가미된 로젝트 기

반 학습으로 알려진 APEC 에듀테인먼트 교류 로그

램(APEC Edutainment Exchange Program; 이하 

AEEP)을 도입하 다[9][18]. 

AEEP는 지의 박물   문화 유 지 등을 답사하

는 단체 의 비 을 최소화하고 지 학교의 교사  

학생들과 을 이루어 창의체험과 련된 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다문화이해  세계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G지역교육청이 다문화이

해교육과 로벌 체험학습을 결합한 국제 교류 로그

램을 4개국에서 시행한 결과 참여자의 다문화  인식

에 한 반 인 고찰은 김 환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

에 소개되어 있다[20]. 이러한 로그램은 다문화교육 

강화, 지 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참여 학생들의 활

동을 지원하고 참여자들의 성찰활동을 강화하며 사후 

활동 보고회를 통한 학습효과를 지속 으로 지원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논문은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의 등  등학생

들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필리핀 학생들과 함께 로젝

트를 수행할 수 있는 다문화 AEEP를 개발하고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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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용한 사례를 구체 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 은 필리핀 다문화 AEEP의 용 사례를 

고찰하고 형성평가의 에서 분석함으로써 AEEP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AEEP를 체험학습 분야와 연계하여 해외에서 

용하기 하여 한국의 일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상으로 별 다문화 AEEP를 설계하 다. 둘째, 다문

화 AEEP를 필리핀 학교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에듀테인먼트  요소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셋째, 

형성평가의 일환으로 면담, 보고서 자료  일화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로벌 체험학습의 

용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찰하 다. 이 연구는 

다문화 로벌 체험학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자  

장 실행가들에게 에듀테인먼트 기반의 국제교류와 

다문화 콘텐츠를 설계하고 지에서 용한 사례를 체

계 으로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글로벌 체험학습와 다문화이해교육
특정 지역에 가서 그 환경 속에 있는 문화 련 사물

을 보고, 듣고, 특정 활동을 겪어보는 방식으로 배우는 

것을 체험학습(활동)이라 부른다. 이러한 경험 기반 학

습은 학생들에게 직  해 보는 체험을 통해 수반되는 

사고과정과 사물, 자연, 특정 지역의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역의 문화에 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

다. 이러한 측면에서 체험학습은 학습자와 외부 환경의 

의식  상호작용 과정으로 간주된다[10]. 지역의 박물

을 방문하여 공간과 시물을 심으로 학습콘텐츠

를 체험하는 활동은 역사 학습에서 종종 나타난다. 이

런 체험활동이 해외의 자원과 연결되면 학습자가 경험

할 수 있는 문화도야재는 더 넓어지며 국제교류 차원에

서 다양한 활동으로 확장될 여지가 많다[5][8]. 

외국을 방문한 체험학습은 그 특성상 사회과 교과목

에 연계성이 매우 높으며[2][4],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 

나라의 사회 문화  배경과 지리  여건, 언어  특성 

등과 련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여 문화  다양성에 

한 이해를 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등학생들을 

상으로 교류기반의 체험활동을 연구한 변정 (2011)은 

설문 조사를 통하여 문화 상 주의, 문화수용성, 세계지

향성, 자국 문화 만족도, 자국문화 이해  국제 계 이

해에 하여 살펴보았다[8]. 그리고 체험  교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변화가 나타났음을 확인

하 다. 심층면담 등을 사용한 질  연구 분석에 따르

면 학생들은 심리  갈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과정분석을 해 본 결과 등학생들은 음식, 놀이, , 

음악 등을 통하여 다문화를 경험하 고 그럼으로써 다

양한 문화에 한 공감  이해하기를 거쳐 다문화를 수

용하는 단계로 나아감을 보여주었다.

일반 으로 다문화이해교육 는 다문화교육은 다문

화가정 학생을 상으로 하는 교육과 일반학생을 상

으로 하는 교육으로 별해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학

생들에게 한국의 문화, 언어  풍습에 해 가르쳐

으로써 사회 응을 도와주는 것 외에도 부모 나라의 

문화체험을 통해 자아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에 한 이해와 체험을 해 

으로써 문화간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정석원과 정진철(2012)은 외국 여행이나 

일상 속에서 다문화를 직  경험하고 성찰해 보는 비형

식  경험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문화 수용성에 큰 효과

를 발휘한다고 지 하고 있다[3]. 학생들이 다문화를 통

해 자기성찰과 내  성장을 도모하기 하여 문화축제

에 참가하거나 외국어를 습득하는 등 한정된 활동을 뛰

어넘어 문화 수용성  태도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통

합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2. APEC 에듀테인먼트 교류 프로그램(AEEP)
유네스코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와 정부부처, 산하

단체, 기업 등에서 다양한 목 과 방법으로 청소년 국

제교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국제교류에 그치

지 않고 상 국의 참가자(학생)들과 함께 별 로젝

트를 수행하면서 놀이와 학습의 효과를 추구하는 모델

로써 개발된 것이 APEC 에듀테인먼트 교류 로그램

(이하, AEEP)이다. APEC 회원국 학생들을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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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에 부분 으로 용되었던 이 AEEP는 인

터넷 사단에 참여하 던 학생들의 활동을 토 로 확

장되었다[6]. 

AEEP는 통상 사  비활동(기 연수, 로젝트 주

제도출 등), 지활동(  로젝트 수행, 문화교류 등), 

사후활동(감상문 경진 회, 후속 활동 제안  진행 

등)의 총 3개의 단계로 구성된다[9]. AEEP에서의 지

활동 단계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학생들과 만날 수 있

는 설 임과 다양한 주제에 따른 별 로젝트를 수행

할 수 있는 도 감을 안겨 다. 지에서 다국  이 

서로 만나면 사 에 온라인으로 상의하 던 로젝트 

제안서와 그에 따른 별 활동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그

에 따라 에듀테인먼트 기반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수행

한다. 따라서, 지 오리엔테이션 시간은 AEEP의 성공

인 수행을 하여 매우 요하며 학생들은 이 시간에 

서로 친구가 되며 지의 문화유 지와 연계한 견학 등

의 체험활동을 하면서 문화  다양성을 하게 된다. 

그 외에도 참여자들이 직  비한 문화 교류행사와 

지 사활동도 함께 수행한다.  AEEP의 후반부는 별 

활동의 간보고  멘토에 의한 피드백을 거쳐 로젝

트 결과물을 도출하고 별 발표로 이어지며 마지막에 

평가를 통한 시상으로 마무리된다.  

필리핀과 태국을 심으로 시행되었던 이 AEEP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9]. 첫째, AEEP는 기

본 으로 별 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력하는 다문

화 활동을 지원한다. 사 에 다국  을 형성한 후에 

온라인으로 주제 설정에 한 의견교환을 하고 로젝

트 수행에 한 사  비를 한다. 둘째, 이러한 온라인 

사  활동은 지에서 다국  별로 로젝트 수행으

로 이어진다. 별 활동의 결과는 다국  언어로 지

에서 발표함으로써 마무리된다. 지 활동이 끝나면 메

일 는 페이스북 등의 SNS 도구를 사용하여 서로의 

감상문, 사진-동 상 자료 등을 교환하는 온라인 사후 

활동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블 디드 (온-오 ) 기반

의 로젝트 기반 학습을 지원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

다. 셋째, AEEP는 별로 참여 학생들이 공통 으로 

심있는 주제를 다루면서 에듀테인먼트 기반의 활동

을 수행함으로 다문화  근성과 학습 효과를 부수

으로 거둘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본 으로 학생들의 

활동은 자발성과 력에 기 한다.  

한편, AEEP의 핵심 내용은 놀이와 학습을 목한 에

듀테인먼트  요소와 련이 깊다. 에듀테인먼트에 

한 개념  정립을 시도한 연구에서 송상호는 디지털 에

듀테인먼트 콘텐츠의 유형 분류를 해 다음과 같이 직

성 여부, 참여하는 학습자 참여의 수 , 참여하는 상

호작용 양식  해당 엔터테인먼트의 유형 등으로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하 다. 그는 이러한 개념을 용하여 

등학교 로  수업을 녹화한 비디오 상을 분석한 결

과 에듀테인먼트  요소가 모두 나타남을 보여주었다[13]. 

AEEP를 기반으로 한국과 필리핀의 등학생들이 로

 키트를 사용하여 놀이  요소와 로젝트 기반 학습

을 수행한 사례는 국(2014)의 논문에 자세히 소개

되었다[7]. 별로 구상한 주제에 따라 로  작품을 고

안  설계하고 고고보드를 이용하여 사용법을 익힌 후

에 재활용품으로 하나씩 만들어나가는 활동이 이어졌

다. 참여 학생들은 간간이 노래와 춤을 추기도 하면서 

로  기반 AEEP를 수행하 으며 최종 으로 만든 작

품을 체 학생들 앞에서 시연하고 발표하 으며 한국

과 필리핀에 한 노래와 춤을 공연함으로써 참가자 모

두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로  AEEP 활동

은 한국-필리핀 학생들이 체험학습  로젝트 기반 

별 로  활동을 통해 과학  탐구 활동뿐만 아니라 

상호 문화에 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

들어 주었다. 즉 학생들은 로  AEEP 수행 과정을 통

해 서로에 한 습 과 언어 등과 련된 생활 속 문화 

반을 체험하 을 뿐만 아니라 참여 학생들 모두가 

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 간의 력과 갈

등 조정, 결과물 도출에 따른 자신감, 어 공부에 한 

실함 등을 기를 수 있었다. 

Ⅲ. 연구 설계 및 절차

1. 연구 맥락 및 연구대상자 소개
라남도 농산  지역에 소재한 G교육청 산하의 다

문화가정(국제결혼 가정)은 모두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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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어머니의 결합 형태를 띠고 있다. 다문화학생들은 

한국어가 서툰 어머니와 부분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이는 학력 결손으로 이어지는 경

우가 많다. 한 서투른 언어구사가 래집단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자기 정

체감에 혼란을 겪는 학생도 있고, 다문화 가정 자녀라

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축되어 자기표 을 충분히 하

지 못하는 학생도 있다. 일반학생들이 갖는 다문화에 

한 편견, 다른 외모 등에서 기인한 소외감  열등감

으로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다문화가정의 자녀

임을 숨기고 학교생활에 임하기도 하 다. G교육청은 

그들이 스스로 다문화 자녀임을 인정하고, 다문화가정

이기 때문에 릴 수 있는 작은 장 이라도 찾아주며 

자신감을 높여 주는 방안을 찾고자 하 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G교육청은 인근 지역의 S 학

교와 APEC 국제교육 력원(Institution of APEC 

Collaborative Education, 이하 IACE)을 연계하여 다문

화 가정의 학생과 일반 학생들을 상으로 로벌 체험

학습 로그램인 AEEP를 진행하 다. 이에 따라 IACE

는 2012년 6월부터 필리핀 교육부와 의하여 마닐라 

외곽에 치한 바탕가스 지역에서 다문화 AEEP로 진

행하는 방안을 의하 다. G교육청은 필리핀 지 

로그램에 참여할 학생들을 5월경에 34명을 선발하 는

데 다문화가정자녀 14명, 사회  배려( 소득층 자녀 3

명) 학생, 일반학생은 1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로

그램 총 을 맡은 연구자가 7월에 필리핀 사  답사를 

하 으며 지 교육청과 의하여 알랑귈랑 등학교

에서 필리핀 학생 30여명과 함께 창의체험  다문화 

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계획을 수립하 다.1 

2012년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실행한 필리핀 AEEP

에 34명의 등학생과 6명의 학생들을 그리고 교

사 4명과 로그램 문가 1명  교수 1명이 참가하

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로젝트 을 구성할 필리핀 

학생들은 등학생 17명, 고등학생 18명이었다2. 이들

의 역할에 따른 구체 인 활동 내용은 [표 1]과 같다.

1  필리핀 교육부(차 보)가 추천한 교류학교인 ․고등학교로 구성

된 바탕가스 시에 치한 종합학교로서 규모 학 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필리핀에는 학교가 없으며 고등학교 1-3학년이 한국의 학교에 

해당된다.

구분 구체  활동 내용

지도
교수

∙ 글로벌 체험학습 프로그램 모니터링, 필리핀 전문가와 조율 
및 문제해결 

프로
그램 
전문가

∙ 창의체험 및 다문화 AEEP 프로젝트 지도
∙ 문화 체험 활동 기획

교사 및 
대학생 
멘토

∙ 지도교수와 세부 프로그램 협의, 필리핀 교육청과 협의 및 프
로그램 진행, 학생 프로젝트 지도/평가

∙ 팀별 도우미, AEEP 활동 조언 및 자료 수집
초중
학생 
34명

∙ 다문화 AEEP 팀별 프로젝트 활동 진행 및 결과보고 발표
∙ AEEP 워크북 작성

표 1. 참가자들의 역할에 따른 활동

2. 다문화 체험학습과 AEEP의 추진 절차
다문화 AEEP에 참여할 학생들이 선발 된 후에 그들

은 필리핀 지에서의 원활한 진행을 하여 국내에서 

2012년 7월 21일 하루 동안 다문화 AEEP에 한 사  

워크샵에 참가하 다. 먼  다문화 사회  교육에 

한 이해를 하기 한 특강을 듣고 난 후에 참가자들은 

래포 형성을 한 후에 별로 로젝트 주제를 도출하

고 체 이 지에서 활동할 구체 인 계획을 수립하

다. 사  워크샵에서 요하게 진행된 부분은  구

성(학생, 지도교사/  코디 배정표)과 원별 역할분담

표를 작성하는 부분이었다. 이 게 함으로써 별 로

젝트 계획서를 주제, 배경, 의의, 결과물 등에 하여 세

세히 작성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체험학습과 련된 

일자(단계)별 활동내용  비물 등을 확인하 으며 

필리핀 문화교류 활동에 한 계획안을 마련하 다. 

이 듯 사  비를 마친 참가자들은 2012년 8월 12

일에 비행기에 탑승하 고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1

박을 하 다. 첫째 날부터 그들은 박물   역사 련

된 장소(UN묘지, 인트라무로스)를 견학하면서 필리핀

에 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둘째 날에 필리핀 외곽 

지역에 치한 바탕가스의 재래 시장을 탐방하 고 그 

이후에 알랑귈랑 등학교에서 필리핀 학생들과 함께 

AEEP 활동을 개하 다. 필리핀 지에서의 체 참

가 일정과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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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다문화 체험학습과 AEEP 주요 활동

1일(월)
역사․문화 체험지 탐방(1)
리잘 공원, 산티아고 요새, 시티투어, UN묘지
저녁 환영 만찬 후에 따갈로그어 수업

2일(화) 역사․문화 체험지 탐방(2): 필리핀 국립 박물관,
바탕가스 재래시장 팀별 프로젝트 수행

3일(수) 알랑귈랑 초등학교에서 한국-필리핀 팀원 소개, 
팀 프로젝트 협의 및 활동 개시

4일(목) AEEP 활동 전개 및 식물원 탐방
5일(금) 봉사활동 및 AEEP 활동, 팀별 프로젝트 발표 

저녁에 환송만찬과 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짐
6일(토) 오전에 바탕가스 해상 체험 및 

오후에 비행기 탑승

표 2. 필리핀 AEEP의 주요 일정과 활동 내용 

알랑귈랑 등학교에서 한국 학생들은 필리핀의 

등학생  고등학생 35명과 주제별로 설정된 으로 나

뉘어 한-필 로젝트 을 형성하 다.3 각 별로 한

국과 필리핀의 학생 2명으로 구성된 멘토가 배치되

어 한-필 학생들의 로젝트 수행에 도움을 주었으며 

필리핀의 교사들도 간 으로 참여하는 활동의 장이 

펼쳐졌다. 별 AEEP 로젝트 의 구성과 주제는 다

음과 같다.

 구분 한국 원 주제
환경로봇 초등학생 6명 신문지 비행기 구조물
LED
조명

초등학생 5명
중학생 1명 LED 조명 구조물

공간구조 초등학생 6명 신문지 공간 구조물
(니파헛 만들기) 

K-pop 초등학생 5명
중학생 1명 한국-필리핀 노래와 춤 UCC 

음식 1 초등학생 5명 한국(잡채, 파전) - 필리핀
(Calereta, Palitaw) 음식 
만들기 음식 2 초등학생 3명

중학생 2명

표 3. 팀별 구성과 주제 선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지칭하는 AEEP 로그램의 범 는 6일

간 진행된 활동을 포 하지만 출국과 귀국을 제외한 기

간에 별 로젝트를 집 으로 개한 활동에 하

여 주로 자료 분석을 하 다. 연구자는 다문화 체험학

습과 AEEP 활동을 형성평가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향

후에 다문화 로그램의 질  개선을 하여 로젝트 

3 필리핀의 학제에는 학교가 없으므로 필리핀 고등학생들은 실제로 

한국의 학생에 해당됨을 참고하기 바란다.

결과물에 한 별 사진  작품 시연에 한 동 상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 다. 한 필리핀 도착 직후

와 귀국 직 에 한국 학생들을 상으로 사 -사후 설

문지를 배포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설문 내용은 크게 

다문화 수용성, 로벌 공동체 의식, 사 정신, 한국에 

한 자 심, 어학습의 필요성 등의 5개 역을 다루

며 5  측도로 구성되었다.

설문지를 보완하는 질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구를 

수행하는 내부자의 에서 로젝트 수행 기간 내내 

학생들의 활동을 찰하면서 작성한 내용과 에피소드 

등을 메모하 다. 동행한 로그램 문가는 간간이 학

생들을 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동 상 촬 을 하

으며  보고서를 작성하 다. 한 귀국 후에 멘토의 역

할을 맡았던 학생 2명과 참여학생 1명을 상으로 별

도의 면담을 하 다.

이러한 자료를 토 로 다문화 AEEP를 향상시키기 

한 목 으로 도구  사례 기반의 형성평가 방법을 도

입하 다[7][14]. 다시 말하면, 연구자는 다양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로벌 다문화 AEEP가 용된 장 사

례에 하여 참여자들의 반응을 분석하고 이를 토 로 

개선할 부분을 탐구함으로써 질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 실천가들에게 실제  지침과 지식

을 공유하고자 한다.

형성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설문지와 질  자료 분

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설문지 분석은 사 -사

후 변화의 차이를 비교한 반면에 보고서와 면담 사 

자료에 하여 다문화 AEEP 활동에 한 특성별로 요

소를 추출하고 유목화하는 작업을 하여 분석하 다. 

한 찰 자료와 사진  동 상 자료를 검토하여 필리

핀 학교에서의 맥락과 구체 인 AEEP 활동의 개에 

한 분석을 거친 후에 참여하 던 로그램 문가 1

인에게 구성원 검토를 거쳤다. 이런 분석 결과에 따라 

다문화 체험학습 기반의 AEEP에서 나타나는 활동 모

형과 별 활동의 특징을 포착하 으며 로젝트 수행 

과정과 산출물( 별 작품  워포인트 등의 포트폴리

오)을 심으로 형성 평가를 한 후에 향후 보완해야 할 

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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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다문화 체험학습의 필리핀 적용 사례 분석 

1. 다문화 체험학습 기반 AEEP 활동의 설계 
이 연구에서 다룬 다문화 AEEP는 별로 로  로

젝트와 문화  콘텐츠를 목한 사례( 국, 2014)에

서 나타나는 차와 활동 내용을 G교육청의 로벌 체

험학습과 다문화이해교육에 련된 요구에 맞게 수정

하여 문가 의를 거쳐 완성되었다[7]. 필리핀에서의 

체험학습을 기반으로 한 AEEP는 다문화가정 자녀와 

함께 일반학생들이 을 형성한 후에 문화-역사 체험

지에 한 탐방을 거쳐 필리핀의 학생들과 함께 로젝

트 기반의 다문화 을 형성하는 설계상의 특징을 가지

고 있다. 견학과 탐방을 주로 한 국제교류 로그램

에서 탈피하여 재미와 학습을 병행하는 에듀테인먼트

 요소와 문화교류를 통한 다양성에 한 이해를 도모

하기 하여 다문화 AEEP의 설계에서 나타나는 주안

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까지 진행되었던 기존 AEEP 에서 로

 AEEP 활동 사례에 한 형성평가 연구를 토 로 다

문화 체험학습과 AEEP를 연계하는 통합  설계를 하

다[7]. 둘째, 다문화 가정자녀를 포한한 참여 학생들

에게 체험을 통한 문화이해 기회를 확 하고자 지 주

요 문화․유 지 탐방 코스를 확 하고, 교류국가의 추

천을 받아 박물   민속춤(필리핀) 등 교류국가별 특

징을 담은 체험코스를 강화하 다. 셋째,  로젝트 

주제 선정은 문화․역사를 주제로 학생들이 쉽게 

근할 수 있는 술, 음식, 역사,  등을 소주제로 선

정하 고 온라인 사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개별 

심사를 최 한 반 하여 을 구성하도록 하 다. 그

리고 지도교사와 별 ( 학생)  코디네이터들이 지

도하여 별 로젝트 세부 주제와 활동 내용이 국가별 

탐방 코스  체험코스와 연계하도록 하 다. 그 결과 

학생들이 주로 선택한 로젝트 활동 형태는 양국 문화 

비교(K-pop 등), 공간구조물 만들기, 음식 만들기 등이

었다4. 넷째, 한국 학생들과 방문국가의 지 학생간의 

교류 시, 래포(Rapport)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벤

4 한 로, 필리핀은 문화교류활동으로 비한 한국-필리핀간 통춤

을 소재로 양 국가의 민속춤과 노래를 배워보고 이를 동 상으로 만

드는  활동을 개하 다.  

트와 로그램 편성을 고려하 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필리핀의 경우에는, 필리핀 국제 교류 문가 의견을 

반 하여  로젝트 주제  하나를 K-pop으로 선정

하고 한국 가요와 춤을 시작으로 교류 활동을 시작

하 다. 여섯째, 사후활동 단계에서는 참여한 국내 학생

을 상으로 감상문 경진 회를 개최하고 일반 교사  

학생들을 청하여 국내 결과 보고회와 활동 결과 공유

를 해 시회를 개최하 다. 

2. 글로벌 체험 학습 목표 대비 참가자들의 역사-
문화 탐방 활동

필리핀이 모국인 다문화 학생들에게 필리핀의 역사

와 문화를 소개하는 것은 이 체험학습의 요한 목표 

의 하나 다. 일반 학생들과 필리핀 다문화 가정 학

생들은 이러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첫날 그들은 수도 마닐라에서 1박을 한 후에 필리핀 

유 지(UN묘지, 인트라무로스, 호세리잘 공원, 인트라

무로스 등)와 박물 을 견학하면서 별로 학생 멘토

의 안내를 받으면서 필리핀에 한 이해의 폭을 넓혔

다. 를 들면 한국 학생들은 인트라무로스를 방문하면

서 호세 리잘이라는 청년의 삶을 통하여 필리핀의 역사

에 하여 구체 으로 배울 수 되었다.5 특히 주목할 것

은 그들이 탐방을 하는 가운데 두 명의 다문화 학생들

이 그들의 외가 가족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 

이다.  

다음날 아침에 학생들은 마닐라에 소재한 필리핀 박

물 에 가서 별로 필리핀의 역사와 유 을 보여주는 

시실을 람했다. ‘필리핀 사람들의 박물 (Museum 

of the Filipino Peoples)’으로도 알려진 이 박물 은 

1901년에 설립되었으며 필리핀의 자연사와 민족지학

(民族誌學)에 련된 유물과 자료, 술품을 시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별 멘토의 인솔을 받으면서 약 1시

간 반 가량 박물  체를 돌아보면서 필리핀의 유물에 

하여 배울 수 있었다.  

5 오랫동안 외세에 의존하던 필리핀에서 해외 유학을 가게 되었던 호

세 리잘은 공부를 하면서 자신의 모국이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다

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에 그는 독립하기 하여 많은 노력

을 했지만 결국 인트라무로스 산티아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거기

서 끌려 나와서 리잘공원 안에서 35세의 나이에 총살형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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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에서의 이틀동안 한국 참가 학생들이 필리핀

의 역사와 문화에 한 탐방 활동은 가이드의 보충 설

명을 들으면 매우 실제 이고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 이루어졌다. 가이드의 설명은 필리핀 역

사 교과서를 방불  할 만큼 자세하고 실감 있게 소

개되었으며 한국 학생들은 필리핀의 주요 인물과 유물

에 하여 매우 구체 으로 만나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두 명의 다문화 학생들을 각각 만나기 하여 필

리핀 외지에서 약 2-6시간 거리를 달려온 외가 의 가

족들은 조  쑥스러워 하는 외손자와 외손녀를 만나고 

같이 탐방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문화  공감 를 토

로 필리핀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었

다. 첫날 녁 식사 후에는 필리핀 학생으로부터 직

 따갈로그 말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이 놀이를 하듯이 필리핀 문화를 체험하

는 학습 활동은 둘째날 오후에 바탕가스 재래시장을 탐

방하면서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미리 을 

짜서 주어진 필리핀 화폐를 가지고 필리핀 재래 물건을 

사오는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을 개하 다. 그들은 

별로 의논하여 재래시장을 탐방하면서 직  어 는 

따갈로그 말을 사용하여 필리핀 물건을 사오는 과정에

서 매우 활발하게 지 경제를 체험하 다. 학생들은 

매우 재미있게 이 과정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시간이 짧음을 아쉬워하 다.

결론 으로 로벌 체험학습의 목표와 비하여 한

국 참여 학생들의 필리핀 장학습은 만족스러운 수

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별도로 필리핀 다문화 

학생 두 명은 외가  식구들을 만나면서 매우 다른 반

응을 보여주었다. 학생인 남학생의 경우에 외가 의 

나라 필리핀에 하여 구체 인 이해를 하게 되면서 한

국과 필리핀의 차이에 하여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 다. 반면에 등학생인 여학생

의 경우에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와 함께 1박을 하고 

필리핀 박물 에 함께 견학을 하면서 상당히 친하게 소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필리핀에 한 이해의 폭을 

넓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 팀별 프로젝트 주제 관련 다문화 AEEP 활동 
진행의 분석 

다문화 AEEP 활동의 핵심은 앞서 소개한 역사-문화 

탐방 형태의 활동과 달리 별로 선정한 로젝트를 

지 필리핀 학생들과 함께 수행하는데 있다. 연구자는 

2011년에 필리핀 카가얀 드 오로시에서 진행하 던 로

 AEEP 수행 경험에 비추어볼 때 별로 멘토 역할을 

하는 학생들(코디 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7]. 국제자원 활동가로서 학생들의 

역할이 참여학생들에게 도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학생활에도 의미있는 향을 끼치기 때문이다[11]. 

연구자는 IT- 자 분야  어교육과 학생들이 멘

토로 선발하 으며 2011년에 용하 던 AEEP 사례처

럼 로 과 문화 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사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참여 학생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문화 은 K-pop과 요리 2개 , 로 은 신문지 입체

공간 만들기-움직이는 장치와 LED 조명 장치를 만드

는 2개 으로 구성되었다.

다문화 AEEP 진행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에듀테인먼트  속성과 국제교류 측면이다. 송상호

(2012)가 제시한 에듀테인먼트 개념에 따르면 학생참여 

활동의 직 성, 참여의 수 , 상호작용의 유형  로

그램 속에 녹여나 있는 재미 등에 따라 그의 효과를 노

릴 수 있다[13]. 로젝트 별로 살펴볼 AEEP 활동에

서 다음과 같은 에듀테인먼트  측면을 고찰하 다. 한

국 학생들이 필리핀 학생들과 함께 직  무엇인가를 만

들어보는 활동으로 로젝트가 구성되어 있으며 학

생 멘토의 안내를 받으면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 이 

조 된다. 상호작용의 유형과 로그램 속에 스며든 재

미있는 부분 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1) 입체공간 만들기 AEEP 활동 소개
신문지 입체공간 만들기 로젝트는 STEAM 교육용 

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출되었다. 학생들은 먼  건축-

설계의 에서 만들고자 하는 공간을 디자인한 후에 

신문지를 최 한 얇고 튼튼하게 둘둘 말아서 막 기처

럼 만들었다. 그들은 이어서 세 개를 이어 붙여서 삼각

형을 만들고 이러한 삼각형을 이어붙이면서 입체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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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할 수 있었다. 마지막 단계에서 그들은 별로 

나뉘어서 Joyboard라는 로 키트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문을 만들어서 붙이기도 하 고, 여러 가지 조명을 사

용하여 반짝거리는 장식을 추가하는 등 STEAM 융합

형 활동을 개하 다.

신문지를 활용하여 입체공간을 만드는 작업은 세 

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한국 학생들과 필리핀 학생들

은 서로 의논하여 만들어 볼 입체공간을 디자인하 으

며 신문지로 만든 막  세 개를 이어 붙여 만든 삼각형

을 여러 개 합쳐서 다시 이어붙이는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의 입체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이것

은 수학  원리를 건축물 디자인에 목하고 로 키트

를 사용함으로써 STEAM 활동의 일환으로 개되었다[15]. 

1은 비행기 구조물 형태의 입체공간을 만들어 날개

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람개비 형태로 만들어 붙이는 작

업을 하 다. 2는 입체공간을 만들고 외 을 셀로

지로 장식한 후에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조명을 낼 

수 있도록 LED 장치를 부착하여 완성하 다. 3은 필

리핀인들의 쉼터인 지부짐을 신문지를 이용하여 만들

어보는 환경건축 미니 로젝트를 수행하여 니 헛을 

완성하 다. 

그림 1. 팀1: 신문지 비행기 구조물 만들기

그림 2.  팀2:  구조물에 LED 조명 달기

그림 3. 팀3: 신문지로 니파헛 완성

2) 입체공간 만들기 AEEP 활동의 에듀테인먼트 특징
입체공간 만들기 로젝트는 공간에 한 디자인이 

매우 요하다. 한국에서 사  워크샵을 통해 한번 만

들어본 경험이 있던 한국 학생들은 반에 아이디어를 

내는데 약간 주도 으로 활동했으며 필리핀 학생들과 

함께 신문지를 말아서 삼각형의 막 를 만드는데 참여

하 다. 입체 공간을 정교하게 쌓아올리는 만드는 과정

에서 의견이 갈리기도 하 으나 체로 필리핀 고등학

생(한국 수 의 학생)들이 활발하게 이끌어가는 상호

작용 패턴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신문지를 반복 으로 

말아서 삼각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루함이 발생하여 

재미의 요소가 떨어지는 단 을 보여주었다.

평가자의 입장에서 볼 때 환경을 주제로 한 입체공간 

만들기  에서 니 헛을 만든 환경 건축 이 성공

으로 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과 

달리 이 은 건축과 재학생인 멘토의 안내를 받으면서 

신문지 공간의 하단을 안정 인 6각형 모양으로 만들

기 시작하 고 필리핀의 정자 모양의 거주공간을 본뜬 

결과물을 동 인 원들의 활동으로 성공 으로 수

행하 다. 이에 반하여 다른 두 들은 구조물에 한 

막연한 아이디어로 출발하여 간에 만들었던 입체공

간을 허물고 다시 만들거나 안정감있게 보완하는데 많

은 시간을 소비하 다. 학생들은 신문지를 이용하여 기

하 인 개념과 건축에 한 입체공간을 만들어 으로

써 서로 동하고 LED  로 키트를 사용한 움직이는 

장치를 추가하는 로젝트를 진행한 후에 발표를 하고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AEEP는 창의  체험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면서 별로 기술  과제를 

해결하는 활동[16]으로 연계되는 융합교육의 특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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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면서 한국-필리핀 학생들이 마치 놀이를 하듯이 

즐기는 학습활동을 보여주었다. 

3) 문화 교류하기 AEEP 활동 소개
문화 교류하기 AEEP 활동은 한국-필리핀의 노래와 

춤을 교류하는 과 음식 만들기를 해 보는 으로 구

성되어 진행되었다. K-pop 의 한국 학생들은 PSY-

강남스타일, F(x)-hot summer를 필리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같이 연습하 으며 필리핀 학생들은 교사

의 지도하에 반딧불의 움직임을 표 한 통 스

(Pandanggo sa ilaw)를 같이 연습하는 활동을 하 다. 

한국-필리핀 학생들 각각 1명은 별로 도움을 주었

으며 학생들은 흥겨운 시간을 가졌으며 최종 연습한 것

을 발표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다. 한국 멘토의 면담 내

용 의 일부를 소개한다.

“주로 아시아권에서 K-pop을 좋아하는데 서로 춤을 

알려주면서 문화를 알게 하는 목 에서 K-pop 을 만

들었어요. 여학생들로만 구성되었는데 필리핀 도착하

여 계속 춤을 가르쳐주었어요. 한국과 필리핀 학생 각

각 6명씩으로 구성되어 2 으로 나 어 강남스타일과 

hot summer를 각각 연습하게 도와주었어요. 어로 

스에 한 용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필리

핀 멘토가 등학생 아이들에 맞게 짧은 표 으로 이야

기 해 주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필리핀 애들은 빠

른 음악(강남 스타일)에 재미있어 했어요.” (면담 자료)

그림 4. 팀4:  필리핀-한국  K-pop 댄스 팀 연습

 음식 만들기를 통한 문화  교류를 원하는 학생들은 

크게 두 으로 나뉘어 한국(잡채, ) - 필리핀

(Calereta, Palitaw) 음식 만들기를 진행하 다. 알랑귈

랑 등학교는 가정실습실에 주방용품 등을 마련하

으며 학생들  일부는 멘토의 도움을 받아서 인근 가

게에 가서 음식 시피에 련된 재료를 사 왔다. 한국 

학생들은 미리 구입한 한국 음식재료를 필리핀 학생들

에게 어와 한국어로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식재료를 

소개하는 시범을 보여주었다. 음식 재료를 비하는 과

정에서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어로 서

로 화를 주고받으며 상 방 나라의 음식을 만드는 체

험을 하 고 최종 완성된 요리를 심 식사를 하는 식

탁에 올림으로써 참가자 모두가 맛을 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5. 팀5-6: 한국-필리핀 학생들의 음식 만들기
  

4) 문화 교류하기 AEEP 활동의 에듀테인먼트 특징
문화 교류하기 AEEP에 참여한 학생들은 K-pop 

스와 요리 만들기 활동 과정에서 에듀테인먼트 기반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 즉, 한국-필리핀 학생들은 어

의 소통에 한 어려움이 있었으나 직  몸으로 스 

활동과 요리 만들기를 하 고 별 활동을 즐김으로써 

자연스  한국과 필리핀 문화에 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요리 에는 필리핀 가정-기술 담당 교사들이 

에서 멘토로 도와주었다. 스 은 한국과 필리핀 

학생이 멘토로 각기 안무와 무용 동작을 연습하는데 도

와주면서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성을 높 다. 한국과 필

리핀 학생들이 각각 역할에 따라 무용동작을 함으로써 

자연스  참여수 이 결정되었다. 마지막 날에 K-pop 

스 은 최종 연습한 것을 공연 형태로 발표하여 많은 

인기를 얻었으며 참가자들을 즐겁게 해 으로써 에듀

테인먼트  특징을 최 한 보여주었다. 이를 뒷받침하

는 한국 멘토의 면담 내용 의 일부를 소개한다.

“주로 아시아권에서 K-pop을 좋아하는데 서로 춤을 

알려주면서 문화를 알게 하는 목 에서 K-pop 을 만

들었어요. 여학생들로만 구성되었는데 필리핀 도착하

여 계속 춤을 가르쳐주었어요. 한국과 필리핀 학생 각

각 6명씩으로 구성되어 두 으로 나 어 강남스타일

과 hot summer를 각각 연습하게 도와주었어요. 어로 

스에 한 용어를 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필

리핀 멘토가 등학생 아이들에 맞게 짧은 표 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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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 해 주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필리핀 애들은 

빠른 음악(강남 스타일)에 재미있어 했어요.”  

3. 다문화 AEEP 적용에 관한 형성 평가 
1) 필리핀 체험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
로벌 체험학습 에서 참여 학생들은 재래시장을 

탐방하면서 지인과 직  화하고 지 물품을 구입

해 보는 등 서민 문화 등을 경험해 보면서 가장 좋아하

고 즐거워하 다. 한 필리핀 학생들과 같이 알랑귈랑 

등학교의 낡은 벽에 페인트 칠을 하 고 화단에 식물

을 심는 사활동을 하 다. 이같은 활동은 필리핀의 

역사, 문화, 자연, 실생활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로벌한 

창의  체험 활동에 해당되었다. 

평가자와 체 로그램 모니터링을 담당하 던 

문가 (장학사)가 표 한 다음의 소감이 체 로그램

의 특성과 운  결과에 하여 함축 으로 잘 표 해 

주고 있다. 

“(나는 이번) 로벌 해외 다문화 체험학습에 인솔단

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걱정이 앞섰다. 더군다나 우리 

학생들은 해외 경험이 많은 도시 학생도 아니고 남 

작은 고장의 아이들이며, 다문화 학생, 사회 배려층 학

생, 일반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단순한 성 체험학습

이라면 몰라도 언어가 다른 지 학생들과  로젝트 

학습을 개한다는 것은 불가능으로 여겨졌다. 짧은 사

 연습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학생들과  로젝트 

학습을 개하면서 서툰 어 솜씨로 화를 하고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면 손짓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하나

씩 하나씩 성과를 만들어갔다. 공동의 목표를 해결하기 

해 머리는 맞 고 고민하는 모습은 피부색과 언어는 

달라도 같은 반 학생이 되어버렸다. 성공 인 로젝트  

결과 발표회를 마치고 나서 서로 헤어지기가 아쉬워 

물을 뚝뚝 흘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라는 달라도 아이

들의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느 다. 이번 필리핀과의 

별 활동에 멘토 역할을 하는 학생(  코디)의 헌신

인 노력이 로젝트 결과물을 완성하는 데 지 한 공

헌을 한 것 같다.”

반 으로 볼 때 다문화가정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

과 약간 다르게 부끄러워하면서 소극 인 면을 보여주

곤 하 으나 차 활발하게 활동하는 양상을 보여주었

다. 2011년 필리핀 AEEP 활동과 달리 등학생들이 

체 인원의 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학생 멘토들의 

도움을 받아서 STEAM 융합교육용 별 AEEP 활동

을 성공 으로 수행하 다. 

필리핀 학생들과 별로 로젝트를 수행하는 다문

화 AEEP는 한국 학생들만 별로 했던 체험활동과 달

리 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동을 통한 역동 인 양상

을 보여주었다. 송상호가 제시한 에듀테인먼트 개념에 

따라 AEEP 별 활동을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이 직

성 여부, 참여하는 학습자 참여의 수 , 참여하는 상

호작용 양식  로그램에 녹아있는 재미의 정도 등에 

한 양상이 나타났다. 학생들의 비디오 자료와 멘토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K-pop 은 다른 들에 비

해 상 으로 로그램 수행에 따른 즐거움을 더 느끼

고 상호작용 수 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K-pop 의 주제가 놀이 형태에 더 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젝트 수행에서 한국-필리핀 학생들이 서로 직  

참여하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상호작용성, 참여 수

의 정도를 조 하는데 학생 멘토의 역할이 매우 

요함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필리핀 지에서 로젝트

를 수행하는 일종의 액션러닝으로 볼 때 러닝코치의 역

할이 매우 요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19]. 

AEEP 에듀테인먼트  요소
환경로봇,
LED 조명 

직접적 참여, 육체적/정신적 활동, 한국 학생들이 
아이디어 상호 제공, 약간 지루함 

공간구조
직접적 참여, 육체적/정신적 활동, 아이디어 상호 
제공, 필리핀 전통 공간 니파헛을 만드는 재미가 
있음

K-pop  직접적 참여, 육체적 활동, 한-필 몸짓에 대한 아
이디어 상호 제공, 재미있게 매우 즐기는 활동

음식 1, 2 팀 직접적 참여, 육체적 활동, 한-필 요리에 대한 아
이디어 상호 제공, 놀이처럼 즐기는 활동

표 4. AEEP 팀별 활동의 에듀테인먼트 요소 고찰

2) 참가 학생들의 인식 및 태도 변화
참가 학생(n=34)들을 상으로 실시한 사 -사후 태

도에 련된 설문 조사(5  척도)에서 참가 후를 비

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6 이 결과를 보면 5개의 역 

6 이러한 사 -사후 설문 조사는 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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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로벌 체험학습 참가 후에 학생들의 태도와 인식

의 정도가 정 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주었다[20]. 특

히 다문화 수용성 역에서는 필리핀 사람들과의 화 

유연성  필리핀에 한 개방 인 자세 등의 변화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 한 자 심에 

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태도에 한 변화가 상 으

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한 참가자들은 필리핀 학교

를 한 기여의 책임 등을 느끼고 사 활동을 함으로

써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부분은 학생들은 출발하기 부터 

어공부의 필요성에 하여 상당히 높게 느 으며 귀국 

후에 실함을 조  더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역 (n=34) 사 사후
다문화 수용성 3.28 3.58
글로벌 공동체 의식 3.60 3.76
봉사 정신 3.67 3.88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 3.75 4.15
영어학습의 필요성 3.98 4.03

표 5. 사전-사후 설문 조사 결과 

Ⅴ. 결론 및 향후 방향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다문화 로벌  AEEP를 용

하는 과정을 통하여 “ 달식, 주입식, 고정식, 수동  일

방 인 차원의 교육에서 선택 , 다변 , 능동 , 방

향 인 차원으로의 참여  변화를 꾀하면서 에듀테인

먼트에서 요구하고 있는 능동  놀이 체험, 흥미 심

의 학습, 참여형 축제, 감성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교

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하 다[10]. 이 사례에 한 형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AEEP 특성에 따른 논

의를 하고자 한다.

1. 다문화 체험학습 기반 에듀테인먼트적 활동 
구체 으로 보면 로벌 다문화 2011년의 로  

AEEP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첫

들을 상으로 분석한 논문[20]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이 논문에

서는 개략 으로 다루고 형성평가  에서 추가 인 해석을 더하

다.

째, 다문화 학생들이 심이 되어 일반학생들과 함께 

필리핀 역사-문화 체험 학습을 함으로써 필리핀에 

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한 바탕가스의 재래시장 등

의 문화역사에 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학습

을 하면서 별로 정한 미션을 재미있게 놀이의 행태로 

수행하는 측면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별 미션을 수행

하면서 필리핀 시장경제와 지 문화를 체험하는 에듀

테인먼트 효과를 거두었다. 반 으로 필리핀 역사-문

화 탐방을 통하여 참가 학생들은 필리핀에 한 이해를 

높이는 목표 비 성과를 거두었다.

둘째, 과제를 즐기면서 수행하는 에듀테인먼트  특

성은 필리핀 학생들과 함께 수행한 로젝트 기반의 학

습에서도 나타났다. 결론 으로 송상호(2012)가 제시한 

에듀테인먼트의 [13]에서 보면 참여학생들은 별

로 직  만들기 과제를 수행하는 직 성, 멘토의 도움

을 받으면서 한-필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가운데 

력함으로써 과제참여의 수 과 상호작용의 유형이 역

동 으로 조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필리핀 AEEP 사

례를 볼 때 에듀테인먼트 기반의 직  해 보는 활동은 

한-필 학생들이 극 으로 다문화 체험 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체

험학습에 한 이러한 극 인 참여 략[17]은 활발

한 상호작용을 하는  로젝트를 통하여 력 인 활

동을 이끌어 내었다.

2. 국제 교류와 다문화 이해적 측면
로벌 체험학습과 다문화 AEEP를 혼합한 본 로

그램의  다른 특징은 한국과 필리핀의 민(APEC국제

교육 력원 - 필리핀 교육부), ( 라남도 G교육지원

청 – 바탕가스 교육청), 학(S 학교-필리핀 B 주립 

학교)을 심으로 구축된 력 지원체계이다. 이 로

그램은 인솔교사  학생이 조력자 역할을 하는 가운

데 학생의 로벌 체험학습과 별 AEEP 로젝트를 

성공 으로 수행하도록 안내해 주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6]. 특히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던 학생들은 

참여학생의 사  워크샵에서 별 로젝트의 주제 구

상  비뿐만 필리핀 학생들과 을 이루어서 한국

-필리핀 학생 AEEP를 수행하는데 나타난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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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언어  어려움을 해소하는 조정자 역할을 충분

히 해 내었다[11]. 한 그들은 국제자원 활동가로서 필

리핀 지 여건에 따라 로그램을 유연성 있게 진행하

는 처 능력과 인솔교사와 필리핀 참가자들 사이의 소

통을 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에듀테인먼트 기반의 로

젝트가 서로 즐기는 가운데 마무리 되도록 도와주었다. 

한 학생 멘토들은 학생들에게 녁에 성찰 일지

를 작성함으로써 학습자 스스로가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이나 활동 상황들을 체크하도록 하 다. 

사 - 지 체험활동-사후로 이어지는 연속 인 체험학

습 단계를 제공하기 하여 귀국 후 9월 순에 G 교육

청이 개최한 결과 보고회와 시 등의 추수 활동이 이

어졌다. 2011년도 로  AEEP[7]와 달리 이러한 추수 

활동 로그램에 지역내 교사  학생들이 참가함으

로써 그들이 향후에 국제교육 력 로그램의 문가

로 양성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 다. 

형성평가의 에서 참여 학생들을 상으로 사 -

사후 설문조사, 면담  감상문 내용분석을 통해 다문

화이해에 한 학생들의 태도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필리핀에 하여 가지고 있던 학생들

의 사  이미지가 정 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하 다. 

지 생활 장을 무 로 이루어진 학생 활동이 필리핀

의 생활, 교육, 음식, 언어 등 문화 반의 이해를 돕는데 

정 으로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다문화 수

용성, 로벌 공동체 의식, 사정신, 우리나라에 한 

자 심 등 4개 역에 하여 사후 태도  인식의 변

화에 정 으로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여 

학생들은 AEEP를 통해 필리핀 학생과의 직 인 교

류를 할 수 있었고 필리핀 학교에서 과제 기반 로젝

트를 재미있게 수행하면서 다문화에 한 이해도를 높

일 수 있었다[8].  

반 으로 볼 때 참여 학생들은 체 AEEP 로그

램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로벌 인재로서

의 지식( 로벌 이슈, 문화/역사 이해 등)·기술( 어 소

통과 창의  별 활동 등)·태도( 로벌 리더쉽, 다문화 

수용성, 공동체 의식 등)를 함양 할 수 있는 귀 한 경

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벌 체험학습과 다문화 

AEEP를 혼합한 형태의 로그램이 참여학생들에게 필

리핀과 한국 문화의 이해와 교류에 하여 정 인 기

여를 한 것으로 단된다[12][18].  

다문화 체험학습 로그램이 수정  보완되어야 할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민- -학의 국제 력의 특

성상 인솔단, 로그램 문가, 학생  코디네이터, 

지 계자 간 긴 한 의사소통과 력 체제를 구축하

는 이 숙제로 남았다[6]. 이것은 참가자들 사이에 의

견 교환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 학습에 한 

심리  공유의 원리들에 토 를 두고 있다[17]. 더 나아

가 필리핀  학생과 한국 학생들이 사 에 약 한 달간 웹

을 활용하여 필리핀에 한 언어와 생활, 에티켓 등과 

별 로젝트에 하여 충분히 정보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심리 인 공감 를 형성한 후에 지 체험학

습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

의 인 라가 갖추어 있지 않은 다문화교육 장의 경우

에 AEEP의 개발과 용 사례에 한 국제 인 개발 경

험을 갖고 있는 IACE 네트워크를 통하여 AEPC 권역

의 나라들과 연계하는 것이 실제 인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내 다문화교육 실천가들과의 교류가 필요함

을 시사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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