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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는 이
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박물관은 초기에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은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동화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다수의 인식
개선을 위해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다문화사회를 살아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로 인하여 어린이와 가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논문은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개발한 교구재 ‘이심전심’을 활용한 문화
다양성 교육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심전심 교구재의 개발 과정과 활용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어린이 대상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교구재의 개발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어린이박물
관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을 개발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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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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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언
전 세계적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주노동자 및 국제
결혼의 증가 등으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에 따라 다문화가정에서
의 출생도 늘어나게 되었다. 교육부 보도자료1)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
으며 2014년도에는 전체 초중고 학생 수의 1%를 넘어섰다고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에서 출생
한 아동 가운데 미취학 아동은 12만 명을 넘어섰으며, 향후 초중등 교육에 진입하는 다문화 학
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증가
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박물관은 초기에 다문화교육을 실시하였다.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며 나와 다른 문화를 나와 관계된 문화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며, 그러한 인식을 통해 나를 재발견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민족과 문
화와 관련된 내용을 통해 기존의 교육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 개념, 패러다임에 대하여 질문
하고, 도전하며, 재해석할 것을 지향한다.2) 그러나 다문화교육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교육은 주로 타 인종, 타민족 출신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동화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의 내용면에 있어 타문화에 대한 소개가 강조되고
지적 영역 위주로 교육이 구성되어 있어 타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기에 미
흡한 부분이 있었다.3) 이에 사회구성원 다수의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문화다양성 교육은 “차이 및 다양성의 양상과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생활양
식에 대한 감수성을 획득하고 타 집단이나 사회와의 대화와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
는 교육”4)으로 다문화사회를 살아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어린이와 가족을 위하여 존재하는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가치를 이해하
고 존중하는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어린이박물관에서는‘교구재’ 또는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어린이들이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감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1) 교육부, ｢2015년 다문화 학생교육지원 계획 발표 보도자료｣, 2015.3.17.
2) 김정원, 2007. ｢다문화교육의 이론적 쟁점과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한 토론｣, 뺷교육인적자원부․연구기관․시도교육청
협동세미나자료집－외국인100만 시대, 다문화이해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뺸, 120쪽.
3) 설규주, 2013.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및 매뉴얼 개발 연구｣, 뺷제2회 문화다양성교육 심포지엄 문화다양
성 교육의 방향과 가치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1쪽.
4) 설규주, 위의 글,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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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교구재가 필요하며, 교구재를 활용할 경우 교육 참여자가 교육에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느 대상보다도
교구재의 활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1년 어린이들의 꿈과 호기심, 상상력을 키우
기 위해 설립된 체험식 박물관인 경기도어린이박물관5)에서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을 위해 개발
한 교구재‘이심전심’의 구성 및 활용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개
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문화다양성 교구재 ‘이심전심’의 이해
1. ‘이심전심’의 개념
‘이심전심’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에서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어린이들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교구재를 개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또한 개별 국가에 대한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어린이들
이 선호하는 게임과 동화로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흥미롭게 접하게 함으로써 타문화에 대한
긍정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다문화를 주제로 하고 있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전시장과 연계하여
개발한 교구재를 학교 및 유치원 등 어린이와 관련 있는 기관에 대여함으로써 기존의 공교육에
서 다루기 어려웠던 문화다양성 교육 분야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어린이와 가족
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함양하고 다른 문화와 인종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교구재 개발 과정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2014년부터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문화
다양성 사업인 ‘무지개다리’사업에 참여하였다. 2014년도에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 적합한 문
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인의 실태를 조사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 국가들(중국, 베트남, 일본,

5) http://gcm.ggc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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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태국, 미국, 인도네시아 등)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4년도에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열린 아시아 어린이박물관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각 나라의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바로 여행보드게임과 빅북(Big book)이라는 교구재를 활용한 문화다
양성 교육프로그램이다. 여행보드게임은 보드게임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별 국가와 관련된 퀴즈
를 풀어보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심화퀴즈카드도
함께 개발하여 여행보드게임을 한 후에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빅북은 어린이들
이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와 서사구조 및 소재가 비슷한 해외의 전래동화를 역할극을 통해 접하면
서 서로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교구재를 개발한 후에는
문화다양성 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박물관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시범
적으로 교구재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빅북 교구재를, 학생들의 경우는
여행보드게임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들이 문화다양성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 빅북과 여행보드게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4년도의 문화다양성 교구재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하여 2015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교구

재를 개발하여 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등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상반기에는 2014
년도에 개발한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교구재 개발에 들어갔다. 개발 과정에서 박물관 내부 직원 및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문
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참여하였던 책임연구원과 디자이너가 모여 회의를 통해 교
구재의 개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파견한 컨설팅단이 교구
재 개발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개발 방향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개별 교구재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여행보드게임은 어린이가 퀴즈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
움을 주기 위하여 기존에 개발되었던 퀴즈 문구 및 해설을 보완하였고 관련된 이미지를 첨부하
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어린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각적인 디자인에도 많은 검토
를 거쳤다. 한편 빅북에 들어가는 일러스트는 전문 일러스트작가와 협업하여 작업을 진행하였
다. 각 전래동화마다 다른 작가를 선정하여 어린이들이 다양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도록 미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개발하였다. 또한 추후 일러스트를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일러스
트의 저작권이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빅북 안에 들어간 글과 어린이
들이 역할극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부채 안의 대사 원고는 어린이 동화작가의 윤문 작업을 거
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였다.
한편 경기도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문화다양성 교구재 대여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리소스센터 개발도 함께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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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과 기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안 가운데 아직 대여하게 될 교
구재의 종류가 많지 않고 이심전심 교구재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홈페이지 내에 리소스센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렇지만 추후에 대여하게 될 교구
재가 증가할 경우에 대비하여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완성된 교구재는 내부에서 검토를 마친 뒤 박물관 인근 초등학교에서 시범 교육을 통해 교구
재의 활용 적합성에 대한 학교 교사와 교육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사들은 빅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학교 수업에서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 어린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동화 선
택, 그리고 빅북을 통해 역할놀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행보드게임의
경우 게임이라는 매체를 통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알아볼 수 있어 어린이들의 선호하였다는
의견을 받았다. 교구재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이 어린이들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이를 바탕으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여 신청을 받아 문화다양성 교구재 대여 사업을 진행하
였다. 문화다양성 교구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박물관 직원 및 디자이너, 작가, 외부 자문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모여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활용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
하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1> 2015년 문화다양성 교구재 ‘이심전심’ 개발 과정

3. ‘이심전심’ 교구재 구성
1) 여행보드게임

여행보드게임은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관한 다섯 가지의 주제의 퀴
즈를 풀어봄으로써 어린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다섯 가지 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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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여행보드게임 주제 구성

영예

주제1

주제2

마스터 쉐프& 수퍼모델

1-1) 의상, 모자, 신발

1-2) 음식

베스트아티스트

2-1) 놀이, 악기

2-2) 인형극

유네스코사무총장

3-1) 유적지, 주거, 무술

3-2) 궁궐

유엔사무총장

4-1) 국기, 동물

4-2) 국화, 수도

척척박사

5-1) 언어, 인사

5-2) 화폐

마스터 쉐프&수퍼모델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의상 및 음식을 주제로 하는 퀴즈로, 베스트아
티스트는 각 나라의 놀이 및 악기 그리고 인형극 등 예술과 관련된 퀴즈로 구성되어있다. 유네
스코사무총장은 유적지, 주거형태, 궁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유엔사무총장은 국기,
국화, 수도 등 각 나라를 상징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는 퀴즈로 구성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척척
박사는 그 나라의 언어 및 인사법 그리고 화폐와 관련된 퀴즈를 담고 있다. 한편 각 카드에는
퀴즈와 함께 실물 사진도 함께 들어 있어 보다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심화퀴즈카드의
경우 퀴즈의 정답에 대한 해설을 함께 제공하여 어린이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밖에 여행보드게임은 보드판에서 출발하여 다시 출발칸으로 돌아오면 받는 권리증과 경기
도어린이박물관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말, 주사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교사가 수업
에서 여행보드게임 교구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 교사용 지도서, 각 퀴즈 주제별로
가장 많은 문제를 맞힌 어린이에게 주는 스티커도 포함되어 있다.

여행보드게임 전체 교구 사진

심화카드 및 퀴즈카드, 권리증, 스페셜 카드, 말 사진

<그림 2-2> 문화다양성 교구재 ‘이심전심’ 중 여행보드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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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빅북

빅북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의 전래동화와 유사한 서사구조나 주제를 가진 외국의 전래동화
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든 역할극을 위한 책이다. 다섯 명의 어린이가 한 조가 되어 우리나라 전래
동화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해외 전래동화를 읽어보고 직접 역할극을 해보면서 여러 나
라의 다양한 문화를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학교나 기관으로 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하였기에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 교사용 매뉴얼북을
별도로 제작하여 학습지도안을 제공하였다. 학습지도안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전래동화의 공
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어린이들이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생각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의 표는 빅북별 전래동화 제목과
등장인물을 정리한 것이다.
<표 2-2> 빅북의 내용 구성

한국
1

2

3

4

5

해외

토끼와 거북이

달팽이와 사슴의 경주(필리핀)

등장인물: 해설, 나무, 토끼, 거북이, 구름

등장인물: 해설, 달팽이, 돌, 사슴, 꽃

흥부와 놀부

금구덩이 은구덩이(베트남)

등장인물: 해설, 놀부, 놀부부인, 흥부, 흥부부인

등장인물: 해설, 나무, 형, 동생, 원숭이

도깨비 방망이

엄지동자(일본)

등장인물: 해설, 빈집, 다람쥐 나무꾼, 개암

등장인물: 해설, 바람, 엄지동자, 엄지동자 어머니, 밥그릇

금도끼 은도끼

드다리의 선물(인도네시아)

등장인물: 해설, 나무, 도끼, 연못, 착한 나무꾼

등장인물: 해설, 나무, 도끼, 연못, 착한 나무꾼

콩쥐팥쥐

섭한이야기(중국)

등장인물: 해설, 참새, 두꺼비, 콩쥐, 꽃

등장인물: 해설, 참새, 물고기, 섭한, 꽃

빅북에는 각 동화마다 5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며 어린이들이 역할극에 소외되지 않도록 각 역
할별로 대사의 양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도록 하였다. 빅북은 기승전결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 장면마다 전래동화의 내용을 요약하여 담았다. 어린이들이 역할극을 해볼 수 있게 제작된
역할극 부채는 동화 속 등장인물 당 4개씩이며, 부채 뒤에는 대사가 적혀 있어 어린이들이 대사
를 읽으며 역할극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어린이용 빅북은 이때 무대 배경으로 활용된다.
그밖에 교사가 직접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교사용 빅북은 일반 동화책처럼 제작하여,
교사가 직접 학생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며 동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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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북 교구재 사진

빅북 달팽이와 사슴의 경주 구성 사진

<그림 2-3> 문화다양성 교구재 ‘이심전심’중 빅북

Ⅲ. 이심전심 교구재의 활용
1. 리소스센터에서의 대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이심전심’ 교구재를 초등학교 및 어린이와 관련된 기관을 대상으로 대
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박물관이 일반적으로 공문이나 전화로 교구재 대여 신청을
받는 것과는 달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교구를 신청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리소스센터를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신청자가 교구재를 간편하게 대여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서 지정된 대여기간 중에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여 대여를 신청하면 박물관 담당자의 승인 과정

<그림 3-1>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리소스센터 교구재 신청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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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쳐 대여가 이루어진다. 대여 기간은 총 2주로 대여 후 교구재를 박물관으로 발송해야 하며
홈페이지 상에서 교구재 사용 만족도 조사를 끝내야 반납이 완료된다.

2. 이심전심 교구재 활용 방안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는 교구재를 신청할 때 신청자에게 사용 대상, 인원, 목적 등을 작성
하도록 하여 향후 교구재를 개발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구재를 반납 후
이루어지는 설문조사는 교구재의 보완 및 수정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다음
의 표는 2015년 문화다양성 교구재 ‘이심전심’의 대여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표 3-1> 2015년도 ‘이심전심’ 교구재 대여 운영 현황

구분

빅북

보드게임

대여 횟수

대여 수량

인원

토끼와 거북이/ 달팽이와 사슴의 경주

교구명

3

4

90

흥부와 놀부/ 금두덩이 은구덩이

4

4

110

도깨비방망이/ 엄지동자

4

6

110

금도끼은도끼/ 드다리의 선물

4

5

110

콩쥐팥쥐/섭한 이야기

3

4

90

여행보드게임

1

5

20

19

28

530

총

교구재 대여는 10월부터 이루어졌으며 총 530명의 어린이가 교구재를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
다. 교구재 대여 통계를 보면 빅북은 유치원 및 초등 저학년 학급에서 대여를 신청하였으며 여
행보드게임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대여를 신청하였다. 빅북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3학년까지, 보
드게임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기획하였기에 기획한 대상에 맞게 교구재가 대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보드게임의 경우 대여 횟수가 많지 않고 보드게임 속 퀴즈의
내용이 다소 어린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어 교구재를 대여한 교사의 의견 수집이 추가적으로 요
구된다. 한편 교구재 대여 대상을 보면 아직까지 유아 교육기관에서 대부분 교구재를 신청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 대여 신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추후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교구재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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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
1. 교구재 개발 방향
박물관에서는 어린이 대상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러 과정을 거쳐 교구재를 개발한다. 이
때 관련 전공자, 디자이너, 박물관 직원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
한 교구재를 직접 체험하게 될 어린이가 개발 과정에서 대부분 소외되고 있다. 성인의 관점에서
교구재를 개발하게 되면 간과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에 어린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
다. 즉, 어린이가 사용할 교구재이니만큼 어린이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하며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발이 이루어져야하는 것이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경우, 경기도에 거주하
는 초등학생이 어린이자문단으로 활동하면서 박물관의 전시 및 교육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다양성 교구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린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교구재를 활용할 주 연령대의 어린이로 구성된 평가단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제적
으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고 어린이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구재를 개발할 수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보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시만 문화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구재
의 개발이 필요하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문화다양성 교구재를 대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여러 나라의 의상이 있었으면 좋
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상 체험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선호하는 타문화 체험
방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의 의상을 체험해볼 수 있는 실물 교구재와 이러한 체험활동을
돕는 활동지의 개발을 고려해볼만 하다.
예를 들어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다섯 나라의 어린이들이 입는 전통의상을
하나의 교구재 상자에 넣어 아시아의 의생활을 보여주고 활동지를 완성해보면서 어린이들의 문
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때 각 의상은 의상, 모자, 신발 등으로 동일하게
구성하여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의상과 외국의 전통의상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의상에 담긴 개별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나라와의 문화적 공통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한 타문화 체험으로 그치지 않도록 체험한 전통의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전통의상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스스로 찾아보고 나만의 아시아 의상을 만들어볼 수 있게 활동
지를 구성하여 어린이들이 독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밖에도 놀이나 동화 등 어린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요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
해를 높이는 교구재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때 어린이들이 다른 나라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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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서열화하지 않도록 교구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
된 교구재가 오히려 어린이들이 또 다른 편견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구
재를 대칭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발에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한 교구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구재를 개발하여 관외에
보급하거나 관내 교육에서 활용하기에 앞서 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학교나 유아 교육 기관의
협조를 얻어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해야 한
다. 그래야 박물관에서 문화다양성 교구재를 개발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곧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교육생의 교구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이어지게 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도
문화다양성 교구재 이심전심을 개발한 후에 박물관 근처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협조를 얻어 시범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교구재의 적합성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판단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림 4-1> 문화다양성 교구재 시범 운영 모습

이러한 시범 수업 운영은 또 한편으로 어린이 교육 기관을 대상으로 교구재 대여 사업을 진행
하기에 앞서 사전 홍보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2. 교구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1) 교구재 대여프로그램 운영

기존에 박물관은 박물관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잠정 방문객에게의 홍보, 지역 구성원을 위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찾아가는 박물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운
영해왔다. 이를 통해 지리적·시간적으로 박물관을 찾기 어려운 문화소외지역 주민․학생들에게
직접 방문하여 박물관 소장 복제유물과 영상물, 목판 등을 활용한 전시 운영을 통해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였다.6) 그러나 박물관의 인력은 한정적이기에‘찾아가는 박물관’프로그램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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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가서 교육을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박물관에서는 소장품을 활
용한 교구재 대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닌 여러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에
서 개발한 교구재를 관외 대여의 형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구재 대여 방식은 직접 박물
관 직원이 지역에 가서 교육을 운영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교구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다양성 교구재를
대여함으로써 박물관에 대한 홍보효과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 더욱 많은 관람객이 박물관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 교구재를 대여한 교사들에게 재방문 의사를
묻는 설문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2) 전시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가운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시 연계 교육프
로그램일 것이다. 그만큼 박물관 교육에 있어 전시와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문화다양성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전시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
해야 한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3층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다문화 전시장
이 있어 쉽게 전시와 연계한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에서는 문화다양성 교구재 ‘이심전심’을 개발하여 학교 및 유아 교육
기관 등에 대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박물관 내에서 교구재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심전심’ 교구재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교구재가 어린이박물관 3층
에 있는 다문화 전시장과 연계하여 개발되었던 만큼 전시장 내 활동과 교구재 체험을 함께 진행
하는 방향으로 개발하였다.

6) 고지훈, 2014. ｢학교 연계 박물관교육에 있어서 아웃-리치 프로그램의 현황과 CIPP 평가모형 기반의 문제점 분석｣,
뺷박물관교육연구뺸 11,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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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문화다양성 교구재 ‘이심전심’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교수․학습지도안

교육 주제

교구재를 활용한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 이해

학습대상

유아 7세 및 초등 저학년

교육목표

1. 다문화가정을 소개하는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전시장에서의 학습으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2. 문화다양성 교구재 체험을 통해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해 이해한다.
3. 다양한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학습활동개요

다문화 전시장을 관람한 후 ‘이심전심’ 교구재를 활용한 역할극을 통하여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이해한다.

단계
도입

전개

정리

시간

교육자료

▪ 인사 및 프로그램 소개
▪ 동기유발
- 세계의 인사말 소개
- 우리나라 주변 나라의 문화 살펴보기

교수․학습 내용

20분

PPT

▪ 다문화 전시장 관람
: 다문화 전시장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의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가정 어린이들의 방에 담긴 문화 체험
▪ 세계전래동화 인형극 관람
- 전시장 내에서 빅북의 내용과 동일한 세계전래동화를 인형극으로
관람

40분

▪ 이심전심 교구재 빅북 역할극 활동
- 모둠별로 빅북을 활용한 역할극 진행
▪ 생각나누기
- 우리나라와 해외 전래동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보기
- 전래동화 속 등장하는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45분

교구재
‘이심전심’

▪ 학습내용 확인 및 정리
▪ 설문지 작성
▪ 마무리 인사

15분

설문지

3. 연속 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다양성 교구재를 일회성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가 여러 나라 문화가 가지
고 있는 다양성에 대해 인식하고 개별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기 어렵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어린이들이 편견 없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
가 있다. 어린이박물관에서는 주말교육 혹은 방과후 교육의 형식으로 교구재를 활용한 문화다양
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개별 나라의 문화에 대한 소개에서 시작하여 통합적으로 문화를 비교할 수 있는 심화된 연속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각 나라마다의 문화를 보여주는 교구재와 하나의 주제
를 가지고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구재 이렇게 두 가지의 교구재를 개발하여 활용하게
된다면 문화다양성 교육의 효과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 대상의 연령에 따라 연속프로그램의 운영도 달리 해야 하는데 우선 연속프로그램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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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기 위해서는 어린이가 매주 박물관에 방문해야하기 때문에 유아의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유아는 박물관에서의 일회성 교육이나, 교구재 대여를 통해 유아 교육기관에서 문
화다양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아직
여러 나라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한국, 중국, 베트남 이렇게 세 나라 정도를
선정하여 개별 나라에 대한 문화 체험과 공통된 주제를 바탕으로 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운영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는 다양한 사고의 확장이 가능하기에 심화된 내용
으로 교육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섯 나라(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의 문화를 서로 비교
해보고 스스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연령에 맞추어 연속적인
문화다양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Ⅴ. 결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박물관
은 초기 다문화교육을 운영하였지만, 소수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동화주의적
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왜곡된 다문화교육의 대안으로 다수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문
화다양성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에 어린이
박물관이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린이들이 편견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경기도어
린이박물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구재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안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였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은 2014년도부터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하였고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교구재 ‘이심전심’을 개발하여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을 운
영하였다. 교구재는 여행보드게임과 빅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발 과정에서 박물관 직원, 디
자이너, 작가 외부 자문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참여하였다. 한편 교구재 개발과 함께
리소스센터도 함께 구축하여 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교구재 대여를 신청하고 문화다양성
을 주제로 한 영상 등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구재를 개발한 후에는 박물관 인근
초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실제로 활용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교사
및 강사의 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교구재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시범운영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
로 교구재 대여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사례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방안을 제시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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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교구재 개발의 방향에 있어 어린이들이 직접 활용하는 것이니만큼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
라 어린이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다. 교구재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개별 국가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통합적인 주제를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구재
개발 후에는 반드시 시범 운영을 통해 교구재의 적합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구재를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한편 개발된 교구재를 활용하여
어린이박물관에서는 대여 프로그램, 전시연계프로그램, 연속프로그램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프
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문화다양성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야 한다.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들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문화다
양성 교육을 실천하기에 적합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어린이박물관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가 향후 어린이박물관에서 문화다양
성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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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Utilizing Educational
Aids in Gyeonggi Children’s Museum
Lee, Yoon-jae
(Curatorial Assistant, Suwon Museum)

Museums made an early start in providing multicultural education to respond to the social changes of
active population movements around the globe and increasing individuals with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Multicultural education, however, took an assimilation-based approach to introduce the
Korean culture to minority groups. There was thus a need raised for education on cultural diversity to
improve the perceptions of the majority with a special emphasis on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for
children to live in a multicultural society. Targeting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hildren’s museums are
making efforts to develop exhibition and educational programs to help children grow into adults that will
understand and respect various values.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organization and utilization case of “ISIMJEONSIM(Reading Each
Other’s Minds),” educational aids developed by Gyeonggi Children’s Museum to spread the perception
of cultural diversity. And It proposed development for educating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for children.
It also could be reference for developing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at children’s museum in the future.

Key words : children’s museum, museum education,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development of
educational a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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