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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 및 인종편견에 미치는 영향
유 향 선*2)
《요 약》

본 연구는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 및 인종편견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S시에 소재한 A유치원과 B유치원의 만 5세아로 실
험집단 23명, 비교집단 22명이었다. 실험처치는 8주 동안 1주에 2회씩 총 16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실험집단은 다문화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비교집단은 다문화 그림책과 학습지
활동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처리는 실험, 비교집단의 사전 검사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사점
수에 대해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
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과 인종편견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
화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함께 제시하는 다문화 활동이 유아에게 의미 있고 효과적인 교수활동으로
유아교육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 제 어》

ㆍ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
(multicultural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and visual media)
ㆍ 다문화 인식( multicultural awareness)
ㆍ 인종편견(racial preju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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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세계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서로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 추세
에 맞추어 한국 사회도 결혼 이주 여성 및 이주 노동자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
고 있다. 한국 사회의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 서게 되면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숫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6월 초중고 재학 중인 국제
결혼가정 자녀는 35,040명으로 지난 2005년 6,121명과 비교하면 5.7배 늘어난 수치이다. 전문가
들은 2020년에는 우리나라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이 다문화가정 출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경향신문, 2012년 4월 20일자), 이들과 함께 살아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1990년 이후부터 증가한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이 국제결혼을 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사례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이 한국으로 혼인하여 들어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오재연, 송미선, 2009).
그로 인한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또 다른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으며(오성배, 2005;
조영달, 2006),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로 살아남기 위한 힘든 과정에 대한 관심(윤재희, 유향선,
2011)과 그들의 자녀 언어교육에 대한 고충(유향선, 봉진영, 윤재희, 2011)도 이제 그들만의 문
제로 남겨둘 수는 없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
녀들에게는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고, 일반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와
인종에 대한 편견 없는 수용과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인식하는데서 출발하며(김영옥, 2002), 다양한
사람들이 혼자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 수용하는 교육이며 특히 유아기는
타인에 대한 편견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 인종적 차이에 대한 인식도 생기는 시기이므
로 유아기에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박찬옥 외, 2011).
다문화 인식은 다양한 인종, 성, 언어, 계층 등과 다양한 나라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을 의미하며(황선이, 2013),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집단
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인지하고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과 차이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다.
Banks(2008)에 의하면 다문화 인식이란 현재 학습자들이 살아가면서 접하는 사회 내부에 존
재하는 인종, 문화, 언어, 종교 등의 광범위한 차이를 수용하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Fritz(2001)
는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문화의 전달, 학습의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다문화 인식의 영
역으로 인간사회의 상호작용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다문화 인식과 더불어 유아기에 형성되는 편견은 유아가 특정한 근거 없이 어떠한 사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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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현상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Hall과
Rhomberg(1995)는 유아가 자주 보이는 편견영역을 능력, 연령, 외모, 신념, 계층, 문화, 가족구
성, 성, 인종, 성 정체성으로 보았으며, 인종에 대한 편견은 다문화 교육활동에서 가장 두드러
지는 편견 영역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김갑
성, 2006). Kendal(1983)은 만2-3 세 영아는 성, 인종에 대해 다름을 알고 반응하며, 5-6세 정
도가 되면 더욱 뚜렷하게 편견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유아들의 인종에 대한 편견은 또래, 가족,
교사, 미디어, 지역사회, 사회 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친다고(고아라, 2005)하며, 직접적인 교
육을 통해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부모나 교사가
인식하고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사회 현상에 주목하고 최근의 학교 환경의 변화에 대
응하기 위해 교사 역량을 강화하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다문화 교육 방침을 제시하였다(교육
인적자원부, 2009). 교육부는 유아교육과의 교육과정 속에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다문화 사회
의 인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현직교육에 다루어주기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유아교사로서의
다문화에 대한 소양 의식과 유아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강조하고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 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능력, 외모, 문화, 계층 등
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유아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
하며함께 살아가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다문화 교수에서 유아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
은 관광적 접근방법보다는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중심 경험이 이루
어지도록 진행해야 하며(Derman-Sparks, 2003), 유아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가
정의 유아들만이 아니라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실생활 중심의 체험이 들어간 접근법으로 유아교육현장에서 가장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접근일 것이다. 그림책은 짧고 간결한 삽화로 이해와 접근이 쉽고, 제
한된 수업시간에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유아들에게 다양한 경험에 노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매체이다(박성희, 2010).
Beaty(1997)도 유아들에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시각적 이미지를 제공해주는 그림책을 활용하면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경험과 감정의 교류가 일어난다고 하며 강조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우리 사회 안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가
정의 생활상을 반영한 다큐 방송도 대중 전파를 타고 많이 방영되고 있다. 결혼 이주여성이나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등장하는 오락 프로그램이나 다문화 가정을 배경으로 하는 공익광
고, 애니메이션, UCC, 동영상 등의 영상자료는 그림책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인종편견이나 인
권교육을 포함한 다문화 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제시하는 교
육 이외에도 가족, 친구, 지역사회, 학교, 학원, 종교, 미디어, 외국어, 여행 등의 비형식적인 경
험 등이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장인실과 이혜진(2009)은 비형식적 경험 요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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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매체를 포함한 미디어 경험이 다문화 인식 변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문화를 반영한 그림책이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접근방법이 유아의 다문화 이해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 교육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다문화 교육의 개념 및 교수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시작으로 하여(장영희, 1995), 유
아의 인종 인식에 관한 연구(김혜실, 김경화, 1999; 이지연, 2011; 장영희, 이숙재, 임미숙,
1999), 그림책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종 , 다문화에 대한 태도 및 사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연구(강민정, 2006; 이영주, 2010; 현은자, 박성연, 2003), 신문과 영상 매
체를 활용한 다문화 프로그램 관련연구(이유섭, 2011)등이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통해 그림
책, 신문, 광고나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기에 만 5세 연령이 적합하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그림책이라는 매개체가 다문화 교육 자료로 가장 손쉽게 사용하고 있었
으며, 광고나 신문 활용 자료, 영상자료들도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유아교육현장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접해보지 못한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
한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책, 신문자료를 활용하거나, 다문화 강사에 의한 나라별 문화체험(음
식, 언어, 의복, 국기, 화폐 등) 등을 통해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문화
강사의 일회성 방문 교육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란 느낌을 심어주거나 누구에게나 소중한 인권
측면에서의 접근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교실 맥락에서 다문화 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려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려는 인권 문화에 기
반을 둔 다양한 교재 교구나 그들의 보통 가정 생활상을 담은 교육용 매체가 필요하다(김숙자,
김현정, 2010; 이양희, 구미향, 윤정란, 황소영, 2011; 윤재희, 유향선, 이효정, 2013).
유아를 위한 다문화 교육 자료로 그림책은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초등학교 대상(이유섭, 2011)으로는 이루어져 있지만, 유
아 대상으로는 광고를 활용한 연구(김현지, 2013)는 있지만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함께 활용하
여 다문화 교육에 적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유아기에는 각 나라의 문화를 주입식으로 소개하거나 나라 별로 의상이나 국기 등을 일회성
으로 쇼를 보여주는 전달방식의 다문화 교육보다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으로서의 접근
방식이 필요한 때이다. 다문화 그림책을 읽는 경험만으로는 우리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
으로 생각하고 ‘내 친구의 엄마’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접근은 어려울
수 있다. 또 그림책만 으로는 다문화 가정의 실생활상이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
어서 우리와 함께 이 나라에서 자녀를 키우고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을 영상매체를 통해 자
연스럽게 접근하면 우리 반에 다문화 가정의 유아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
가는 태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방영되고 있는 방송용 영상매체를 통해 다문
화 가정의 실질적인 생활 모습을 동영상으로 접해 보고, 다문화 그림책도 함께 읽어 보는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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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형태의 다문화 활동을 통하여 일반 유아들의 다문화 이해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인종 편견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 자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문화 그림책과 영상매체자료를 결
합하여 다문화 이해를 돕는 활동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유아들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나 인
종편견이 달라지는지를 검증하여 유아교육현장에 적용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활동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
떠한가?
2.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활동이 유아의 인종편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가?

Ⅱ

.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S시에 위치한 A유치원과 B유치원 만 5세반의 유아 4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A유치원 유아 23명을 실험집단에, B유치원 유아 22명을 비교집단으로 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치원에는 다문화 가정의 유아가 현재 다니고 있지 않으며, 다문화와 관련한 외부
강사에 의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기관들이다. 연구대상 유아의 집단별 성별
인원수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유아의 수

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전체

남
13
12
25

여
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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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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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1) 다문화 인식 검사 도구
유아의 다문화 인식 측정 도구는 김판희와 이춘옥(2009)이 개발한 유아용 다문화에 대한 인
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Rothfard(1992)가 연구에 사용한 Ambrosio(1998)의
Multicultural Questionnair 검사도구와 Fritz(2001)의Multicultural Sensitivity Scale, Munroe 와
Pearson(2006)의 Multicultural Attitude Scale Questionnair 의 문항 중에서 다문화 인식을 측
정할 수 있는 문항을 기반으로 하여 초등학생 대상의 검사 도구를 제작한 정경미(2009)의 다문
화 인식척도를 유아용으로 수정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한 도구이다. 분석결과 하위 요인은
문화 개방성, 문화 수용성, 문화 존중성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졌다.
유아다문화 인식 검사 도구는 하위요인별로 문화개방성 10문항, 문화수용성 4문항, 문화존중
성 3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아다문화 인식의 측정은 유아를 개인적으로 조
용한 빈 공간으로 불러 검사도구의 질문을 들려주고 좋은지 싫은지 묻고 얼마만큼 좋고 싫은
지를 손으로 표시하게 하였다. 검사에 소요되는 사간은 유아 1인당 약10-15분 정도였다. 다문
화 인식 점수는 각 문항당 1-5점을 받을 수 있으며 ,총점의 범위는 17-85점이다. 본 측정도구
의 신뢰도는 .77( Cronbach ɑ ＝ .77)로 나타났으며, 검사 도구의 각 하위 요인별 구성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유아 다문화 인식검사도구의 하위요인과 구성내용

하위영역
문화 개방성
문화 수용성
문화 존중성
전체

문항수
10
4
3
17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 인종편견 태도 검사도구
유아의 인종편견에 대한 태도 검사 도구는 William, Best와 Boswell이 제작한 Preschool
Racial Attitude Measure Ⅱ(PRAM)와 Williams와 Roberson의 Color Meaning Test(CTM)를
기초로 한 박성연(2001)의 인종 태도 검사 도구에서 하위 범주를 수정하여 사용한 신현경
(2007)의 검사 도구를 유아들에게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한 심완정(2010)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
였다. 기존 그림카드의 사진을 유아들이 인종구별이 확실히 느껴지는 사진으로 사용하였다.
검사도구의 내용 구성은 표 3과 같이 총 14 문항으로 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고, 하위
영역별 내용은 놀이상대 선택, 신체능력에 대한 편견, 외모에 대한 편견, 계층에 대한 편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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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주는 친구 선택에 대한 생각들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 도구는 유아와 검사자가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는 유아에게 인종
카드를 하위영역별 문항에 따라 카드를 선택하게 한 다음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는 질문을
하였다. 검사자의 질문에 대한 유아의 대답이 편견적인 대답일 경우 1점을 반편견적인 대답을
한 경우 0점을 주었다. 여기서 편견적인 이유라 함은 유아가 인종 카드를 선택한 이유가 피부
색, 머리카락의 색과 모양, 생김새 등과 같이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별로 나타낼 수 있는 편견 점수는 놀이상대에서는 3문항 0-3점, 신체능력에서는 3문
항 0-3점, 외모에서는 3문항 0-3점, 계층에서는 3문항 0-3점, 도움을 주는 친구에서는 2문항
0-2점이다. 인종에 관한 유아의 편견검사 도구의 총점은 최저 0점에서 최고 1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편견이 심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편견이 적은 것을 나타낸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아 1인당 평균 15분이었으며, 교실이 아닌 조용한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본 측정 도구의 신뢰도는 .71 (Cronbach ɑ ＝ .71)로 나타났으며, 검사 도구의 각 하위 요인
별 구성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유아의 인종에 대한 태도 검사의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

하위영역
놀이상대 선택
신체능력에 대한 편견
외모에 대한 편견
계층에 대한 편견
도움 주는 친구 선택
총 문항 수

문항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

문항번호
3
3
3
3
2
14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진행은 그림책 및 영상매체 활용한 다문화 활동 구성, 사전검사, 교사교육, 실험
처치, 사후검사 순으로 이루어졌다.
1) 그림책 및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의 구성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그림책 및 영상매체 활용 다문화 활동은 총 16회기 동안 이루어졌다.
생활주제에 맞게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선정하여 한 주에 그림책과 영상매체가 경험되도록 구
성하였으며 이후에 관련활동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책을 선정하여 구성하는 과
정 중에 그림책의 내용을 주제별로 그룹을 지어볼 수 있었다. 즉, 음식문화로 본 다문화 이야
기, 주거문화로 본 다문화이야기, 의상문화로 본 다문화 이야기, 생활로 본 다문화 가정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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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인종차이로 본 다문화 이야기로 묶어서 소개하면 훨씬 유아들에게 접근하기 쉬울 것으로
여겨져서 구성에 반영하였다. 다문화 관련 영상매체는 대중매체에서 방송된 다큐 중심의 다문
화 가정 생활상을 반영한 방송영상이나 광고 동영상, 국가인권위원회 영상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문화 관련 자료로 교사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영상매체를 선정하였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아들의 발달에 맞게 9-10분용으로 재편집하여 사용하였다. 그림책의 주제별 특징에 맞게 영
상매체를 재배치하였으며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경험하게 한 후에는 그에 따른 충분한 이야기
나누기와 생각 표현하기의 시간을 가졌다.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의 구성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그림책
본 연구에 사용된 그림책은 차금안(2012)이 동화를 활용한 다문화교육을 위해 선정한 그림
책 24권의 다문화 그림책 중에서 다양한 문화 집단과 인종적 관점을 잘 수용한 그림책 10권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0권의 그림책은 유아교육전문가 2인과 유아교육 10년 이상의 현직 유치원
교사 4인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목적에 맞게 그림책 내용이 타당한지 검증하였다.
그림책의 내용 타당도를 위해서 다문화 그림책 중에서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등장인물이 나오
는 그림책을 선정하여 피부색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내용과 일상생활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다문화적 요소가 적합하게 그려진 그림책을 선정하고
자 기준을 정하고 그림책을 함께 읽어본 후 내용의 적합성을 토론한 후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다문화 그림책 목록은 표 4와 같다.
<표 4> 다문화 그림책 목록

번호
1
2
3
4
5
6
7
8
9
10

책제목
샌드위치 바꿔먹기
예슬이 엄마 이름은 쿠티엔
울타리 너머 아프리카
인종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어나요 로자
저마다 제 색깔
집은 다 다르고 특별해
이모의 결혼식
누구의 발일까요
검은 땅에 핀 초록 빛 꿈

지은이
라니아 알 압둘아 왕비,켈리 디푸치오 지음, 신형건 옮김,
투사 그림
임희옥 글, 김충식 그림
바르트 무야르트 지음, 최선경 옮김, 희그룬트 그림
줄리어스 레스터 지음, 조소정 옮김, 바버 그림
니키 지오바니 지음, 최순희 옮김, 콜리어 그림
레오 리오니 글, 그림, 이명희 옮김
엠마 테이먼, 우순교 옮김
선현경 글, 그림
정해영 글, 그림
클레어 니볼라 지음, 김정희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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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문화 영상매체 자료
다문화 영상매체 자료는 국가인권교육위원회 자료, 기업광고, 지식채널e, EBS 다문화 휴
먼 다큐 ‘가족’, KBS ‘러브인아시아’의 영상자료를 활용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자료는 다문화
에니메이션 10종, 다문화 UCC 동영상 자료 2종, 어린이만화 2종, 광고 5종을 모두 검색하여
유아들이 보기에 적합하고 발달에 맞는 자료를 연구자와 유아교육전문가 2인과 선정하였다.
영상매체의 내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자와 전문가가 모여 국가인권위원회 동영
상 자료, 기업광고, 방송용 영상매체를 3회 시청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상 자료들은 종류
는 다양하나 초등학교 수준에서의 영상매체 자료들이 대부분이어서 유아들의 이해도와 흥미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EBS의 다문화 휴먼 다큐 ‘가족’(은영이 엄마 리우에씨)과 KBS의 ‘러브
인 아시아( 우싸는 이쁘다)’의 영상자료는 다문화 가정의 생활상을 다룬 내용으로 유아의 발달
에 적합한 내용들이었으나 분량이 너무 길어 유아들이 시청하기에 적합하게 9-10분 분량으로
재편집하여 사용하였다. 다문화 관련 영상매체 자료는 표 5와 같다.
<표 5> 다문화 영상매체 자료

번호
1
2
3
4
5
6
7
8

영상매체 자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아누기(MWTV 이주민 방송제)
은영이 엄마 리우에씨
다문화 가정의 교육지원 캠페인
강강수월래편
우싸는 이쁘다(한국생활편)
우싸는 이쁘다(태국이야기편)
우리는 친구

분야
UCC동영상
동영상
다큐
기업광고
기업광고
다큐
다큐
어린이만화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2년 공모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영상
EBS 다문화휴먼다큐 ‘가족’
하나금융
LG광고
KBS '러브인 아시아'
KBS '러브인 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2) 사전 검사
다문화 인식 및 인종편견에 대한 사전 검사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를 대상으로
2013년 4월 23일-25일까지 실시하였다.
다문화 인식검사와 인종편견 검사 모두 교사와 유아가 일대일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장소는 유아가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하였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유아에게 검사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유아가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라포를 형성한 다음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다
문화 인식검사는 10-15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인종편견 검사는 10분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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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교육
그림책과 다문화 관련 영상매체를 선정하여 다문화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2013년
4월 24부터 26일까지 실험집단의 교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유아들의 인성관련 그림책을 읽어주
며 유아들과 생각나누기를 한 경험이 있는 교사여서 생각 나누면서 하는 그림책읽기가 잘되어
있었다.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유아들과 나누어야할 다문화적 내용에 대한 교육과 그림책 읽고
난 후의 연관 활동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영상매체는 유아들과 함께 보고 난 후의 다문화
적 생각나누기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였다.
4) 실험 처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대한 사전 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집단은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
한 다문화 활동’을 진행하였고, 비교집단은 ‘그림책과 학습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활동 기간
은 5월 13일-7월 5일 까지 8주간 주2회씩 16회기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구
체적인 실험처치는 표 6과 같다.
<표 6>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구체적 실험처치

구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다문화 그림책을 유아와 상호작용하며 •다문화 그림책을 교사주도로 내용만
읽어주는 활동
전달하여 읽어주는 활동
실험처치 •다문화 영상매체를 본 후 이야기나누기 • 각 나라 별 특징이 드러난 다문화
학습지 활동(음식, 언어, 국기, 의복,
화폐) 후 친구들에게 소개 하고 전시
활동유형 대․소집단 활동
대․소집단 활동
1. 다문화 그림책을 교사가 읽어 주며 그 1. 다문화 그림책을 유아와 이야기 나누
림책의 내용을 이야기 식으로 들려주는 는 방식이 아닌 교사 주도로 내용을
방식을 사용하여 유아와 생각 주고받기 읽어 주고 자신이 그림 그리고 싶은
에 집중하여 읽어준다.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2.
그림책을
읽고
난
후
언어,
요리,
신체,
2.
읽고 난 후 그림책의
활동방법 역할놀이 등 다양한 연관 활동을 한다. 그림책을
내용에 대해 그림이나 만들기 등의
3. 다문화 관련 동영상이나 영상매체를 본 미술활동으로 연결하여 활동을 한다.
후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3. 다양한 문화, 의상, 돈, 음식 등과 같
은 내용이 들어간 학습지 활동을 한
후 친구들에게 소개한다.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다문화 다문화 그림책과 다문화 학습지 활동
가정이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 을 통해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익히게
중점사항 라 우리와한국에
비슷한 가정생활을 하는 우리의 하기 위함.
이웃임을 알고 편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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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집단의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다문화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생활주제에 맞게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그림책과 영상매체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배치하였으며 일주일에 한 두 번은 그림책과 영상매
체를 접하도록 활동을 구성하였으며 각 회기의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의 구성

회기 생활
주제 그림책
저마다
1
제 색깔

영상매체자료
활동 명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다르지만 함께 있어 서로
캠페인(기업광고 영상) 행복하게 지내요
특별한 신발 경험하기/신
누구의
발이 내는 소리 느껴보기/
2
발일까요
내가 신어보고 싶은 신발
디자인하기
샌드위치
자신이 좋아하는 샌드위치
3
바꿔먹기
만들어 바꾸어 먹기
나
틀린 것이 아니라
4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신기해요
와
(UCC동영상)
다 다르고
역시 내가 사는 집이
5 가 집은
특별해
최고야
족
우싸는 이쁘다(한국생활 다르지만 함께해요
6
편)KBS러브인아시아 )
자기문화에 대한 자긍심
울타리 너머
7
(특별함)/
아프리카
집 만들기 놀이
강강수월래
8
함께 살아가는 우리
(기업광고영상)
우리는 한가족/
9
이모의 결혼식
즐거운 다른나라 여행
은영이 엄마 리우에씨
10
(EBS다문화 휴먼 다큐 은영엄마에게 편지쓰기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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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형태
언어
과학/언어
요리
이야기
나누기
쌓기/과학
언어/미술
쌓기/과학
이야기
나누기
역할놀이/
언어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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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우
리
13
동
14 네
15
16

예슬이 엄마
이름은 구티엔

다르지만 재미있는 여러 문 역할놀이
화/함께 요리를 나누어요. (체험놀이)
주인공 우싸
우싸는 이쁘다
우싸가 들려주는
가 유치원을
(KBS러브인 아시아) 태국이야기
방문하여 함
께 활동함
검은 땅에 핀
우리들의 초록정원 가꾸기 과학
초록 빛 꿈
아누기(MWTV 이주민 우리 반에 다문화 친구가 이야기
방송제)
온다면
나누기
일어나요 로자
당당하게 말해요
동극
인종이야기를
우싸가족 초대를 위한 언어/미술
해볼까요
포스터 만들기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은 생활주제에 맞추어 유아들에게 대집단으로 그림
책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읽어주었다. 그림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기보다는 그림책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형식으로 유아와 생각을 주고받으며 내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림책을 읽고 다문화 관련
동영상이나 영상매체를 보며 생각나누기를 하였다.
다문화 영상매체는 간단한 2분짜리 기업광고 영상이나 3-4분정도 UCC동영상은 그대로 시
청하게 한 후 함께 생각나누기의 경험을 하게 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생활상을 보여주는 다큐
형식의 영상자료는 10분 이내로 재편집한 후 유아들과 이야기나누기를 하였다. 특별히 KBS
러브인 아시아 ‘ 우싸는 이쁘다 ’에 출연한 우싸(태국출신 다문화 가정 엄마)가 직접 유치원을
방문하여 유아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녀는 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한국으
로 시집와서 두 자녀를 키우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유아용 태국전통 의상을 준비해 와서 입
어보는 체험을 하였다 특히 태국에는 흔한 야자수 열매를 활용한 놀잇감도 가지고 와서 유아
들과 직접 놀이하기도 하였다. 우싸가 오기 전에 유치원 유아들은 KBS ‘러브인 아시아’에 방
영된 ‘우싸는 이쁘다’를 미리 본 후라서 유아들의 반응이 더 컸다. 그 중에서도 우싸가 집에서
덕촉이라는 간식을 만드는 것을 영상으로 보고 신기해했는데 이번에 유치원에 오면서 우싸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와서 유아들과 함께 먹는 체험은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그림책도 읽고 다문화 관련 영상매체를 통해 다문화 이해와 편견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눈
후에는 관련 활동으로 연계하거나 추후 연관 활동으로 진행하여 유아들의 관심이 지속되도록
하였다.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동한 활동의 구성과 교수학습의 예시는 표 8,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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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실험집단의 그림책을 활용한 수업의 예시

활동명
활동목표
활동개요
활동자료

활동방법

다문화 그림책 수업 안 (1회기 수업) : 저마다 제 색깔
다르지만 함께 있어
활동형태
언어
서로 행복하게 지내요
·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특별함을 지니고 있음을 안다.
· 모두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음을 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흔히 느끼는 자기정체성문제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지만 함께 있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기초 활동으로써 경험을 해본다.
그림책<저마다 제 색깔>, 활동지(친구와 다른 점, 함께 있어 좋은 점)
1. 그림책 이야기를 듣는다. 단, 카멜레온이 고민하는 부분까지만 들려준다.
2. 이야기의 내용을 회상하며 카멜레온의 고민에 대해 토의를 한다.
- 그림책 속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 카멜레온은 어떤 동물이니?
- 카멜레온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니?
- 너희들은 카멜레온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니?
- 카멜레온은 왜 자기만의 특별한 색을 가지고 싶어 했을까?
- 그런데 카멜레온은 자기의 소원대로 한 가지 색만을 가질 수 있을까?
- 그렇다면 카멜레온은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3. 유아들은 자신의 외모 또는 내면적인 고민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눈다.
- 너희들도 카멜레온처럼 생김새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니?
-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니?
-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니?
- 그럴 때 어떻게 하고 싶니?
- 다른 친구들은 00의 고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4. 유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너희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5. 카멜레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본다.
- 두 친구의 카멜레온은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자.
- 둘은 자신만의 색깔을 영원히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떠올랐니?
- 둘이 함께 있어 좋은 점은 무엇일까?
6. 하늘 반 유아들이 서로 다르지만 행복하게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 우리 반의 친구들은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 혹시 친구랑 서로 달라서 힘든 점이나 다툴 때가 있니?
- 그렇다면 친구와 달라서 좋은 점도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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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나. 서로 다른 친구들과 매일 만나서 즐겁고 행복한 점은 무엇일까?
- 만약 우리 반에 나 혼자 있거나 몇 명의 친구들과만 지낸다면 어떨까?
- 우리는 서로 다른 점이 많고, 달라서 서로 힘들 때도 있지만 달라서 좋을 때
활동방법
도 있구나.
7. 자유선택활동시간에 활동지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 친구와 내가 다른 점을 생각해 보자.
- 친구와 함께 있어 좋은 점을 생각해 보자.
<표 9> 실험집단의 다문화 영상매체를 활용한 수업의 예시

다문화 영상매체 활용 수업 안(6회기 수업) : 「우싸는 이쁘다 (KBS 러브인 아시아」방영
영상매체」
활 동 명 다르지만 함께해요.
활동형태 언어/ 미술
다른 모습의 사람들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다.
활동목표 ·· 나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함께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한다.
대한 편견을 탈피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
활동개요 ·· 인종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며 생활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쁘다」(KBS ‘러브인 아시아’ 방영영상매체),
활동자료 ·「우싸는
· 같은 점, 다른 점, 함께 생활하는 방법 그룹 활동지
· 영상매체 감상하며 상호작용하기
1.「우싸」의 사진을 보며 우싸에 대해 소개한다.
- 우싸의 모습이 어떠니?
- 우싸의 얼굴색이 어떠니?
- 우싸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 왜 그렇게 생각했어?
2. 「우싸는 이쁘다」영상을 보며 다른 나라의 인사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우싸씨가 어떻게 인사했지?
- 무엇이라고 이야기 하는 걸까?
어느 나라의 인사말일까?
활동방법 3.- 다문화
가정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 나눈다.
- 다문화 가정이란 무엇일까?
-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해서 함께 사는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단다.
4. 우싸와의 같은 점, 다른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우싸와 우리의 같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
- 또 어떤 점이 같을까?
- 우싸의 생활에서 우리와 같은 점은 무엇일까?
- 우싸의 모습에서 우리와 같은 점은 무엇일까?
- 우싸와 우리의 다른점은 무엇일까?
- 또 어떤 점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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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싸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눈다.
- 우싸가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일까?
- 영상 속에서 우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 했지?
-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을 무서워할까?
- 너희도 외국인을 보며 000한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니?
언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
- 우싸의 마음은 어떨까?
- 다른 사람이 나를 무서워한다면 너희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6.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함께 생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활동방법 - 외국인과 서로 도우며 즐겁게 생활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 외국인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7. 소그룹으로 나누어 함께 생활하기 위한 안내지, 홍보물을 만든다.
- 안내지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
- 어떤 그림을 표현하면 알 수 있을까?
8. 내가 만든 안내 지와 홍보물을 소개하며 캠페인 활동으로 연계한다.
- 내가 만든 안내지를 이야기 할 수 있니?
- 무엇을 표현한 그림이니?
- 캠페인을 위한 준비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가족을 뜻하는 다문화 가정은 불과 10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현재 자녀수만 5만8000명에 이르고 있다(NEWSIS,
2009.1.19). 다문화가정의 2세들은 가정을 벗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사회경험
교사의 역할 을 하게 되면서 주변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엄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외국에서 온 엄마든 한국인 엄마든 모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갖고
있으며 또한 모두 특별한 존재이다. 엄마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
지 않아야 함은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

(2) 비교집단의 교육활동
비교집단의 유아들에게는 주 2회씩 16회기에 걸쳐 다문화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과 다문화
학습지 활동을 실시하였다. 비교집단이 사용한 그림책은 실험집단과 똑같은 그림책을 사용하였
으며 교사가 다문화 그림책을 읽어 줄 때 유아와 상호작용하며 이야기를 읽어주는 방식이 아
닌 교사 주도로 그림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본문에 충실하게 읽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림책을 읽어 준 후에는 미술활동으로 연관시켜 그림책의 내용 중 그리고 싶은 부분을 그리
거나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림책 활동과 더불어 나라별로 특징이 두드러지는 다문화
학습지 활동도 함께 실시하였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게 할 목적으로 음식, 언어, 국기, 의
복, 화폐 등이 그려진 학습지를 한 후에는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교실에 전시해 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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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실험처치를 실시한 후 2013년 7월 9일-11일 까지 3일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유아를 대상으로 사전검사와 동일한 도구와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사전검사를 실시한 동일한
검사자가 유아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검사 및 인종편견에 대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활동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 및 인종편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 분석 방법은 집단 간의 동질성
검사를 위해 t-test 를 실시하였으며,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집단간의 다문화 인식 및 인종 편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
하였다.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사전검사 점수에서의 두 집단간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
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다른 변수로 인해 생긴 오차를 없애기 위함이다.

Ⅲ

. 연구결과

1.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를 집단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유아의 다문화 인식에 대한 집단간 분석

사전
실험집단 비교집단
문화개방성 3.04(.80) 3.31(.83)
문화수용성 3.30 (.71) 3.28 (.71)
문화존중성 3.94 (.74) 4.06 (.59)
다문화인식 전체 3.43 (.43) 3.55 (.35)

사후
실험집단 비교집단
4.11 (.45) 3.73 (.57)
4.30 (.51) 3.63 (.47)
4.71 (.40) 4.17 (.66)
4.38 (.29) 3.84 (.28)

조정된 사후점수
실험집단 비교집단
4.15 (.10) 3.69 (.10)
4.30 (.10) 3.63 (.10)
4.70 (.12) 4.17 (.12)
4.38 (.06) 3.84 (.06)

다문화 인식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사전검사에 있어서는 실험집단
(M=3.43, SD=.43)과 비교집단(M=3.55, SD=.35) 간에 .12의 차이를 보였으나, 두 집단의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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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조정된 사후검사 점수에 있어서는 실험집단(M=4.38, SD=.06)과 비
교집단(M=3.84, SD=.06) 간에 .52의 차이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문화개방성은 사전
검사에 있어서는 실험집단(M=3.04, SD=.80)과 비교집단(M=3.31, SD=.83) 간에 .27의 차이를
보였으나, 두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조정된 사후검사 점수에 있어서는 실험집
단(M=4.15, SD=.10)과 비교집단(M=3.69 SD=.10) 간에 .46의 차이를 보였다. 문화수용성은 사
전검사에 있어서는 실험집단(M=3.30, SD=.71)과 비교집단(M=3.28, SD=.71) 간에 .02의 차이를
보였으나, 두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조정된 사후검사 점수에 있어서는 실험집
단(M=4.30, SD=.10)과 비교집단(M=3.63 SD=.10) 간에 .67의 차이를 보였다. 문화존중성은 사
전검사에 있어서는 실험집단(M=3.94, SD=.74)과 비교집단(M=4.06, SD=.59) 간에 .12의 차이를
보였으나, 두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조정된 사후검사 점수에 있어서는 실험집
단(M=4.70, SD=.12)과 비교집단(M=4.17 SD=.12) 간에 .53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다문화 그림책과 학습지 활
동을 한 비교집단의 다문화 인식 점수 증가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1
과 같다.
<표 11> 유아의 다문화 인식의 집단 간 공변량 분석 결과

Source

문화개방성
문화수용성
문화존중성
다문화인식
전체

**p<.01, ***p<.001

공변량
집단
오차
공변량
집단
오차
공변량
집단
오차
공변량
집단
오차

SS

1.793
2.259
9.477
.001
5.186
10.212
.016
3.265
12.885
.014
3.223
3.465

df
1
1
42
1
1
42
1
1
42
1
1
42

MS

1.793
2.259
.226
.001
5.186
.243
.016
3.265
.307
.014
3.223
.083

F

7.944*****
10.011
.004******
21.329
.051*****
10.644
.173******
39.064

표 11에 제시되었듯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다문화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인식에 대한 주효과는 F=39.06,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각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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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개방성에 대한 주효과는 F=10.01으로,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문화수용성에 대한 주효과는 F=21.33으로,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문화존중성
에 대한 주효과는 F=10.64으로,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은 문화개방성, 문화수용
성, 문화존중성을 포함하는 다문화 인식 전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은 유아의 다문화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유아의 인종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유아의 인종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를 집단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유아의 인종에 대한 편견에 대한 집단간 분석

사전
사후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놀이상대
1.94 (.62) 1.88 (.62) .72 (.52) 1.24 (.54)
신체능력
1.87 (.57) 1.94 (.64) .93 (.59) 1.41 (.71)
외모
1.94 (.67) 2.15 (.57) 1.07 (.65) 1.80 (.64)
계층
1.85 (.73) 1.62 (.62) 1.29 (.68) 1.85 (.81)
도움 주는 친구 1.71 (.39) 1.72 (.40) .76 (.62) 1.73 (.30)
인종에 대한 1.87 (.32) 1.85 (.28) .95 (.36) 1.60 (.31)
편견 전체

조정된 사후점수
실험집단 비교집단
.72 (.11) 1.25 (.11)
.93 (.59) 1.41 (.71)
1.10 (.13) 1.77 (1.34)
1.29 (.16) 1.85 (.16)
.76 (.10) 1.72 (.10)
.96 (.07) 1.60 (.07)

유아의 인종에 대한 편견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사전검사에 있어서는
실험집단(M=1.87, SD=.32)과 비교집단(M=1.85, SD=.28) 간에 .02의 차이를 보였으나, 두 집단
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조정된 사후검사 점수에 있어서는 실험집단(M=.96,
SD=.07)과 비교집단(M=1.60, SD=.07) 간에 .64의 차이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놀이
상대는 사전검사에 있어서는 실험집단(M=1.94, SD=.63)과 비교집단(M=1.88, SD=.62) 간에 .06
의 차이를 보였으나, 두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조정된 사후검사 점수에 있어
서는 실험집단(M=.72, SD=.11)과 비교집단(M=1.25, SD=.11) 간에 .53의 차이를 보였다. 신체
능력은 사전검사에 있어서는 실험집단(M=1.87, SD=.57)과 비교집단(M=1.94, SD=.71) 간에 .07
차이를 보였으나, 두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조정된 사후검사 점수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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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M=.93, SD=.59)과 비교집단(M=1.41, SD=.71) 간에 .48의 차이를 보였다. 외모에서는
사전검사에 있어서는 실험집단(M=1.94, SD=.67)과 비교집단(M=2.15, SD=.57) 간에 .21의 차이
를 보였으나, 두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조정된 사후검사 점수에 있어서는 실
험집단(M=1.10, SD=.13)과 비교집단(M=1.77, SD=.1.34) 간에 .67의 차이를 보였다. 계층에서는
사전검사에 있어서는 실험집단(M=1.85, SD=.73)과 비교집단(M=1.68, SD=.62) 간에 .17의 차이
를 보였으나, 두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조정된 사후검사 점수에 있어서는 실
험집단(M=1.29, SD=.16)과 비교집단(M=1.85, SD=.16) 간에 .56의 차이를 보였다. 도움을 주는
친구에서는 사전검사에 있어서는 실험집단(M=1.71, SD=.39)과 비교집단(M=1.72, SD=.40) 간
에 .01의 차이를 보였으나, 두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조정된 사후검사 점수에
있어서는 실험집단(M=.76, SD=.10)과 비교집단(M=1.72, SD=.10) 간에 .96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다문화 그림책과 학습지활동
을 한 비교집단의 인종에 대한 편견점수 증가가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
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유아의 인종에 대한 편견의 집단 간 공변량 분석 결과

Source

놀이상대
신체능력
외모
계층
도움주는 친구
인종에 대한 편견
전체

*p<.05, **p<.01, ***p<.001

공변량
집단
오차
공변량
집단
오차
공변량
집단
오차
공변량
집단
오차
공변량
집단
오차
공변량
집단
오차

SS

.174
3.097
11.819
.077
2.559
18.161
1.549
4.863
16.394
.038
3.357
24.191
.626
10.435
9.673
.536
4.712
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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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1
1
42
1
1
42
1
1
42
1
1
42
1
1
42
1
1
42

MS

.174
3.097
.281
.077
2.559
.432
1.549
4.863
.390
.038
3.357
.576
.626
10.435
.230
.536
4.712
.103

F

.617
11.006**
.177
5.917*
3.969
12.458**
.067
5.828*
2.717
45.309***
5.216*
4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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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에 제시되었듯이, 유아의 인종에 대한 편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의 인종에 대한 편견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종에 대한 편견에 대한 주효과는 F=45.88로,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각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놀이상대에 대한 주효과는 F=11.01으로,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신체능력에 대한 주효과는
F=5.92로,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05). 외모에 대한 주효과는 F=12.46으로,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1). 계층에 대한 주효과는 F=5.83으로,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도움을 주는 친구에
대한 주효과는 F=45.31으로,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다(p<.001).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은 도움을 주는 친구에서
가장 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놀이상대, 신체능력, 외모, 계층 등 인종에 대한 편견의 모
든 하위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본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은 유아의 인종에 대한 편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유아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
및 인종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그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1)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다문화 인식이 비교집단
과 비교하여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실험집단과 똑같은 다문화 그림책
을 접한 비교집단의 유아들도 다문화 인식이 조금 나아지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아니었다. 이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방식에 있어 실험집단은 유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으로 상호작용을 중시하여 생각을 공유하며 읽어주고 다양한 연관 활동을 한 반면, 비교집단
은 교사가 주도하여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읽고 난 후에도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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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중심의 연관 활동 만 이루어진 점에서 차이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비교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전체적으로 다문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인식의 하위 영역인 문화개방성, 문화수용성, 문화존중성에서도 실험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
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그림책이나 영상매체를
보고 난 후 교사가 유아와 생각을 공유하거나 이전의 경험과 연결시켜 상호작용하며 관련활동
을 전개하는 것에 따른 효과로 보여 진다.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인종에 대한 인식 및 타문화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한 연구들( 김지선, 2008; 김지현, 2008; 박성연, 2001;
박지희, 2002; 소성숙, 2007; 송경순, 2001; 송숙진, 1999; 신현경, 2007; 원은경, 2008; 이진희,
2009; 조중금, 2010; 지영주, 2011; Spencer & Horowitz,1973)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다문화 인식의 하위 영역인 문화개방성, 문화수용성, 문화존중성 영역 중에서 ‘문화수용성’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피상적으로 다루어지는 관광 식으로 쇼
를 하듯 보여주는 일회성의 나열식 교육방법이 아니라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함께 제시한 다문
화 활동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대중매체에서 방영된 ‘은영이 엄마 리우에씨(EBS 다문화
휴먼 다큐 ‘가족’)'나 ‘우싸는 이쁘다(KBS '러브인 아시아')'는 다문화 가정의 소소한 생활 모
습을 다큐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어 서로 피부색은 다르지만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 공모전 UCC동영상')'는
문화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 생활 도구를 통해 다름을 유아의 수준에서 알기 쉽게 보여
준 점이나 다문화 가정의 엄마가 직접 유치원을 방문하여 태국간식 ‘덕촉’ 함께 먹기, 게임 등
을 같이하며 직접 경험한 일련의 과정들이 문화수용성에 도움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Ramsey
(1987)는 다문화 교육은 다양성과 차이를 우세함과 열등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의 문화에 대해 존중감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유아기에는
다양한 문화를 비교할 기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다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
고 그림책뿐 아니라 실제 다문화 가정의 생활상을 영상매체를 통해 봄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
고 있는 이웃이라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그림책을 활용한 다문화 활
동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이영주, 2010; 강민정, 2006;
현은자, 박성연, 2003) 와도 같은 맥락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다문화 인식의 하위영역인 ‘개방성’이나 ‘존중성’을 증진시키는데도 효과적으로 나타난 결과
를 보면 다양한 집단과 상호작용한 경험이 다문화 민감성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한 May(1997)
의 주장과 다문화 그림책이 유아들이 좋아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인공을 통해 갈등을 인식하
고 성장하고 받아들이는 힘을 길러준다고 한 Norton(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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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의 활동 중 그림책 뿐 아니라 영상매체를 접하는 경험은 책과는 또 다른 새로운 간
접경험이 될 수 있다. 대중매체 영상에서 본 주인공이 유치원에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아들은
기대와 설렘을 갖는다. 방문자를 환영하기 위한 제반의 준비상황이나 환경구성은 유아들에게
또 다른 생활 중심의 자연스러운 다문화 교육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집단과
똑같은 그림책을 사용한 비교집단은 그림책은 같았으나 동화를 들으면서 상호작용하고 정서적
교류를 체험하는 부분보다는 그림이나 만들기 등의 미술활동의 결과물에 집중하게 되어 다문
화 인식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림책을 단순히 읽어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것
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을 통해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다각적인 사고와 토의를 통해 남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증진시키는 과정(강이언, 김영숙,
1998; Steiner, 2001)이 중요하다는 볼 수 있다.
유아의 다문화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는 그림책 뿐 아니라 영상매체, 그리고 다문화 가정 엄
마와의 직접 만나는 경험이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다름을 인정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갖게 하
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 한국에 시집와서 자식들과 한국말을 사용하고 한국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 모여 먹는 자연스러운 생활상의 모습이 반영된 영상매체를 접하면서 다른 문화,
피부색, 생김새가 달라도 ‘친구의 엄마’라는 생각을 유아가 가지게 하며, ‘우리와 함께 살고 있
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자연스러운 만남은 다문화 교육에 효과적
인 교수전략임을 보여준다.
2)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유아의 인종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유아의 인종에
대한 편견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비교집단의 활동보다 인종에 대한 편견이 더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비교집단
의 유아들도 다문화 활동 실시 전보다는 인종편견이 다소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는 아니었다. 이는 비교집단의 유아들도 실험집단의 유아들과 똑같은 그림책을 사용한 때문
이라고 보여 진다.
실험집단의 다문화 그림책 읽어주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었지만,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함께
제시한 방식이 실제 다문화 가정의 생활 속에서의 삶의 모습을 직접 보여줌으로 인해 잠깐 머
물다 가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웃이라는 느낌을 준 것으로 보여 진다.
영상매체를 통해 다문화 가정생활상, 인권이나 다름을 인정하는 측면이 드러난 동영상 자료,
애니메이션, 광고를 접하면서 다문화 그림책의 주인공에 대해 다시 상기 시키고 영상자료와 연
결시켜 회상하게 하는 접근법이 유아들의 생각에 변화를 준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문화 가정
엄마와의 직접 만남과 체험놀이도 인종 편견을 줄이는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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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다문화 인성교육을 실시한 우민정, 이은영(2013)의
연구에서도 대중매체를 통한 간접경험과 더불어 직접경험이 제공되어야 다문화 태도의 변화를
더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하면서 직접경험의 중요함을 강조한 부분을 의미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아의 인종에 대한 편견의 하위 영역인 외모, 놀이 상대 선택, 신체 능력, 계층, 도움을 주
는 친구 선택 5개 영역 모두에서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비교집단의 유아들보다 편견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인종 편견의 하위 영역 중에서도 ‘도움을 주는 친구를 선택’하는 영역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대중매체에서 방영한 다문화 영상자료들 중에서도 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와 함께 소소한 일상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매체를 선택해
서 보여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KBS ‘러브인 아시아’(우싸는 이쁘다)에
방송된 내용을 10분으로 재편집하여 실험집단 유아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주인공인 우싸가 직
접 유치원을 방문할 것이라고 하여 유아들에게 기대감을 갖게 한 점과 우싸를 맞을 준비를 하
는 과정 중에 교사와 함께한 연관활동, 우싸가 와서 들려준 자녀들의 이야기들이 도움을 주는
친구선택 부분에서 피부색으로 인한 편견을 갖지 않게 하는데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문화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활동이 유아의 인종편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본 김지선
(2008)의 연구에서도 놀이상대, 외미, 능력, 계층, 도움을 주는 친구의 인종편견이 감소하였으
며, 신현경(2007), 이지연(2011)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실험집단 유아의 경우 사전검사에서는 흑인보다 황인이나 백인을 더 선호하였으나 다
문화 그림책과 다문화 영상매체를 접하고 피부색이 짙은 태국출신 엄마와의 만남과 체험놀이
를 함께한 경험으로 인해 인종 편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추측된다.
비교집단의 유아들도 다문화 그림책을 읽어주는 경험을 하였지만 상호작용이나 연관활동에
서 실험집단과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하였다. 교사가 그림책을 읽어 줄 때에도 유아와 생각나
누기나 이야기 식으로 풀어서 읽어주는 방식보다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 주고 미술활동이
나 만들기에 집중한 점과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하는 학습지 활동은 그 나라의 의식주나 가옥,
화폐, 국기 등을 익히게 하는 활동으로 인종 편견을 줄이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문화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은 전체적으로 인종편견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역할놀이중심의 다문화 활동으로 인종편견 감소를 본 황선이(2013)의 연구에서도 다
문화 인형을 사용한 점이 외모나 친구 선택에서 편견감소가 많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
종편견 감소를 위해서는 그림책만 사용하기보다는 다문화 인형, 다문화 영상매체, 다문화 가정
엄마와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체험을 통한 직접 경험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 지며 이는 영
상매체가 다문화 교육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섭(2011)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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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 및 인종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실험집단을 대상으로는 다문화 그림책과 영
상매체를 활용하여 다문화 교육활동을 하고, 비교집단에게는 다문화 그림책과 학습지 활동을
한 후 사전, 사후 검사를 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그림책과 영상매체
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다문화 인식이나 인종편견 모
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다문화 교육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으며
주로 그림책을 통해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다 덧붙여서 다문화 가정의 생활상을 다룬
다문화 영상매체를 접하게 한 부분과 영상에서 본 다문화 가정의 주인공이 직접 유치원을 방
문하여 유아들과 이야기나누기시간에 자신의 모국에 대한 이야기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고 놀잇감을 가지고 함께 게임도 하는 등의 직접 체험 경험을 강조하는 활동 구상이 다
문화 교육 방법으로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체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이 유아의 다문화 인식이나
인종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대도시의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실험하였기
에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환경적 배경을 가진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16회기라는 비교적 짧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연령도 다양한 연령 대상으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림책과 영상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활동을 구상하면서 실제다문화 가정 생활상의 모
습이 반영된 영상매체를 보여주길 원했으나 방영시간이 길어서 손쉽게 사용하기 힘든 점이 있
었으며, 초등학생용 영상매체가 대부분이고 유아용으로 제작된 영상매체가 부족하여 앞으로 유
아를 위한 다양한 다문화 영상매체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유아들이 인종이나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현장과 가정을 연결하는 가정 연계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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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and Visual
Media on th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Racial Prejudice in Young Children
Yoo, Hyang-S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multicultural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and visual media on the multicultural awareness and racial prejudice in young children. The
research questions for this study are as follows: (1) how do the multicultural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and visual media affect the multicultural awareness of young children and (2) how do the
multicultural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and visual media affect the racial prejudice of young
children?
A sample of 45 preschoolers, 7 years of age was observed for 8 weeks. During the experiment,
the control group had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and worksheets, while the experiment group
had multicultural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and visual media. In addition, pre and post test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multicultural awareness and racial prejudice.
T-test, frequency analysis and covariate analysis were done to gauge the effect of the treatment in
the experiment.
The results show that (1) multicultural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and visual media had higher
scores in the multicultural awareness of young children followed by matching results in the
subordinate variables and (2) multicultural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and visual media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 reduction of the racial prejudice.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multicultural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and visual
media, as multicultural education, are effective methods of empowering multicultural awareness in
young children as well as reducing racial preju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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