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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

허   미   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실과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효 심

본 연구의 목적은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

생들의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

치도 제주시 소재 J초등학교 3학년 학생 25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고, 같

은 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다른 학급 25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

집단에는 2018년 3월 26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총 6주에 걸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하였고, 비교집단에는 학급교육과정에 의한 일반적인 교과수업을 하였다. 다문

화 태도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실험집단에는 실과 가정생

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후검사를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 이용하여 t 검증을 하였

으며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또한 실험집단 학생들의 생각과 태도의 변

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사의 행동관찰, 학생의 소감문 등의 질적 자료도 분석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다문화 태도 점수를 비교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다

문화 태도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요소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따라서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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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사

전·사후 다문화 태도 점수를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다문화 태도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요소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반면에 비교집단의 사

전·사후 다문화 태도 점수를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다문화 태도는 물론 하위 

구성요소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실과 가정생활 분

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셋째, 학생들의 행동관찰과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며 편견을 깨고 서로 더불어 살

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태도, 실과 가정생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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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제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삶의 전 영역에서 세계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사회적, 경제적 관

계가 국경을 넘어 세계로 확대되면서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와 북한 이탈 주

민의 유입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의 증가 속도 또한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180,498명으로 2016년 2,049,411명 대비 

6.4% 증가(최근 5년간 연평균 8.5% 증가)하여 200만 명을 넘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는 다문화가 기본이 되는 사회가 되었다(통계청 국가지표

체계, 2017).   

  다문화 연구의 추세를 살펴보면 연구의 대상이 유아에서 점차 초·중·고등

학생으로 확대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의 초기에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나이

가 어리기 때문에 유아 대상의 연구가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는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122,212명으로 전년(109,387

명) 대비 12,825명(11.7% 증가)하여 ‘12년 조사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약 76%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

기본통계, 2018). 이를 통해 초등학생 대상의 다문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은 2007 개정교육과정부터 재량 활동 시간에 포함시켜 본격적으

로 도입되었으며 도덕, 사회, 국어 등 다른 교과도 다문화 교육 내용을 점차 확

대하였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정경미, 2009; 안재선, 2001; 조화

연, 2003; 이기숙 외 2명, 2001)의 결과를 살펴보면 문학, 동영상, 음악, 미술, 

요리 등을 매개로 한 활동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

가 높았으며 다른 문화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실과 교

과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는 연구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과 의생활 영역에 한정된 연구가 몇 편 있을 뿐 

가정생활 분야 전반에 관한 다문화 교육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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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분야의 활동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나 의복을 손

질하는 방법,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흥미롭고 자연스러운 다양한 

문화 개념을 형성시켜 주며 훌륭한 동기유발 수단을 제공해 준다. 그러므로 현

재 다문화 행사나 교육에 반드시 포함된 나라별 단순한 조리나 시식 혹은 전통 

의상 입어보기를 넘어 그 나라의 문화와 연계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다문화

에 대한 사고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훌륭한 교육적 제재가 될 것이다. 그러므

로 생활교과인 실과의 가정생활 분야에서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적·방법적인 연구와 실천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과 가정생활 분야와 관련하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이를 일반 초등학생들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

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효과적인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그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 내용

  이 연구는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

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것으로서, 연구 내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한다.

 둘째,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셋째,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초등학생의 다

문화 태도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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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어의 정의

가. 초등 실과 교과에서의 가정생활 분야

  2015 개정 실과교육과정은 인간 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 자원 관리와 

자립 영역으로 구성된 가정생활 분야와 기술 시스템, 기술 활용 영역으로 구성

된 기술의 세계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교육부, 2015). 

  본 연구에서 가정생활 분야는 의식주 생활 수행에 필요한 실천 역량을 갖추

어 창의적인 가정생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문화를 핵심 개념으

로 하는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을 중심으로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 자원 관리

와 자립 영역을 포함한 분야이다.   

 

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란 실과 가정

생활 분야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들이 다른 나라의 각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태도를 향상시키는 목적을 두

고 연구자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다. 다문화 태도

  본 연구에서 다문화 태도란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

며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태도를 뜻하며, 김동한

(2015)이 개발한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로 구성된 검사 도구에 반응한 

점수와 학생들의 행동 관찰 및 소감문을 통해 수집, 분석한 결과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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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제주시 소재 J초등학교 3학년 학급 25명을 실험집단으로 같은 학

교 다른 3학년 25명을 비교집단으로 실시하였다. 학생 수가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 모두 25명씩에 불과하므로 이는 초등학생 전체 집단의 대표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대하여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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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태도

  다문화 태도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태도 또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태도

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며, 다문화 태도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다

른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 감정 및 행동의 경향성을 의미한다(조중금, 

2011). 다문화 태도를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문화의 다

양성을 인정하며 다른 문화를 수용하려는 태도라 정의할 수 있다(김준영, 

2012).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춰야할 역량으로서 다양

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다문화 사회에 일관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태도가 높다는 것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성을 보

이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강혜정, 2012).

  다문화 관련해 여러 연구에서 다문화 태도는 다문화 인식(장윤정, 2012), 다

문화 감수성(정윤희, 2013), 다문화 수용성(안지애, 2013), 다문화 효능감(김

영인, 2011) 등과 같은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관련 

개념들의 공통점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편견을 해소하여 다른 문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닌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태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는 다양하다. 다

문화 태도의 구성요소를 개방성, 수용성, 융통성 영역으로 볼 수 있다. 개방성

이란 다른 문화나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성향

으로 지적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이며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인지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이다. 수용성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다른 인종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

을 받아들이는 수용의 정도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들이 서

로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상호 존중을 꾀하는 태도이다. 

마지막으로 융통성은 세계사회의 구성원으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과 자



- 6 -

세를 가지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한다(황정미 외, 2007; 정희정, 

2018). 한편 다문화 태도는 인지적 요소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정의적 요소로는 다른 문화를 대하는 사

회적 거리감이나 거부감의 정도, 행동적 요소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차별

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이나 적극적인 태도로 구분하기도 한다(박윤경, 2007). 

이를 앞서 파악한 개념의 구성 요소, 즉 개방성, 수용성, 융통성과의 관계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방성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화가 공존함을 인지하

고 다른 문화에 대해 호기심과 관심을 두는 성향으로 개념의 구성 요소 중 인

지적 요소와 일치한다. 수용성은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깨

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려는 성향을 의미하며 정의적 요소와 관련이 깊다. 또한 

융통성은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외국인을 

보면 도와주고 싶다’와 같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를 행동으로 옮기려는 

성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행동적 요소와 통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다문화 태

도의 구성 요소를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분을 하거나, 개

방성, 수용성, 융통성으로 나누는 것은 단지 용어의 차이일 뿐 두 가지 구분 모

두 유사한 의미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 태도를 정의하면 ‘다문화 태도란 다른 인종

과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공

감하며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변

화 가능성이 크고 편견이 아직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 시기에 다른 

나라의 전통 음식, 전통 가옥, 전통 의상을 이해하며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위

주의 다문화 교육 활동은 다른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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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문화 교육

 

가. 다문화 교육의 개념

  ‘다문화’라는 용어는 처음 1957년 스위스를 기술할 때 사용되었으나 관심

을 끌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다문화는 ‘많을 다(多)’자에 

‘문화(文化)’라는 말이 붙어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라는 뜻으로 다문화 

가정, 다문화 국가,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와 결합하여 쓰이고 

있다. 다문화 사회란 한 국가나 한 사회 속에 다른 인종·민족·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가 함께 존재하는 사회를 말한다(다음 백과). 이러한 다문화 

사회는 정보화 사회, 지구촌 등으로 표현되는 21세기의 다양한 모습 중 하나이

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동안 단일민족과 혈통을 강조했던 사회라는 점에서 다

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한 대응의 하나로 대

두된 것이 다문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다양한 문화, 민족, 성, 그리고 사회계층과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얻고 긍정적인 문화교류 태도와 인식 그리고 행동

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가진 교육’이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다문화 교육에 

대표적 학자로 알려진 Banks(2008)는 다문화 교육을 교육 철학이자 교육개혁

운동으로 보고 교육기관의 구조를 바꾸어 모든 학생에게 성별이나 사회적 계

층,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특성과 상관없이 학교에서 학습을 위한 동등한 기회

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했다. 다문화 교육은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평등을 전제로 두고 개인의 존엄성과 발전 가능성을 추구하

는 교육이라고 했다. Parekh(2006)은 다문화 교육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감, 감수성을 증진하고 나아가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판단 

및 자아비판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하였다. 이에 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

든 소수 집단 뿐만 아니라 주류집단까지 교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

다. 장인실(2003)은 다문화 교육을 인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집단에 속해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상호 이해와 평등 관계를 중시하고 민족, 사회적 지

위, 성별, 종교, 이념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집단의 문화를 동등하게 가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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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인식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속해있지 않은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

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지식, 태도, 가치 교육을 제

공하는 것을 다문화 교육이라 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이 개념은 다양한 문화, 인종, 성, 계층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다양한 문화집단의 사람들

과 상호이해와 평등 관계를 중시하는 지식, 태도, 가치를 습득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교육의 범위는 한 국가나 사회 안에 존재하는 주류문화뿐

만 아니라 다양한 하위문화까지 포함하고, 이를 위해 다수와 소수집단을 포함

한 모든 교육대상자에게 동등한 교육적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다문화 교육의 목표

  다문화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많은 학자가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먼

저 Banks(2008)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다문

화 교육은 자신의 문화를 다른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 교육은 문화적, 민족적, 언어적 대안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

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로 인하여 일어날 마찰과 충돌

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다문화 교육은 소수민족집단이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소수민족들

이 주류 사회의 문화에 동화하려고 자신의 문화를 거부하는 과정을 겪지만, 피

부색이 지닌 한계 때문에 완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와 정

체성의 혼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이 다문화 사회

에서 요구하는 지식, 기능, 태도와 더불어 다양한 읽기, 쓰기, 수리적 능력을 습

득하도록 도와야 한다. 

  Bennett(2009)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

키기, 문화 인식을 강화하기, 간문화적 역량 강화하기, 인종 차별, 성차별, 차별

과 편견에 맞서기, 역동적인 세계와 지구에 대한 인식 발전시키기, 사회 행동 

능력 훈련하기와 같이 여섯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Sleeter& Grant(2002)는 교육적인 기회를 강조하며 교육 그 자체가 다문화 

교육이 되어야 하므로 성, 사회 계층, 민족, 인종, 문화 특성과 상관없이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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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등하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외 다문화 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민족, 인종, 계층, 문화 집단의 학생들에

게 차별 없이 균등한 교육적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보편적인 

교육의 목적에 맞으며 사회 전체의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유

의연, 2013).

  여러 학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생각하여 볼 때, 다문화 교육 목표는 다수를 

위한 교육으로 누구나 차별받지 않는 평등교육을 지향하며 서로의 문화에 대해 

긍정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며 다문화 사회에 맞게 비판적 인식을 

길러 사회 행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다문화 

교육을 통해 편견을 감소시켜 사회 갈등을 줄이고 차별적인 사회의 여러 양상

을 개선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의 내용은 다양한 문화, 가치, 생활양식과 

행동 등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봄으로써 함께 노력하

고 협력하는 태도와 행동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문화 교육의 내용 구성을 위해서는 지식, 기능, 태도, 정서 등 여러 가지 영역

을 아우를 필요가 있으며, 다뤄야 하는 내용도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

고 있다. 구정화 외(2009)는 다문화 교육의 내용 요소로 문화, 협력, 반편견, 

정체성, 다양성과 같이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표Ⅱ-1> 다문화 교육 내용 요소 

요소 교육 내용 영역

문화

- 각 문화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의 특징 알기

- 각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존중심 기르기

- 문화 간 긍정적 태도 발달시키기

지식, 이해

가치, 태도

협력 -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 및 협동 능력 증진하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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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계속

반편견
-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비판적 사고 형성하기

-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기르기

지식, 이해

가치, 태도, 

기능

정체성
- 긍정적 개념 기르기

- 정체감 및 집단 정체감 형성하기
가치, 태도

평등성
- 국가, 민족, 성, 능력, 계층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가지기

- 인간이 평등하다는 가치 형성하기

지식, 이해

가치, 태도

다양성
-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존재 인정하기

-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 갖기

지식, 태도, 

기능

주. 출처 다문화교육 이해 (pp215~216). 구정화 외 저. 2009. 서울: 동문사.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 교육의 교육 내용은 각 문화에 대한 이해

를 높이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

도록 하는 데 있다.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양식을 이해해야 하는데, 생활양식은 의(衣)․식(食)․주(住)를 근간으로 이루

어진다. 본 연구자는 실과 교과 교육 분야 중 의식주 생활문화를 핵심 개념으

로 하는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 자원 관리와 자립 영역

을 포함한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12차

시의 프로그램 속에 다문화 교육 내용 체계의 각각의 항목이 골고루 들어가도

록 하였으며 특히 문화와 반편견, 다양성 항목에 중점을 두었다.

 4. 선행 연구 분석 

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연구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는 국어와 사회, 음악, 체육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 대상의 연령대가 초등학교 중학년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 

  동화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 태도(개방성, 수용성, 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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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4개월 뒤의 지속성 검사에서 다문화 태도의 하

위 영역인 개방성이 지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민경숙, 2010). 

  박성희(2010)의 연구는 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다문화 개념 요소를 추

출하여 관련 그림책을 선정한 후, 그림책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5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전과 비교해 볼 때, 다문

화 인식 점수가 의미 있게 향상되었으며 다문화 수용성, 존중성, 개방성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하경애(2010)는 초등학교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인식 정도와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를 제공

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별, 외국 문화 

접촉, 미디어 속 다문화 가정 경험, 다문화 가정 접촉, 그리고 다문화 교육 경

험 등이 있다고 하였다. 성별에 따라 다문화 인식은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특히 여학생의 다문화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과의 접촉 

기간이 길수록 다문화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 외국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 집단

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 모두 높은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행동적 영역

에서 매우 높은 반응을 보였다. 미디어(인터넷, 방송, 신문, 영화)를 통한 다문

화 경험이 있는 집단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를 볼 때 수업을 통해 경험

한 다문화 가정 관련 다큐멘터리가 학생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친척 중 다문화 가정이 있는 경우와 다문화 교육 경험이 많을수

록 다문화 인식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교육 연극을 통하여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학생에 대한 태도 변화를 연구하는

데, 프로그램 적용 후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의 변화 

정도는 크지 않으나, 사회 거리감과 인지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또

한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부모 출신국의 경제 수준이 낮은 학생들에 대한 긍정

적인 태도 변화를 많이 보였다(김서현, 2011).

  김기숙(2015)은 다문화 놀이를 활용한 초등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어린이들의 인식변화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

하여 4학년 2학기 음악 교과서의 내용과 세계 여러 나라의 놀이를 관련지어 음

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 결과 다문화 놀이를 활용한 초등음악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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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은 초등학생의 외국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생들의 문화상대주의적 의식이 향상되었으며 다른 나

라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다문화 놀이를 활용한 또 다른 연구로 아시아 8개국(한국, 중국, 일본, 베트

남, 필리핀, 인도, 방글라데시, 몽골) 20개의 전통놀이를 실행하여 초등학생의 

다문화 태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놀이를 경험하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길게 되어 다문화 태도 향상에 긍정

적인 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김동한, 2015).

  교실놀이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태도에 미치

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초등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교실놀이 속에 다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놀이에 사용되는 규칙이나 소통을 주제에 맞게 변형하여 다문

화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하였다. 그 결과 교실놀이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다문화 태도와 다문화 학생의 또래 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것이 검증되었다(정희정, 2018).  

  다문화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표Ⅱ-2>와 같다.

<표Ⅱ-2> 다문화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제목 대상  주요 내용

민경숙
(2010)

동화 활용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이해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4학년

동화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의 효과
는 다문화 이해 및 태도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박성희

(2010)

그림책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일반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

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5학년

그림책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

그램 적용 후 다문화 인식의 하위 요인

인 수용성, 존중성, 개방성 영역의 

점수가 모두 향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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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계속

하경애

(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초등학교

6학년

다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다문화 인식 종합에서는 외국인 

접촉 경험, 인지적 영역에서는 미디

어 경험, 정의적 영역에서는 외국인 

접촉 경험, 행동적 영역에서는 다문

화 교육 경험이 가장 영향을 미침.

김서현

(2011)

교육 연극이 다문화 가정 

학생에 대한 초등학생들

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초등학교

6학년

교육 연극 적용 후 다문화 학생의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의 변화 

정도는 크지 않으나 사회적 거리감과 

인지적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함. 

김기숙

(2014)

다문화 전통놀이를 활용한 

초등 음악 프로그램이 문

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 전통놀이를 활용한 초등 음

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결과 외국 문화 인식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침. 

김동한

(2015)

아시아 전통놀이를 활용

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태

도에 미치는 효과

초등학교

6학년

아시아 전통놀이를 경험하며 다른 나

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

를 기르게 되어 다문화 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정희정

(2018)

교실놀이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

생의 다문화 태도에 미

치는 영향

초등학교

3학년

교실놀이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

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태도 향상에 

있어 인지, 정의, 행동 세 가지 측면

에서 모두 효과가 있음.

위의 연구들은 학생들이 더욱 더 쉽고 구체적으로 다문화에 대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다문화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해 논의한 것이다. 다문화 교육을 

위한 소재로 활용된 것은 문학, 연극, 음악, 체육 등 이고, 이를 활용한 교육을 

했을 때 훌륭한 동기 유발 수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이 높았으며, 

적극적인 학습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문화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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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연구들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함과 동시에 자연

스럽게 다문화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평소에 관심이 있어 하는 

소재를 활용하고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즉, 다문화 교육은 단순히 이론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보다는 음악, 체육 교

과와 같이 체험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연극이나 

동화책 읽기, 전통놀이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은 학생들의 감각을 골고루 자극

하며 더불어 다른 나라의 풍습과 예절, 가치관, 자연환경, 사회문화적 배경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실과 교과도 실천·체험적인 교과의 특성을 살려 의식주 

생활 수행에 필요한 실천 역량을 갖추어 창의적인 가정생활 문화와 행복한 삶

을 위한 가족 간 관계에 필요한 가족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해 본다면 학

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나. 실과 가정생활 분야에 관한 연구 

  실과 의생활 영역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에게 적용한 후 다문화 인식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내

용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전통 의상, 전통 가옥, 기념일, 축제, 생활모습, 동물, 

다문화 가정 등 7가지 내용 요소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손바느질 및 디자인하기 

활동으로 8개의 학습 주제 총 16차시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다문화 인식의 개방성, 수용성, 존중성 등이 유의미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학생

들의 다문화적 능력이 함양되어 흥미와 만족감이 향상되었다(박지혜, 2010).

  실생활, 노작활동, 통합이라는 실과 고유의 특성이 결합한 직접적 실천을 통

한 다문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가정생활 영역의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초등

학교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7차시의 초등학교 실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현장 교사에 대한 조사 연구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정 보완된  

실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문화에 대

한 초등학생들의 소양을 함양하는데 적합할 것으로 평가되었다(허은영, 2011). 

  김준영(2012)은 실과 의생활 영역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초등학교 4학년에게 적용한 후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

다. 국제결혼의 주를 이루며 편견이 형성되기 쉬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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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소재로 손바느질 활동 뿐만 아니라 전통 의

상 디자인하기, 전통 모자와 신발 직접 착용해 보기, 국가에 대한 모둠별 조사 

및 발표, 인형극, 전통 문양 그리기 등의 12차시 활동을 한 결과 다문화 태도

의 하위 영역인 개방성, 수용성, 융통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 요소,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분석 및 학생들의 수준과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의생활 영

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활동의 주제와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차시별 주제를 8개로 구성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편견의 하위 영역인 가족 구성, 

성, 외모, 인종, 장애의 5개 영역의 편견을 감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다문화 태도의 하위 영역인 개방성, 수용성, 융통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고 검증되었다(김영심, 2014). 

  실과 가정생활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면 <표Ⅱ-3>과 같다.

<표Ⅱ-3> 실과 가정생활 분야에 대한 선행 연구

연구자

(연도)
연구제목 대상  주요 내용

박지혜

(2010)

실과 의생활 영역의 다

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

발 및 적용

초등학교

3학년 

실과 의생활 영역의 다문화 교육 프

로그램을 적용한 후 다문화 인식 변

화를 조사한 결과 다문화 인식(개방

성, 수용성, 존중성)의 향상에 효과

가 있었고 학생들의 다문화적 능력

이 함양되었으며 흥미와 만족감을 

나타냄.

허은영

(2011)

초등학교 실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정생활 영역 교육내

용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가정생활 영역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개발한 초등학교 실과 다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에 대

한 초등학생들의 소양을 함양하는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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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계속

김준영

(2012)

실과 의생활 영역을 활

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

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

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

초등학교

4학년

실과 의생활 영역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다문

화 태도 하위 영역인 개방성, 수용

성, 융통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김영심

(2014)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

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

램의 효과 분석

초등학교

6학년

의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개발된 창

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다문화 교

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편견 

감소와 다문화 태도의 긍정적인 변

화에 효과가 있음. 

  위의 연구들을 통해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학생

들의 태도와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가정생활 분야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 중 의생활 위주로 이루어져 전반

적인 가정생활 분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좀 더 넓은 영

역의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적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른 문화를 긍정적으로 수

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길러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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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의 J초등학교 3학년 1개 학급 25

명을 실험집단으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다른 학급 25명을 비교집단

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성현황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의 구성 현황                                         단위 : 명

             구분

집단

성별
총인원

남 여

실험집단

(J초 3학년)
12 13 25

비교집단

(J초 3학년)
10 15 25

계 22 28 50

 2.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

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실

험집단에만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은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

로그램이고 종속변인은 다문화 태도이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사전검사

인 다문화 태도 측정검사를 한 후, 실험집단에는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비교집단에는 학급교육과정에 의한 다문화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수업을 하였다. 실험 처치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로 사후 검사를 하였다.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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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방안을 간단히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그림 Ⅲ-1]과 같다.

()   
()   

()=실험집단, ()=비교집단

=사전 다문화 태도 검사, =사후 다문화 태도 검사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 교육과정 프로그램

주. ()=인택그룹(intac group)

<그림 Ⅲ-1> 연구의 설계

[그림 Ⅲ-1]에서 보듯이 우선 본 연구자가 재직 중인 학교의 3학년 2개 

학급을 표집하여 학생들의 다문화 태도를 측정하는 사전검사를 하였다. 그리

고 1개 학급 25명의 학생에게는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

그램을 실시하였고, 다른 1개 학급 25명의 학생에게는 다문화와 관련이 없

는 일반적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실시 후 

학생들의 다문화 태도 측정을 위한 사후검사를 실시했다. 그리하여 실과 가

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의 사후검사 결

과와 사전검사 결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t 검증하였다. 

또 사후검사와 앞서 사전검사의 다문화 태도 하위 항목 산술 평균치 간의 차

이를 실험집단별로 산출해서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을 받은 실험집단의 산술 평균치 간의 차이가 다문화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받은 비교집단의 산술 평균치 간의 차이보다 통계적 유

의미한 차가 크면 두 번째 연구내용이 입증되는 것으로 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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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동한(2015)

이 개발한 다문화 태도 측정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또한 양적 분석 결과가 갖

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안 학생들의 행동을 교사

가 관찰하여 관찰일지를 작성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 학생들에게 소감문을 쓰

게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가. 다문화 태도 측정 검사지

  본 검사지는 초등학생의 다문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다문화 태도를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인지적 요소는 사회의 

인종 및 민족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 정의

적 요소는 다른 문화를 대하는 사회적 거리감과 거부감의 정도를 의미하고 행

동적 요소는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과 학습의 의지와 차별과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본 검사지는 영역별 주요 요소에 따라 총 30

문항으로 인지적 요소 10문항, 정의적 요소 10문항, 행동적 요소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문항은 Likert식 5단계 평정척도 방식에 따라 점수화하였으

며, 부정형 항목은 반대로 계산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

였다. 

나.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사

  김동한(2015)이 계발한 다문화 태도 측정 검사지는 전체 신뢰도 Cronbach 

계수가 .898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

가 다문화 태도 측정 검사지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검사 문항의 전체 

신뢰도 Cronbach 계수는 .881, 요소별 Cronbach 계수는 .664 ~ .766 범

위로 나타났다. 문항의 요소별 구성은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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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다문화 태도 측정 검사지의 구성 요소 및 내용

영역 구성 요소 문항 번호
문항수

(점수)
신뢰도

다문화

태도

인지적 요소 1, 4, 7, 10, 13, 16, 19, 22, 25, 28 10(50) .691

정의적 요소 2, 5, 8, 11, 14, 17, 20, 23, 26, 29 10(50) .664

행동적 요소 3, 6, 9, 12, 15, 18, 21, 24, 27, 30 10(50) .766

전체 30(150) .881

주. 부정적 문항 : 인지-10, 19, 25, 정의-2, 8, 행동-9

 4.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구성 원칙

  이 연구는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

문화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다

음과 같은 구성 원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첫째,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실과 가정생활 분야 영역인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 자원 관리와 자립 영역을 포함했으며 특히 의식

주 중심의 생활문화를 핵심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둘째,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 국가의 의·

식·주뿐만 아니라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교육내용의 소재가 되는 국가는 특정 국가에 한정 짓지 않고 세계 여

러 나라를 대상으로 하였다. 

  넷째, 다문화 몸 글자 만들기, 전통 가옥 입체 퍼즐 만들기, 국가의 음식 문

화에 대한 모둠별 조사 및 발표, 인형극 등 다양한 활동을 혼합하여 가정생활 

문화와 다문화에 대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다섯째, 양적 통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험집단 학생에 대한 교사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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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관찰 및 학생들이 작성한 소감문 등을 통하여 개인의 내적 변화와 반응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도 병행하였다. 

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선정 및 활동 내용

  이 연구에서 사용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초안을 작성하여 실과 전공 교

수 및 대학원생, 현직 초등 교사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받아 차시당 

40분을 기준으로 총 12차시로 구성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2018년 3월 26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총 6주간 진행되었다.

 차시별 프로그램의 주제와 활동내용은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실과 가정생활 분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주제와 활동 내용

가정생활 

분야 

차

시
학습 주제 활동 내용

인간발달과

가족

1

다양한

 가족의 

모습

- 다양한 가족의 모습 알아보기

- 가족이 만들어 지는 과정 알아보기

- 다른 모습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 생각하기

-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2

~

3

다문화 가정 

이해

-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깨닫기

- 다문화 가정에 대해 알아보기

- 다문화 삼행시 짓기

- 다문화 몸 글자 만들기

가정생활과 

안전

4

~

5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

- 자연환경이나 기후, 종교와 의복의 관계성 알기

-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 알아보기

-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 디자인하기

- 세계 전통 의상 열쇠고리 인형 만들기

6
우리 모두 

한국인

-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인형극 대본 쓰기

- 열쇠고리 인형을 이용하여 인형극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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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계속

가정생활과 

안전

7

세계 여러 

나라의 

식생활 문화

-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적 음식 알아보기

- 각 나라마다 음식이 서로 다른 까닭 알아보기

- 각 나라의 기본적 식사예절 알아보기

- 우리와 관계가 깊은 나라들의 기본적인 식사예절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하기

8

다문화국가 

음식문화 

이해

- 다문화국가의 음식문화에 대한 생각나누기

- 다문화국가의 음식문화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계획 

세우기

9

~

10

다문화국가 

음식문화 

알리기

-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홍보자료 만들기

- 홍보자료 발표하기

-‘음식 문화 왕’모둠 선정하기

11

~

12

세계 여러

나라의 

주생활 문화

-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집 형태 살펴보기

-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가옥 입체 퍼즐 만들기

- 자연환경과 가옥의 형태의 관계 알아보기

- 내가 만든 집 소개하는 글 쓰기

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활동 과정안

  실과 가정생활 분야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작성한 

과정안의 예시는 <표 Ⅲ-4>와 같다(부록2 참조).

<표 Ⅲ-4> 실과 가정생활 분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과정안

가정생활
분야 가정생활과 안전 대상 3학년

학습주제 다문화 가정 이해하기 차시 2~3/12

학습목표

∙ 다문화 가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다문화 가정과 친구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다문화’ 몸 글자를 만들 수 있다.

학습자료 다문화 관련 도서, 활동지, 파워포인트, 실물화상기, A4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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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하기

∙‘온 세상 사람들(피터 스피어 글・그림/비룡소)’ 

그림책 읽기

학습 문제 제시하기

∙다문화 가정에 대해 알아보고, ‘다문화’ 몸 

글자를 만들어 봅시다.

5 다문화도서

(온 세상 사람들)

전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깨닫기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

는 친구들은 발표해 봅시다.

∙다문화 가정 친구들에게 갖고 있던 나의 편견

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 알아보기

∙의미, 유형, 특징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문화’ 3행시 짓기

∙다문화 가정에 대해 나누어 본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 3행시를 지어 봅시다.

‘다문화’ 몸 글자 만들기

∙모둠을 3모둠으로 구성한 후 ‘다문화’ 글자 중 

한 글자를 모둠별로 각각 선택합시다.

∙모둠원과 의논하며 선택한 글자를 모둠 구성원

이 모두 참여하여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

고 글자를 만들어 봅시다.

70

※자문화중심

적인 태도가 

있음을 자연

스럽게 인정

하도록 한다.

파워포인트

 (다문화 가정)

활동지1

활동지2

실물화상기

A4 용지

정리

소감 나누기

∙‘다문화’로 몸 글자를 만들어 본 소감을 발표

해 봅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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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처치

가. 사전 검사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의 J초등학교 3학년 1개 학급 25명을 실험집단

으로, 다른 1개 학급 25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2018년 3월 다문화 태도 

측정을 위한 사전 검사를 하였다. 두 집단 모두 다문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통하여 집단의 동질성 분석을 

하였다. 이 검사 결과 두 집단은 동일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과 가정생활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실험집단 25명을 대상으로 2018

년 3월 26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6주간 진행하였다. 차시별 40분을 기준

으로 총 12차시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운영하였다. 실험집단에서 실과 가정생활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동안 비교집단은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에게서 다문화와 관련 없는 학교와 학급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활동 지도를 받았다.

다. 사후 검사 실시

  실과 가정생활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 때 사용했던 검사지를 사용하여 다문화 태도에 대한 검사를 

하였다.

 6. 자료의 수집

가. 양적 자료의 수집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에 12차시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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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지는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나. 질적 자료의 수집

  초등학생의 다문화 태도를 측정하면서 검사지만으로는 사고나 태도의 변화 모

습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양적 자료 분석이 갖는 한계점을 보완

하고 학생들의 사고와 태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1) 학생 행동 관찰과 관찰 일지 작성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변화 모습이나 특이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중 학생들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쉬는 시간이나 그 외의 시간에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연

관하여 나타나는 학생들의 모습들을 기록하여 관찰일지로 작성하였다.

2) 학생 소감문 작성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소감문을 작성하게 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느낀 소

감, 변화된 생각이나 행동 등에 대해 자료화하였다.

 7.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

문화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문화 태도를 측정하는 검사를 사전, 

사후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실시하였다.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

전검사 점수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증을 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후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의 사후검사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에 대하여 독립

표본 t 검증을 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다문화 태도 변화를 검증

하기 위하여 사전·사후검사 점수에 대하여 대응표본 t 검증을 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양적 자료 분석이 갖는 한계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활동 모습이나 말과 행동 등을 관찰하고 관찰일

지를 작성하고 학생들에게 활동에 대한 소감문을 토대로 질적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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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양적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

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다문

화 태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동질성 검증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사전검사를 통하여 동질집단인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집단 모두 다문화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로 사전검사를 하였으며 사전검

사 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을 하였다. 다문화 태도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사전 검사 검증 결과는 <표 Ⅳ-1>, <표 Ⅳ-2>, <표 Ⅳ-3>에 나타나 있다. 

<표 Ⅳ-3>를 살펴보면 표집 대상인 2개 학급의 다문화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문화 태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소인 인지적, 정의적, 행

동적 요소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두 집단은 동일한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종속변수　 집단 n M SD

다문화 태도

(전체)

실험집단 25 113.40 13.96424

비교집단 25 111.72 16.85111

<표 Ⅳ-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다문화 태도(전체) 검사 결과



- 27 -

종속변수　 집단 n M SD

다문화 

태도

하위

요소

인지적 태도

실험집단 25 36.84 4.972

비교집단 25 36.40 5.612

정의적 태도

실험집단 25 37.32 5.04744

비교집단 25 36.16 5.92087

행동적 태도

실험집단 25 39.64 5.27478

비교집단 25 38.92 7.13512

<표 Ⅳ-2>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다문화 태도(하위 요소) 검사 결과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증

MD SE t df p

다문화 태도 1.680 4.37703 .384 48 .703

다문화 

태도

하위

요소

인지적 태도 .440 1.50000 .293 48 .770

정의적 태도 1.160 1.55606 .745 48 .460

행동적 태도 .720 1.77464 .406 48 .687

<표 Ⅳ-3>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다문화 태도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결과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태도 변화에 미치

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에 대하여 독

립표본 t 검증을 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Ⅳ-4>, <표Ⅳ-5>, <표 Ⅳ-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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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4>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다문화 태도(전체) 검사 결과

종속변수　 집단 n M SD

다문화 태도

(전체)

실험집단 25 130.56 10.13690

비교집단 25 110.56 13.75403

<표Ⅳ-4>와 <표Ⅳ-6>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다문화 태도 검사 점수 전체

의 평균은 130.56점으로 비교집단의 평균 110.56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

계적 유의도는 .000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Ⅳ-5>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다문화 태도(하위 요소) 검사 결과

종속변수　 집단 n M SD

다문화 

태도

하위

요소

인지적 태도
실험집단 25 42.64 4.23163

비교집단 25 35.88 4.94402

정의적 태도
실험집단 25 42.24 4.12593

비교집단 25 36.36 4.53578

행동적 태도
실험집단 25 45.68 3.56745

비교집단 25 38.32 5.97020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 검증

MD SE t df p

다문화 태도 20.00 3.41719 5.853 48 .000***

다문화 

태도

하위

요소

인지적 태도 6.76 1.30154 5.194 48 .000***

정의적 태도 5.88 1.22632 4.795 48 .000***

행동적 태도 7.36 1.39097 5.291 48 .000***

<표 Ⅳ-6>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다문화 태도 독립표본 t 검증 결과

주.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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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5>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다문화 태도의 하위요소별 검사 결과

를 살펴보면 인지적 요소의 경우 실험집단의 평균점수는 42.64점으로 비교집

단의 평균점수 35.88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도는 .000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정의적 요소의 경우 실험집단의 평

균점수는 42.24점으로 비교집단의 평균점수 36.36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 유의도도 .000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행동적 

요소의 경우에도 실험집단의 평균점수는 45.68점으로 비교집단의 평균점수 

37.92점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 유의도는 .000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검사 검증 결과,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

화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전반적인 다문화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다문화 태도 하위요소인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에서도 모

두 효과가 있었다.

다. 실험집단의 다문화 태도 사전·사후검사 비교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실험집단의 다문화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에 대

하여 대응변인 t 검증을 하였다. 검증 결과는 <표Ⅳ-7>, <표 Ⅳ-8>과 같다.

<표Ⅳ-7> 실험집단의 다문화 태도(전체) 사전·사후검사 결과

종속변수　  n M SD t p

다문화 태도

(전체)

사전검사 25 113.40 13.96424

-7.902 .000***

사후검사 25 130.56 10.13690

주. ***p<.001

  실험집단의 전체적인 다문화 태도에 대한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30.56점으

로 사전검사 점수 평균 113.40점에 비하여 17.16점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 유

의도는 .000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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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8> 실험집단의 다문화 태도(하위 요소) 사전·사후검사 결과

종속변수　  n M SD t p

다문화 

태도

하위

요소

인지적 태도
사전검사 25 36.84 4.97200

-4.609 .000***

사후검사 25 42.64 4.23163

정의적 태도
사전검사 25 37.32 5.04744

-4.945 .000***

사후검사 25 42.24 4.12593

행동적 태도
사전검사 25 39.64 5.27478

-6.280 .000***

사후검사 25 45.68 3.56745

주. ***p<.001

다문화 태도의 하위요소별 평균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인지적 요소의 사후

검사 점수는 42.64점으로 사전검사 점수 36.84점보다 평균 점수가 5.8점이 상

승하였으며, 통계적 유의도는 .000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었다. 정의적 요소의 사후검사 점수는 42.24점으로 사전검사 점수 37.32점보

다 4.92점 상승하였으며, 통계적 유의도는 .000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행동적 요소의 사후검사 점수는 45.68점으로 사전검사 점수 

39.64점보다 6.04점 상승하였고, 통계적 유의도는 .000로 p<.001 수준에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실험집단의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하여 검증한 결과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

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 태도의 전반적인 향상과 함께 다문화 태도

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비교집단의 다문화 태도 사전·사후 비교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다문화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에 대하

여 대응변인 t 검증을 하였다. 검증결과는 <표Ⅳ-9>, <표Ⅳ-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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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Ⅳ-9> 비교집단의 다문화 태도(전체) 사전․사후검사 결과

종속변수　  n M SD t p

다문화 태도

(전체)

사전검사 25 111.72 16.85111
.262 .796

사후검사 25 110.56 13.75403

비교집단의 다문화 태도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110.56점으로 사전검사 점수 

평균 111.72점에 비해 1.11점이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도는 .796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표Ⅳ-10> 비교집단의 다문화 태도(하위 요소) 사전․사후검사 결과

종속변수　  n M SD t p

다문화 

태도

하위

요소

인지적 태도
사전검사 25 36.40 5.612

.367 .717
사후검사 25 35.88 4.94402

정의적 태도
사전검사 25 36.16 5.92087

-.144 .887
사후검사 25 36.36 4.53578

행동적 태도
사전검사 25 38.92 7.13512

.305 .763
사후검사 25 38.32 5.97020

다문화 태도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인지적 요소의 경우 사후검사 점수 평

균은 35.88점으로 사전검사 점수 평균 36.64점에 비해 0.52점이 낮게 나타났

으며, 통계적 유의도는 .717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정의적 요소의 

경우에는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36.36점으로 사전검사 점수 평균 36.16점에 

비해 0.2점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도는 .887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05). 행동적 요소의 경우에도 사후검사 점수 평균은 38.32점으로 사전검

사 점수 평균 38.92점에 비해 0.6점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도는 .763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p>.05).

  비교집단의 사전·사후검사 비교 검증 결과 실험집단의 다문화 교육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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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적용하는 기간 학교·학급교육과정에 따른 교육 활동을 진행하였던 비교

집단의 경우 인지적 요소, 행동적 요소를 포함하여 다문화 태도 전반에 걸친 

점수가 낮아졌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있지 않았다. 정의적 요소의 

경우 사전검사보다 점수가 향상되었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 논의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검사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 간의 전반적인 다문화 태도 점수와 요소별 점수는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동질집단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비교집단

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전반적인 다문화 

태도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하위요소별로는 인지적 요

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의 전반적인 다문화 태도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가 프로그램을 실시하

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하여 향상되었다는 사실이 검증되었다.

  셋째,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전반적인 다문화 태도와 하위요소인 

인지적 요소, 정의적 요소, 행동적 요소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

가 있었다. 반면에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사전・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다문화 태도는 물론 하위 구성요

소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를 통해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전반적인 다문화 태도와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다문화 태도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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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김준영

(2012)이 실과 의생활 영역을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다문

화 태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학생들이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학생

들은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은 개방

성, 수용성, 융통성의 향상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전반적인 다문화 태도가 향상

되었음을 검증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 비교

해 볼 때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학생의 

다문화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질적 분석 결과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

과성 검증의 양적 분석 결과가 지닌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험집단에 다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업 태도, 활동 내용, 행동 

변화 등을 관찰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끝난 후  

차시별로 작성한 소감문을 통하여 다문화 태도의 변화 모습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교사의 행동 관찰 분석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의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행동 관찰 사례

  다음은 연구자가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관찰할 수 있었던 학생들의 행동 변화 모습의 사례이다.

<행동 관찰 : A 학생>

 화를 잘 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A 학생은 학기 초부터 수업 시간에는 

교사가 교과서를 준비하라는 말이 없으면 교과서도 없이 수업 시간에 앉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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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쉬는 시간에는 집에서 가지고 온 장난감(모형 총, 모형 칼)을 가지고 친

구들을 위협하듯 장난을 치며 놀이를 하는 날이 많았다. 특히 쉬는 시간에는 

위험한 장난으로 친구들과 싸움이 자주 일어났으며 잘못을 하고도 먼저 사과

를 하는 경우가 없었고 불리한 경우에는 입을 꾹 다물어 일절 말을 하지 않았

다. 모둠 활동을 할 때도 자신이 하고 싶은 역할을 하지 못하면 친구들의 활동

을 방해하였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첫 시간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고 

자신이 생각했던 다문화 학생에 대한 편견도 이야기하며 활동에 서서히 참여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활동을 

하면서는 연년생인 형이 자신을 공부도 못하고 이상한 행동만 한다고 싫어해

서 슬프다며 ‘가족이란 조금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해도 왜 그런

지 물어보고 마음을 이해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상담활동을 

통해 A 학생이 잘못을 했을 때 왜 그런지 물어보고 선생님도 A의 마음을 이

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자 평상시에 무표정만 지었던 A 학생이 눈물을 보였

다. 그 후 다문화 3행시를 잘 지어 친구들을 놀라게 하는 등 학습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였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12차시 이루어지는 동안 작성한 

A 학생의 소감문을 읽어 보면 다문화 가정의 친구의 마음과 자신이 괴롭혔던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표현이 많았고 다른 나라

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여전히 친구들과 

싸움은 하지만, 이제는 친구들에게 사과도 한다.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형태의 

위험한 행동은 하지만, 하지 않겠다고 약속 했던 위험한 행동은 다시 하지 않

는 모습을 보인다. 2학기 들어서는 친구들과 다투는 횟수도 줄어들고 모둠 활

동을 할 때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우기지 않으며 자신의 생각이

나 느낌을 표현하는 활동을 할 때는 솔직하면서도 감성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행동 관찰 : B 학생>

 자신의 소소한 이야기를 교사에게 서슴없이 하는 밝은 성격의 B 학생은 특히 

줄을 서는 위치나 교실 자리 배치가 우리 반 특수교육대상자 Z 학생과 가까워 

3월 초에 특수교육대상자인 Z 학생이 B 학생의 머리를 많이 잡아당겼다. 우리 

반 여학생 대부분이 겪었던 일이지만 밝게만 보였던 B 학생은 시간이 지날수

록 하루에 6번 이상 교사에서 와서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속상함을 이야기하였

다. 특수교육대상자 Z 학생이 그냥 만지기만 하면 좋은데 여학생들의 머리끈이 

풀릴 정도로 잡아당겨 특수교육대상자인 Z 학생에 대한 불만도 여학생들 사이

에서 점점 커져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징을 

반 학생들에게 이야기해도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강한 시기라 마음으로 이해하

지 못하였다. 또한 아무리 특수교육대상자인 Z 학생에게 하면 안 된다고 친구 

머리가 아프다고 말해도 그때 잠시 멈추고 다시 그러한 행동을 반복하여 교사

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다가 3월 말부터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문화 관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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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모둠 활동을 하면서 어설프지만, 친구들의 말이나 행동을 따라 하는 특수

교육대상자 Z 학생의 모습을 귀엽고 기특하게 B 학생이 느끼게 되면서 특수교

육대상자 Z 학생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특수교육대상자 Z 

학생의 친구 머리 잡아당기는 행동은 아직도 계속 되고 있지만, 가족과 교사, 

친구들의 노력으로 그 횟수는 줄어들고 있다. 지금은 특수교육대상자 Z 학생이 

B 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면 B 학생은 머리를 잡아당겨서 아프니까 하지 말라

고 특수교육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춰 몸짓을 활용하여 설명하며 달랜다. 또한 

모둠 활동을 할 때도 특수교육대상자 Z 학생이 못한다고 활동에서 빼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반복해서 설명한 후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간다. 

<행동 관찰 : C 학생>

 기초학습부진학생인 C 학생은 3학년임에도 3R‘S(읽기, 쓰기, 기초수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특히 국어과 읽기와 쓰기 영역 수준이 1학년 정도

인 학생이다. C 학생은 딸만 있는 집에 막내로 누나들하고는 나이 차이가 난

다. 맞벌이 가정으로 퇴근이 늦어 아이의 학교생활에는 거의 신경을 써 주지 

못하며,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 하기 싫다고 울기부터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

았다. 학기 초 부족한 학습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려고 해도 눈물부터 보여 교

사를 당황하게 했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은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

해 모든 활동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통의상 우드를 사인펜으로 색칠

을 꼼꼼하게 하고 열쇠고리에 연결을 쉽고 빠르게 하여 칭찬하였더니 공부하

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마지막 

활동 전통가옥 입체 퍼즐 맞추기 활동에서는 손이 야무져서 친구들이 어려워

하는 입체 퍼즐도 쉽게 맞추고, 끼우는 순서를 잘못하여 헤매고 있는 친구들에

게는 다가가 자신이 할 수 있다며 가르쳐 주기까지 했다. 프로그램이 진행 될

수록 세계 여러 나라의 의식주 문화가 친숙하게 다가와 3학년 2학기 사회과 

학습 이해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읽기, 쓰기, 기초수학 성

취도에는 큰 변화는 없어 외부 강사와 일대일 학습지도를 받고 있지만, 친구들

은 C 학생이 잘하는 것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고 C 학생도 자신감을 얻어 

교우관계가 넓어지고 원만해졌다. 

<행동 관찰 : D 학생>

 우리 반 독서왕 D 학생은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는 매우 우수한 학생이

다. 학급 반장의 역할도 성실하게 수행하는 전형적인 모범생이다. 친구들이 도

움을 요청하면 친절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해 해결해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유독 그리기, 만들기 활동에서 자신감이 부족하여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부족

하여 활동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다. 하지만 활동하다가 막혀

도 친구들의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의식하여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을 주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였다. 그러다가 다문화 교

육 프로그램 중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다른 친구들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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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나만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변화가 생겨 모둠 활동에서도 자신이 다 책임지

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내고 이제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도

움을 구하고 자신도 친구를 도와가며 모둠 활동 결과물을 완성해 나간다. 또한 

고민만 하다가 활동을 마무리하지 못했던 예전과는 달리 시간 내에 완성도 있

는 전통 의상 열쇠고리 결과물이 나온 후 입체 퍼즐 전통가옥을 만드는 활동

에도 높은 흥미와 집중력을 보이며 시간보다 빨리 결과물을 완성했다.

2) 행동 관찰 분석 결과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는 특별한 

호기심을 보이지 않았던 대부분의 학생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할수록 다른 나

라의 문화에 관심을 보이며 그동안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

견을 털어놓았다.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친구들의 마음

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친구들과 다투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혹여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3월 초 특수교육대상자가 친구들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만지는 돌발 행동을 보여 반 친구들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예민

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갈등을 일으켰으나, 3월 말부터 이루어진 프로

그램에 참여하면서 의사소통이 힘든 특수교육대상자에게도 먼저 다가가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의 눈높이의 맞게 의사소통을 하고 모든 활동을 함께 해 나가

려 했다.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전통의상 열쇠고리 인형 만들기, 입체 

퍼즐 전통가옥 만들기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꼈다. 학생들은 결과

물이 바로 나오는 만들기 활동에 높은 흥미와 집중력을 보였으며, 러시아의 전

통의상 ‘사라판’이나 말레이시아의 수상 가옥 등과 같은 낯선 문화를 접했을 

때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가 직접 다문화 의상 우드를 사인펜으로 색칠

하거나 전통가옥 입체 퍼즐을 맞추며 친숙하게 여기는 모습이 보였다.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개방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태도가 길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과 가정생활 분야의 다문화 교육 프

로그램은 학생들의 집중력, 문제해결력,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며 남을 

배려하는 태도, 친구와 협력하는 태도를 길러주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

고 수용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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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들의 소감문 분석

1) 차시별 학생 소감 사례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끝난 후 차시별로 학생들

에게 활동하면서 알게 된 점이나 자신의 생각, 느낌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다. 

다음은 학생들이 작성한 차시별 소감 사례이다.

<표Ⅳ-11> 차시별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생 소감

       [1차시] ‘다양한 가족의 모습’ 수업 후 소감

S1

다문화 가정인 친구들을 많이 이해하고 존중해 주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먼

저 다가가 친구가 되고 싶다.

S2

내용이 조금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지만,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가족이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S3

다양한 가족을 배우고 나서 내가 생각하는 가족에 관해 쓰려고 하니 더 어려

웠다.

S4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니 아빠와 같이 살았던 내가 가

장 행복했던 때의 기억이 났다.

       [2~3차시] ‘다문화 가정 이해하기’ 수업 후 소감

S5 다문화의 의미를 생각하며 3행시를 짓는 것이 어려웠지만 재미있었다.

S6

처음에는 어떻게 3행시를 쓸지 고민했는데 다문화 가정인 사람들이 겪는 어

려움을 생각하니 쓸 수 있었다. 빨리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완성한 3행

시를 읽어보니 뿌듯하다.

S7

처음에는 우리 팀들 모두 ‘문’ 글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따로따

로 해서 잘 안됐다. 그런데 한 명 두 명 서로 생각을 모으고 또 모아서 

‘문’ 글자를 몸으로 완성할 수 있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생각을 모으면 더 빨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S8

수업 시간에 장난만 치는 A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다문화 3행시는 잘 지어서 

놀랐다. 그리고 A는 못 할 거로 생각한 내가 부끄러웠다. 나는 A가 쓴 3행

시가 제일 마음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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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차시]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 알기’ 수업 후 소감

S1

나는 세상에서 우리나라 전통의상 한복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을 배우고 나니 러시아의 사라판, 중국의 파오, 몽골의 

델 등 우리나라 전통의상처럼 예쁘고 멋진 옷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인형 옷처럼 보이는 사라판은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S9

전통의상을 종이에 색칠만 해보다가 나무 조각에 색칠하니까 더 재미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전통의상을 하지 못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색

칠을 하고 열쇠고리로 완성된 영국 킬트 전통의상 열쇠고리를 보니까 기분

이 좋아졌다. 그리고 남자가 치마를 입는 나라 영국에 대해 궁금해졌다.

S10

세계의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이 다 너무나 예뻤다. 쓱싹쓱싹 러시아 전통의

상 사라판을 색칠하고 나니 지금 러시아에 가고 싶다. 러시아로 GO! GO!

S4

세계의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이 모두 다 아름다웠고, 세계에는 내가 모르는 

전통의상이 정말 많다는 걸 느꼈다. 어른이 되면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그 나라의 전통의상을 모두 다 꼭 입어보고 싶다.

       [6차시] ‘우리 모두 한국인’ 수업 후 소감

S11

역할극 대본을 못 지어낼 줄 알았는데 만들어 내서 나도 놀랐다. 모둠 친구

들과 역할극 연습을 하면서 대본도 술술 외워졌다. 그런데 앞에서 역할극을 

하면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다 까먹어 버렸다. 우리말인데도 긴장하니까 

까먹는데 다문화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 느낄 수 있었다.

S12

직접 전통의상 인형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인형극을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

고 재미있었다. 인형극 무대에서 인형을 움직이며 대사도 하니까 꼭 내가 주

인공이 된 느낌이 들었다. 열쇠고리 인형이어서 인형을 정면으로 향하게 하

며 움직이는 것이 좀 힘들었다.

S13

어떻게 대본을 쓸까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서 결국에는 등장인물의 이름

부터 정했다. 이름을 정하고 나니 조금씩 이야기가 떠올랐다. 시간은 지나는

데 친구들이 의견을 내지 않아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서로 싸우지 않고 대본

을 완성하고 역할극을 해서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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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

내가 1학년 때 길을 가다가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함께 나들이 가는 모

습을 보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는데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

하며 인형극 대본을 친구들과 만들면서 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7차시] ‘세계 여러 나라의 기본적인 식사예절 알기’ 수업 후 소감

S15

처음 맡은 역할은 웨이터였는데 내가 쑥스러워하자 친구가 역할을 바꿔 주

었다. 역할을 바꾸자 마음이 진정되었다. 역할을 바꾸어 준 친구가 고마웠다. 

역할극을 할 때 긴장이 되긴 했지만, 대사를 까먹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서 뿌듯했다. 다른 모둠 친구들의 역할극과 노가바도 재미있었다.

S16

세계 여러 나라의 식사예절을 노가바(노래 가사 바꾸기)로 할 때 가사를 어

떻게 바꿔야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었다.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며 활동하면

서 재미도 있었고 다른 나라의 식사예절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S5

활동하면서 친구들과 의견이 서로 의견이 달라 싸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

름대로 잘한 것 같다. 노래 가사를 바꾸는 데 아주 어려웠지만, 발표하고 친

구들이 박수를 쳐주니까 힘이 났다. 우리나라에만 식사 예절이 있는 줄 알았

는데 다른 나라에도 식사 예절이 다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활동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뿌듯했다.

S17

역할극 대본을 적고 있는데 남자 친구들이 장난치고 대본도 안 봐서 속상했

다. 다음에는 대본을 협동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프랑스 식사예절

을 역할극 발표를 할 때 남자 친구들이 대본에 나와 있는 대사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재미있게 상황을 표현해서 놀랐다.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은 힘

들긴 하지만 친구들이랑 함께 해서 좋았다. 

     [8～10차시] ‘다문화 국가의 음식 문화 이해하고 알리기’ 수업 후 소감

S18

스위스 식사 예절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찾은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친구

들도 잘 찾아주고 도와줘서 자료는 잘 찾았다. 글을 정리해서 옮겨 적을 때 

팔이 아팠지만, 친구가 도와줘서 힘이 슉슉 났다. 꾸미기도 다 잘해줘서 성

공적인 신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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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9

일본의 음식문화를 조사하면서 일본 사람들은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젓가

락을 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먹는 것이 아니라 국그릇을 들어서 국물을 마신다고 해서 놀랐

다. 우리 엄마는 그릇을 들고 먹는 것을 싫어하는데 일본은 반대라니 더 신

기했다.

S20

모둠 친구들이 신문을 만드는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화가 났는데 다른 모둠

이 완성한 신문들을 보면서 내가 화를 덜 내고 친구들과 힘을 모았다면 일본

의 음식 문화 신문을 더 잘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웠다.   

인터넷 조사 활동을 통해 일본의 식사 예절, 음식 문화 대표적인 음식 등을 

알게 되어서 기뻤다. 다음에는 친구들이 조사하지 않은 중국의 음식문화를 

조사해 보고 싶다

S21

처음에는 어떤 나라의 음식 문화를 소개해야 하고, 꾸미는 건 어느 정도 해

야 하는지 몰라서 힘들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도움으로 점점 신문의 내용도 

채워지고 예쁘게 꾸며지기 시작해서 뿌듯했다. 마치 내가 신문기자가 된 것 

같았다. 나중에 꼭 프랑스 음식문화를 체험하러 프랑스로 가족과 함께 여행

을 가고 싶다. 달팽이 요리 ‘에스카르고’ 먹으로 가자!!

       [11～12차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생활 문화’ 수업 후 소감

S22

세계 여러 나라의 입체 퍼즐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짝이랑 같이 만들라고 했는

데 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내가 너무 혼자만 만든 것 같아서 짝에게 미안했

다. 나중에 짝과 함께 하는 활동이 있다면 같이하고 싶다. 수상 가옥이 어떤 

집인지 알게 되었고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수상 가옥을 왜 만들어 

사는지도 알게 되었다.

S23

입체 퍼즐을 조립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친구의 도움을 받았다. 시작은 어려

웠지만, 점점 형태를 갖춰가는 걸 보니 재미있고 신기했다. 친구들이 완성한 

입체 퍼즐 집 중에는 처음 보는 집들도 있었다. 세계에는 다양한 집이 참 많

다고 느꼈다. 다음에는 다른 나라 입체 퍼즐 전통 가옥도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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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4

입체 퍼즐 집을 보면서 쉽다고 생각했는데 만들어 보니 조금 힘들었다. 완성

한 친구들의 입체 퍼즐 집들이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국 집처럼 보여 재미있

었다. 입체 퍼즐로 세계 여러 나라의 집을 만들고 내가 만든 다른 나라의 집

을 소개하는 글을 쓸 때 글이 더 잘 써졌다.

S25

입체 퍼즐이 우드락으로 되어 있어 집을 만들 때 부러질 것 같아서 조심스러

웠다. 순서대로 부품을 하나씩 뜯어내어 조립해야 하는데 빨리하고 싶은 마

음에 짝꿍과 부품을 한 번에 모두 뜯어내어 조립이 더 어려웠다. 친구와 함

께 집중해서 조심조심 퍼즐을 맞춰 나가면서 몽골의 전통 가옥 게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몽골 국기와 몽골 전통의상과 함께 알게 되어 내가 많이 

똑똑해진 것처럼 느껴졌다.

2) 소감문 분석 결과

  학생들이 쓴 소감문에는 공통으로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

로그램이 매우 재미있고 유익했으며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 

하며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친구

들에 대해 편견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학생도 

많았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하여 교사에게 질문하

거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등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이는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에 영향을 주어 학생들의 전반적인 다문화 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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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해 실과 가정생

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 간의 다문화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J초등학교 3학년 

학생 25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고,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다른 학급 

25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에는 2018년 3월 26일부터 2018

년 4월 30일까지 총 6주에 걸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실과 가정생활 

분야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에는 학급교육과

정에 의한 일반적인 교과수업을 하였다. 다문화 태도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

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동질

성을 확인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는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

후검사를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 검증을 실시

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또한 실험집단 학생들의 생각과 태도

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행동관찰, 소감문 등의 질적 자료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과 가정생활 분야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

단과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다문화 태도 점수를 비교 검증한 결과, 전반적

인 다문화 태도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요소인 인지적 요소, 정의적, 행동적 요

소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01). 따라서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다문화 태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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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다문화 태도 점수를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다문화 태도 뿐만 아니

라 하위 구성요소인 인지적 요소, 정의적, 행동적 요소에서도 수준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p<.001). 반면에 비교집단의 사전·사후 다문화 태도 점수를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다문화 태도는 물론 하위 구성요소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

램을 실시한 이후, 실험집단의 다문화 태도 점수가 사전검사보다 향상되었고, 

비교집단의 다문화 태도 점수는 사전검사보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태

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다. 

  셋째, 학생들의 행동관찰과 활동을 정리하며 쓴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고 교우 관계를 개선하는 등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

하고 수용하며 편견을 깨고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

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다문화 

태도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다문화 태도의 하위 구성요소인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요소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제언

  이 연구 결과를 기초로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적

용 및 발전을 위해 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다문화 태도 향상을 

위해 실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안하였기 때문에 

초등학생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학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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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맞는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년

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셋째, 다문화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검증된 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

화 교육 프로그램을 일선 학교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및 

다문화 교육 활동 교구를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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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family life area of Practical Arts 

Education on multicultural attitu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this end, 25 3th graders at “J” Elementary School in Jeju were 

selected as experimental groups and 25 other third graders attending 

the same school were selected as comparative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s conducted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conferred in Februar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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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on family life area of Practical Arts Education for about six 

weeks from March 26, 2018 to April 30, 2018 and the comparative 

groups conducted general education classes based on the class 

curriculum. A preliminary survey of multicultural attitude reveal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confirming the 

homogeneity of the two groups. The result of the test was analyzed 
through T-verified using the SPSS 18.0 program and the significant 

level was set to 5%. In addition, the experimental group 

students’behavioral change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through 

behavior observation, writings on impression,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attitude toward multiculture was tested in the 

experimental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family life area of Practical Arts Education and the 

comparative group who did not,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overall attitude toward multicultural attitudes and all of its three sub 

factors(p＜.001). Therefore, it is concluded that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family life area of Practical Arts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in enhancing attitude toward 

multiculture.

  Second, when attitude toward multiculture was tested in the 

experimental group before and afte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family life area of Practical Arts Education was performed,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overall attitude toward 

multiculture and its sub factors cognitive domain, affective domain and 

behavioral domain(p＜.001).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re-post result of the 

comparative group. Therefore, the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focused on family life area of Practical Arts Education has been pro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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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attitude of 

the experimental group.

  Third, the analysis of students' behaviors observation and activity 

impression reports revealed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focused on family life area of Practical Arts Education can be effective 

in embracing diverse cultures, such as improving friendship, and 

creating a positive attitude to live together.

 

Key Words :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multicultural Attitude, Family 

Life Area of Practical Ar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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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초등학생 다문화 태도 측정 검사 설문지

고유번호 3

다문화 태도 측정 검사 설문지(사전･사후)

※ 성 별 : ① 남자        ② 여자 

※ 문제를 잘 읽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의 번호에 √표 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다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문화’란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며 만들어내는 생활양식을 뜻하는 말로 의식주, 

언어, 예술, 풍습, 놀이, 종교, 학문, 제도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뜻을 잘 생각하면서 질문을 잘 읽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곳의 번호에 √표 해주세요. 

문
항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1 2 3 4 5

2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의 풍

습을 따르는 것이 좋다.
1 2 3 4 5

3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 외국인을 보면 도

와주고 싶다.
1 2 3 4 5

4
다른 나라의 명절, 기념일, 축제에 대하여 

알고 있다.
1 2 3 4 5

5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도 한국인이 될 수 

있다.
1 2 3 4 5

6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정성껏 도와주어야 

한다.
1 2 3 4 5

7
교실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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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우리나라 문화는 다른 나라의 문화보다 

우수한 편이다.
1 2 3 4 5

9
곤경에 처한 다른 나라를 굳이 도와주어

야 할 필요가 없다.
1 2 3 4 5

10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일

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2 3 4 5

11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진 학생과 짝이 되는 

것은 불편하지 않다.
1 2 3 4 5

12
내 생일에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들을 초

대하고 싶다.
1 2 3 4 5

13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문화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5

14
나와 다른 인종, 민족이라도 그들의 문화

적 가치를 존중하는데 관심이 있다.
1 2 3 4 5

15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와 같은 모둠이 되

고 싶다.
1 2 3 4 5

16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의 차이에 대해 배

우는 것은 중요하다.
1 2 3 4 5

17
다양한 문화는 저마다 소중하므로 보존하

고 수용해야할 가치가 있다.
1 2 3 4 5

18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

는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1 2 3 4 5

19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은 그들의 문화

보다 우리나라 문화에 대하여 배우는 것

이 더욱 중요하다.

1 2 3 4 5

20

선생님은 학생들이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1 2 3 4 5

21
교실 안에서 인종적, 문화적 편견을 극복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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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

해 인식하고 배울 수 있어야 한다.
1 2 3 4 5

23

피부색이나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성공할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

져야 한다.

1 2 3 4 5

24
나와 문화가 다른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면 도와주어야 한다.
1 2 3 4 5

25
문화가 다양한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1 2 3 4 5

26

학생들은 어디 출신이든 자신의 나라에서 

살아온 문화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

1 2 3 4 5

27
외국인 친구를 만나면 그들의 언어를 쓰

려고 노력할 것이다.
1 2 3 4 5

28
모든 과목에서 다양한 문화를 다루어야 

한다.
1 2 3 4 5

29
학생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들의 문

화를 존중하도록 배워야 한다.
1 2 3 4 5

30
나는 문화가 다른 학생들과도 즐겁게 지

낼 수 있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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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가정생활
분야 인간 발달과 가족 대상 3학년

학습주제 다양한 가족의 모습 차시 1/12

학습목표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학습자료 동영상, 파워포인트자료, 활동지, 사인펜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하기

∙공익광고 ‘다양한 가족-그런 사연 없어요’ 

봅시다.

∙공익광고 보고 느낀 점을 말해 봅시다.

학습 문제 제시하기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5 동영상

 (공익광고)

전개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 살펴보기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 주위의 다양한 가족의 모습 살펴보기

∙사진에 나타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살펴봅

시다.

가족이 만들어 지는 과정 알아보기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가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활동지에 기록하여 

봅시다. 

다른 모습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 생각하기

∙다양한 모습의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30 파워포인트  

(다양한 가족 

사진)

※현대의 다

양한 가족의 

모습을 최대한 

자 연 스 럽 게 

받아들일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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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무엇인지 한 문장

으로 표현하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은 무엇인지 한 문장

으로 정리한 후 표현해 봅시다.

∙친구들에게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발

표해 봅시다.

활동지

사인펜

정리

진정한 가족의 의미 생각하기

∙진정한 가족의 의미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하여 봅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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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가족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3학년  2반   번

 이름 : 

1.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질

까요? 다음 내용을 읽어보고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넣어 봅시다.

2. 여러분은 가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가족이란

◌◌◌ 

 남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거나  을 통해 가족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을 통하여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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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분야 인간 발달과 가족 대상 3학년

학습주제 다문화 가정 이해하기 차시 2~3/12

학습목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과 친구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다문화’몸 글자를 만들 수 있다.

학습자료 다문화관련 도서, 활동지, 파워포인트, 실물화상기, A4 용지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하기

∙‘온 세상 사람들(피터 스피어 글・그림/비룡소)’ 

그림책 읽기

학습 문제 제시하기

∙다문화 가정에 대해 알아보고,‘다문화’몸 

글자를 만들어 봅시다.

5 다문화도서

(온 세상 사람들)

전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 깨닫기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발표해 봅시다.

∙다문화 가정 친구들에게 갖고 있던 나의 편

견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 알아보기

∙의미, 유형, 특징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다문화 3행시 짓기

∙다문화 가정에 대해 나누어 본 내용을 바탕

으로‘다문화’3행시를 지어 봅시다.

70 ※자문화중심

적인 태도가 

있음을 자연

스럽게 인정

하도록 한다.

파워포인트

 (다문화가정)

활동지1

활동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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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몸 글자 만들기

∙모둠을 3모둠으로 구성한 후 ‘다문화’글자 중 

한 글자를 모둠별로 각각 선택합시다.

∙모둠원 친구들과 의논하며 선택한 글자를 모

둠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글자를 만들어 봅시다.

A4 용지

정리

소감 나누기

∙‘다문화’로 몸 글자를 만들어 본 소감을 

발표해 봅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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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이해하기
편견의 못

3학년  2반   번

 이름 : 

1. 아래의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에 ×표 해 봅시다.

2.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못’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써 봅시다.

                                          못

                                          못
※ ‘사랑해요, 코리아’는 2011년 LG 의 다문화캠페인의 일환으로 방영된 기업광고입니다. 다문가정 학생들의 학교

생활 중에서 편견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일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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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이해하기
다문화 3행시 짓기

3학년  2반   번

 이름 : 

1. 다문화가정 친구들에게 갖고 있던 편견을 버리고 다문화 가정과 친구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다문화 3행시를 지어 봅시다.

  
다

  
문

  
화

2. 학급 친구들과 함께 ‘다문화’ 글자를 몸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한 후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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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분야 가정생활과 안전 대상 3학년

학습주제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의상 알기 차시 4~5/12

학습목표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을 디자인하여 열쇠고리 인형을 만들 수 있다.

학습자료 사진, 파워포인트자료, 활동지, 전통의상 우드, 열쇠고리, 사인펜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하기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은 트와이스 ‘모모’의 

사진을 보며 다른 나라 전통 의상의 아름다

움을 느껴 본다.

학습 문제 제시하기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을 알아보고 다

문화 의상 열쇠고리 인형을 만들어 봅시다.

5
 트 와 이 스 

‘모모’사진

전개

의복과 기후와의 관련성 알아보기

∙추운 지역, 더운 지역 기후 변화가 심한 지

역의 의복 특징을 알아본다.

∙기후와 의복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 살펴보기

∙세계 각국의 전통 의상을 알아봅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 디자인하기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일본, 태국, 미

국, 러시아, 영국, 인도 사우디아리비아 등 

20개국 중 하나의 나라를 선택하여 그 나라

의 전통 의상을 색칠하며 디자인해 봅시다. 

70 파워포인트

(전통 의상)

 

활동지



- 63 -

세계 전통 의상 열쇠고리 인형 만들기

∙만드는 순서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다문화 의상 우드를 사인펜으로 색칠한다.

∙색칠한 다문화 의상 우드와 열쇠고리를 연결

하여 인형을 완성한다.

전통의상 우드, 

사인펜, 열쇠

고리

정리

친구 작품 감상하기

∙작품을 감상하면서 잘된 점을 이야기 해 봅시다.

자연환경과 의생활의 관계 이해하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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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 살펴보기

3학년  2반   번

 이름 : 

※ 다음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입니다. (  )안에 알맞은 나라 이름이나 

전통의상 이름을 적어봅시다.

(      ) (      ) 인도 (      )
기모노  인디언 (      ) 킬트

베트남 (      ) 멕시코 (      )
(      ) 사라판 (      ) 바롱

(      ) 중국 (      ) (      )
델 (      ) 소옵 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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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분야 가정생활과 안전 대상 3학년

학습 주제 우리 모두 한국인 차시 6/12

학습 목표
∙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인형극을 할 수 있다.

∙ 다문화 가정과 친구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학습 자료 4~5차시에서 만든 전통의상 열쇠고리 인형, 활동지, 동영상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하기

∙‘모델 한현민은 한국 런웨이에 컬러를 새

기고 있다’ 동영상 보기

학습 문제 제시하기

∙다문화 가정을 주제로 인형극을 해 봅시다.

5
한현민 관련 

동영상

전개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 생각

해보기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언어 소통의 어려움,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편견, 친구들 사이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등을 상상해 본다.

인형극 준비하기

∙모둠별로 설정한 상황에 맞게 등장인물, 장소, 

시간, 구체적인 사건 등이 잘 나타나도록 대

본을 구성한다. 

∙각 모둠별로 발표시간은 3분이 넘지 않도록 

분량을 조절한다. 

인형극 연습하기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전통의상 열쇠고리 

인형을 활용하여 인형극 대본을 중심으로 

30

활동지 

 

열쇠고리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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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로 인형극을 연습해 봅시다.

인형극 하기

∙모둠별로 다문화가정의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

을 주제로 하여 짧은 인형극을 해 봅시다.  

정리

소감 발표하기

∙인형극을 보고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이야기 해 봅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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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우리 모두 한국인
인형극 대본 쓰기

3학년  2반

 모둠원: 

※ 여러분이 만든 전통 의상 열쇠고리 인형을 활용하여 모둠 친구들과 함께 

다문화 가정의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인형극 대본을 써 봅시다.

등장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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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분야 가정생활과 안전 대상 3학년

학습 주제 세계 여러 나라의 기본적인 식사예절 알기 차시 7/12

학습 목표
∙세계 여러 나라의 식사예절을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할 수 있다.

∙각 나라별 식사 예절법을 통해 문화와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

학습 자료 파워포인트자료, 활동지, 사인펜, 색연필, 도화지, 실물화상기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하기

∙브레인스토밍하기: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하면 

떠오르는 음식들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학습 문제 제시하기

∙세계 여러 나라의 식사예절을 다양한 방법

으로 발표하여 봅시다.

5
  

전개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적 음식 알아보기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음식을 살펴보며 재

료와 조리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중에서 자신이 맛보고 

싶은 음식을 한 가지 골라 아래 문장을 완

성해 봅시다.

각 나라마다 음식이 서로 다른 까닭 알아보기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다양한 음식을 먹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식사예절 알아

봅시다.

∙우리나라의 식사 예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세계 여러 나라별(일본, 중국, 인도, 필리핀,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식사 예절을 살

30

  

파워포인트

(세계 여러 나라

의 대표 음식)

활동지1

파워포인트

(세계 여러 나라

의 식사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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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며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세계 여러 나라의 식사예절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발표하기 [모둠별]

∙우리와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며 다

양한 방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식사예절을 

표현하고 발표해 봅시다. (역할극, 노가바, 

○행시, 그림 등)

활동지2,

사인펜, 색연필, 

도화지 

실물화상기

정리

정리하기 

∙나라마다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식사예절이 

다른 까닭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 봅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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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세계 여러 나라의 식생활 문화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적 음식 알아보기

3학년  2반   번

 이름 : 

태 국 

똠양꿍 쌀국수 피자 딤섬

나초 커리 코사리 나시고랭

맛보고 싶은 음식은?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 음식을 잘 감상했나요? 그 중에서 자신이 맛보고 

싶은 음식을 한 가지 골라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제가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은 

 (나라이름:              )의 

 (음식이름:              )입니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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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세계 여러 나라의 식생활 문화
세계 여러 나라의 식사예절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발표하기

3학년  2반   번

 이름 : 

※ 모둠별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식사예절을 다양한 방법(역할극, 노가바, ○행시, 그림 등)으로 

표현하고 발표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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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분야 가정생활과 안전 대상 3학년

학습 주제 다문화국가의 음식 문화 이해하기 차시 8/12

학습 목표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조사 활동 계획서를 세울 수 있다.  

학습 자료 동영상, 파워포인트 자료, 활동지(조사 계획서)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하기

∙‘외국인들이 기겁하는 한국의 음식 문화’ 

동영상 보기

학습 문제 제시하기

∙음식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나라의 음식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조사 활동 계획서를 

세워 봅시다.

5  동영상

전개

음식 문화에 대한 생각 나누기

∙자연환경에 따른 식재료의 종류를 알아봅시다. 

∙역사의 변화에 따라 들어온 식재료에는 무

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음식 문화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계획 세우기

∙모둠별로 조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해 봅시다. 

 (예) 아시아(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국가별 한 그릇 음식, 쌀(밀, 옥수수 등)을 

이용한 세계의 한 그릇 음식 

∙조사 방법, 필요한 준비물, 역할 분배 등 조

사 계획을 세운 후 주제에 따른 역할분담과 

30 파워포인트

(음식문화)

활동지 

※조사내용이 

골고루 이루

어지도록 유

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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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계획서를 작성해 봅시다.

정리

정리하기 

∙모둠별로 선정한 음식 문화와 관련하여 조

사하고 싶은 주제를 발표해 봅시다. 

∙음식 문화 조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려운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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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문화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문화

조사 계획서 만들기

3학년  2반   번

 이름 : 

다문화국가 음식문화 조사 계획서

다문화국가

주    제
(예) 아시아(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의 나라별 한 그릇 음식, 쌀(밀, 옥수수 

등)을 이용한 세계의 한 그릇 음식, 중국의 음식문화, 일본의 음식문화 등 

조사 내용

(예) 대표적인 음식 만드는 방법, 식사예절, 식재료, 음식의 역사, 음식축제, 자연

환경과 음식 등

조사 방법

준 비 물

역할 분담

모둠원 이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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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분야 가정생활과 안전 대상 3학년

학습 주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 알리기 차시 9~10/12

학습 목표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 특징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표할 

수 있다. 

학습 자료
동영상, 도화지, 색연필, 사인펜, 색종이 등 홍보자료 만들 재료, 컴

퓨터, 스티커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하기

∙‘한 끗 차이-다른 문화에서 다문화로’

 (다문화 행복 담은 20초 영상공모전 수상작)

학습 문제 제시하기

∙다문화 국가의 음식 문화의 특징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발표해 봅시다. 

5 동영상

전개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홍보 자료 만들기

∙모둠별로 의논한 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조사한 

후 조사한 내용을 주제에 맞게 정리해 봅시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발표할 준비를 해 

봅시다. (파워포인트, 신문 만들기 등) 

홍보 자료 발표하기

∙모둠별로 발표 순서를 정해 봅시다.

∙각 모둠에서는 조사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모둠별 발표를 들으며 각 모둠별 주제, 발표

내용, 새롭게 알게 된 점 등을 이야기해 봅시다.

‘음식 문화 왕’ 모둠 선정하기

70 홍보자료 꾸밀 

재료 

※모둠원 전

원이 모두 참

여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발표내용과 

듣는 자세가 

평가에 반영

됨을 인식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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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모둠 발표 내용 중 가장 잘 발표했다고 

평가된 모둠을 선정해 봅시다.

스티커

  

정리

 활동을 통해 느낀 점 발표하기

∙준비하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

해 봅시다.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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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생활
분야 가정생활과 안전 대상 3학년

학습 주제 세계 여러 나라의 주생활 문화 차시 11~12/12

학습 목표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집을 알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을 표현

할 수 있다. 

학습 자료
동영상, 파워포인트자료, 활동지1, 모둠별 전통가옥 입체퍼즐, 

활동지2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

(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동기유발하기

∙‘세계에서 가장 신기한 집 TOP5’ 동영상 보기

학습 문제 제시하기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집을 입체 퍼즐로 

만들고,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5 동영상

전개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가옥 살펴보기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가옥을 살펴봅시다.

자연환경과 가옥의 형태의 관계 알아보기

∙위에 제시된 여러 나라의 자연환경에 대해 

알아봅시다.

∙집의 형태와 자연환경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봅시다.

∙집의 형태에 따른 생활환경을 생각해 봅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집을 입체퍼즐로 만들기

∙모둠별로 우드락과 종이를 소재로 한 입체퍼

즐을 활용하여 각 나라의 대표적인 집을 조

립하는 방법에 따라 순서대로 만들어 봅시다.

70
파워포인트

(전통가옥/ 자연

환경과 가옥)

활동지1

모둠별 전통

가옥 입체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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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 작품을 발표하고, 다른 모둠의 작품도 

감상해 봅시다.

내가 만든 다른 나라의 집 소개하는 글 쓰기

∙친구들이 만든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가옥 중 

내가 살고 싶은 집과 그 집에서 살고 싶은 

이유를 이야기 해 봅시다.

∙내가 만든 다른 나라의 집을 그 나라의 자연

환경과 관련지어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활동지2

정리

 정리하기

∙변화되는 자연환경에 따른 미래의 집의 모

습을 상상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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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세계 여러 나라의 주생활 문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집

3학년  2반   번

 이름 : 

※ 다음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가옥입니다. (  )안에 알맞은 나라 이름을 

적어봅시다.

(       )
게르

(       )
이글루 

(       )
수상가옥 

(       )

벽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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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가정생활 분야 중심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세계 여러 나라의 주생활 문화
내가 만든 다른 나라의 집 소개하기

3학년  2반   번

 이름 : 

※ 내가 만든 다른 나라의 집을 그 나라의 자연환경을 떠올리며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글을 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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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차시별 활동 모습 및 결과물 

【1차시】다양한 가족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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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시】다문화 가정 이해하기



- 83 -

【2~3차시】다문화 가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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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시】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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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시】우리 모두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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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시】세계 여러 나라의 기본적인 식사예절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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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시】다문화국가의 음식 문화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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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차시】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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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차시】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 알리기



【11~12차시】세계 여러 나라의 주생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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