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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examined effects of human rights education activities using

bullying fairy tales on young children's human rights attitudes and self-esteem.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a total of 40 five years old. children. Twenty of

children were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20 children were

assigned to a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human

rights education activities using bullying fairy tales 21 times, 3 times a week for

7 weeks and the control group participated in Nurui curriculum activities during

the same periods.. The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more improvement in their human rights attitudes and self-esteem than

the control group. Therefore human rights education activities using the bullying

fairy tales used in this study might be an effective educational mothod to

enhence young children’s human rights attitudes and self-esteem.

Key words Human Rights Education Activities, Bullying Fairy Tales, Human

Rights Attitude, Self-Esteem.

Ⅰ. 서 론

인권이란 단순히 인간의 권리(right of man)라기 보다는 인간답게 살 권리(human rights)이며 사

람의 사람다움을 실현할 권리이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그러나 최근 신문이나 TV 등 대중

매체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조차 침해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접

할 수 있으며 특히 부모나 교육기관으로부터 학대 및 방치되는 유아들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1989년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유엔아동권리협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95개국

이 함께 한 약속으로 아동이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로써 모두 54조항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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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으며 특히 1조부터 42조에는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 적혀있

다. 권리의 내용들 중에는 유아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느낌이나 생각을 말할 권리, 기본적 의식주를 누릴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런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것

뿐 아니라 권리에 따른 책임도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권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보건복지

부(2015)에서는 나도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을 책임,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줄 책임,

나와 생각이 달라도 이야기를 들어줄 책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책임, 내 주변 환경을 돌볼 책

임을 다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세요’라고 말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

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상호 존중하는 의무를 포함하는 개

념이다(전라북도 교육연구원, 2012).

이처럼 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에 따라 강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

위원회(2012)는 유치원에서부터 국가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의 교육내용과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

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구정화, 설규주, 송현정, 2004; 국가인권위원회,

2006; 김숙자, 김현정, 2008; 문용린, 2003)도 유아기는 자신에 대한 존엄성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통해 인권을 이해할 수 있는 적기로서 인권교육의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유아 인권교육은 유아교

육기관에서 제공해야 할 중요한 교육 분야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

와 보건복지부(2013)는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기 때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역

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였다. 3-5세 누리과정의 유치원 인권교육활동 내용

요소로 태도와 가치관 형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교육내용으로 인권과 아동의 권리

에 대한 의식, 인권보호에 대한 태도 및 타인의 권리존중 태도를 제안하고 있다.

유아인권교육 방법으로는 경험중심, 활동중심, 문제제기식, 참여적, 변증법, 분석적 인권교육

접근 방법들이 있으며(구정화, 설규주, 송현정, 2004; 국제사면위원회, 1997; 김숙자, 김현정,

2008; 이양희 2011; 인권운동사랑방, 2001). 선행연구들 중 활동중심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주도적

으로 학습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강조되고 있으며(구정화, 설규주, 송현정,

2004; 김래영, 201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최연숙, 2005) 경험중심 인권교육은 인권과 관련

된 다양한 현상의 경험 및 이해를 통해 유아들의 정서 및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바람직한 행위

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강조한다(김숙자, 김현정, 200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한국교육연

구소, 2005). 전북교육정책연구정보원(2012)과 김희영(2015)의 아디다스(ADIDAS) 교수모형중심

인권교육은 유아가 이해하기 쉬운 인권관련 사례와 일상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현장적용에 용이

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공통적으로 인권 관련 지식 전달에 머무르

지 않고 유아들의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김숙자, 김현정, 2008). 한영숙(2006)은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내면화하고 인권 친화적 행동을 습관

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정선아(2002)도 유아의 인권교육은 교육과정 내에서 유아의 권리가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일회성의 단편적인 방법보다는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지속적

인 경험을 통해 실행되어져야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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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링(Bullying)이라는 용어는 Olweus(1978)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는 자

에게 되풀이 되는 공격적인(유해를 가하려고 의도된) 행동이나 체계적인 힘의 남용으로 정의되

며(Smith, 2014) 따돌림, 왕따, 혹은 또래 괴롭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이경아, 2008). 부링

(Bullying)은 언어, 신체, 사회적 괴롭힘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Nansel et al., 2001). 언어적

괴롭힘(verball bullying)은 협박, 놀리기, 말로 희롱하기 등을 말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가장 빈

번히 일어나는 또래 괴롭힘의 형태이다. 신체적 또래 괴롭힘(physical bullying)은 때리기, 차기,

물건을 빼앗기 등을 말하며 주로 남아들에게 많이 일어난다. 사회적 혹은 관계적 괴롭힘(social

or relational bullying)은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뜻하며 따

돌리기, 피해자에 관한 나쁜 소문 퍼트리기, 거짓말하기 등이 해당된다. 특히, 사회적 괴롭힘은

다른 유형의 또래 괴롭힘에 비해 성인의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사회적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면

신체적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보다 또래 수용이나, 긍정적 또래관계 등에 있어서 더 심각한 어려

움을 가지며, 불안, 수줍음과 같은 내면화된 심리적 문제로 고통 받는다고 한다(Crick, Casas, &

Ku, 1999).

이러한 부링(Bullying)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학교폭력의 가장 만연한 형태 중의

하나이다(김신정 등, 2015; Hyun & Kim, 2014). 또래 괴롭힘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청소년들 사

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들은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유아들 사이에도 사회적 또래 괴롭힘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

다고 보고되고 있다. Nelson, Robinson과 Hart(2005)는 또래 유아들을 따돌리거나 나쁜 소문을 퍼

트리거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같이 놀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가진 힘

을 행사하고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Ladd와 Ladd(2001)는

만 5세 유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의 또래 괴롭힘 경험을 종단 연구한 결과 약 4%의

유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보고하였

다. 아직 국내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링(Bullying)을 경험한 유아에 대한 통계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 그러나 이미 국내 유아교육기관에서도 부링(Bullying)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이려는 연구들(김귀연, 김경연, 2005; 김혜연, 2008; 신유림,

2011; 윤수정, 2013)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현재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하는 유아들 중 부링

(Bullying)현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래들 간에 발생하는 부링(Bullying)현상은 유아들이 실제 생활에서 인권이 무엇인지,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떤 경우에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지 등을 생생하게 체험하

고 인권 관련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화는 사회의 가치관

을 제시하는 매체로서 유아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상상의 세계를 보여주고 삶에 대한 다양한 가

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야기 맥락에 숨어 있는 간접경험을 통해 유아

는 주변세계를 인식하고 그 세계와 소통하는 기술을 습득하며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학습할 수 있다(문은희, 2001; 서현아, 김소연, 2002). 또한 염하나(2009)는 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은 유아가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나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함으로

써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등장인물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공감해 보는 경험을 통해 인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2권 제2호

92  

권에 대해 단순한 이해를 넘어서 인권 친화적 행위를 실천하는 태도 면에서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매체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부링(Bullying)의 사전적 의미는 또래 괴롭힘으로 또래 관련 갈

등과 인권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동화를 부링(Bullying)동화라고 규정하고 부링

(Bullying)동화 속에서 인권관련 문제를 찾아 인식하고 공감하면서 인권이 무엇인지, 자신과 타인

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할 지 등 유아 인권교육활동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부링(Bullying)동화는 유아가 일상에서 겪는 또

래 간에 사회적 갈등과 인권 관련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식하고 서로의 권리를 상호 존중해야 할 필요성 등 유아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강력한 상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링(Bullying) 동화를 듣고 토론하는 활동에 참여함

으로써 유아는 높은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은 어떠한

지, 자신의 인권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은 어떠한 지 등에 대한 간접적 경

험과 지식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부링(Bullying)동화에서는 또래를 괴롭히는 가해자와 피

해자가 동시에 등장하므로 유아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입장과 침해당하는 입장 모두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간접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친구를 배려하는 방법,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링(Bullying)동화는 유아들이 인권을 효율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인권관련태도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03)는 인권 교육 내용요소로 태도와 가치

관을 꼽았다. 인권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식, 자신과 타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타인의 의견 경청 등 타인의 권리 존중 태도를 강조하였으며, 목표로는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아는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유아의 인권관련태도를

강조하였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제 유아의 인권관련태도 하위요소 중 기본적 권리는 나에 대

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즐겁게 생활하기 등을 유아가 경험할

수 있으며 평등의 권리에서는 예절 바르게 생활하기, 유치원에서 지켜야 할 약속 익히기, 공공규

칙 이해하고 지키기 등을 인식하고, 자유의 권리에서는 안전하게 놀이하기, 재해에 대비하기, 자

신의 경험과 생각을 말하는 것을 경험 할 수 있다. 경제적 권리는 직업이나 경제생활에 관심가지

기,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정치적 권리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

중하거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태도를 인식할 수 있다. 사회적 권리에서는 생명을 존

중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바른 식생활하기와 몸을 깨끗이 하기 등을 경험 할 수 있

다. 이런 경험들로 유아는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간 존엄성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음을

아는 유아의 인권관련태도가 더욱 고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아 인권교육활동은 인권관련 지식이나 태도의 습득과 함께 인권존중의 가치관과 인권

을 옹호하기 위한 태도 형성을 통하여 자기존중과 타인존중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문용린,

2003; Reardon, 1995). 이를 고려할 때 유아에게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활동은 인

권관련태도 증진과 함께 유아들의 자아존중감 증진에도 효과적인 교수활동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이처럼 인권교육과 자아존중감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미비하나 인권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활동목표 및 내용이 자기존중임을 고려할 때(문용린, 2003; 유엔인권고등판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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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2006) 인권교육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김래영(2012)은 활동중심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고 있으며 김미진(2007)과 최연숙(2005)은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활동중심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바 있다. 이처럼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유아

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존중

할 줄 아는 유아로 자라도록 돕는다(심성보, 2000). 부링(Bullying)동화를 듣고 인권관련 실천적

경험을 하면서 유아는 자신의 소중함을 알기, 자신의 말과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스스럼없이 전

달하기,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기, 자기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행동의 결과에 대해 생각

해 보기 등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결국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아존중감이 증진

될 것이다.

유아교육기관에서에서 인권교육은 민주시민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다(서울대학교 교육

연구소, 2003). 이러한 유아 인권교육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인권관련 연구들은 대부분은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 인식 및 실태 연구(김숙자,

김현정, 변선주, 2008; 김진숙, 2009; 배송희, 2010; 서유임, 2000; 손민선, 2009; 신지현, 2004; 윤진

희, 2006; 이미숙, 2010)와 유아 인권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초 연구가 몇 가지(김숙자,

김현정 2010; 서정은, 2001; 이양희, 2011; 임정희, 2005) 있을 뿐이며 인권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유아교육현장에 적용하여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손옥자, 신현기, 2005; 신혜경, 2008; 한영미,

2011)도 장애유아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것에 국한되었다. 바람직한 유아인권교육을 위해 교사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남궁선혜, 김현정, 2011)있으며 만 5세 누리

과정에서는 인권이란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인권교육의 내용에 해당되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인성교육,

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등을 대폭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조숙영,

2014). 조숙영(2014)은 실천과 체험 중심의 유아인권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자료의 개발과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현재 유아들을 대상으로 유

아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유아의 인권관련 태도 개선에 미치는 효과

를 입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교육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

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 활동을 개발, 적용하여 유아의 인권관련태도 변화와 자아존

중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 활동이 유아의 인권관련태도에 미치는 영

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 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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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J시의 Y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만 5세 유아 40명으로 실험집단 20명과 통

제집단 20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집단 유아의 평균 월령은 70.00개월이고, 통제집단 유아의 평

균 월령은 69.95개월이었다. 두 집단의 성별 및 연령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으므로

두 집단은 동질집단으로 간주하였다(t = .057, p > .05). 연구 대상 유아의 평균 월령과 성별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

집단 성별 유아 수 M SD t

실험집단
남 10

70.00 2.82

.05
여 10

통제집단
남 10

69.95 2.72
여 10

계 40 69.97 2.74

2.연구도구

1)유아 인권관련태도 검사

유아의 인권관련태도 측정을 위해 김숙자, 김현정 그리고 장윤정(2008)이 개발한 ‘유아인권관

련태도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기본적 권리 3문항, 평등의 권리 5문항, 자유의 권리 5문

항, 경제적 권리 4문항, 정치적 권리 3문항, 사회적 권리 5문항, 총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총 25문항의 질문과 각 질문 내용에 적합한 그림도구 25장(A4 크기)으로 각 문항은 유아

의 반응에 다라 1-4점으로 채점 되었다. 검사는 연구자와 유아의 1:1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질문과 함께 연관된 그림도구를 제시하여 유아의 대답이 “아니요”로 대답하면 1점

“예”라고 대답하면 크기가 다른 3개의 동그라미 그림을 제시하여 얼마나 그러한지 유아가 동그

라미 크기를 가리키며 반응하도록 하였다. 동그라미 크기에 따라 2점-4점으로 채점하였다. 이 도

구의 점수범위는 25-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에 대한 유아의 가치와 태도가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 도구의 문항구성과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표 2>에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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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문항내용 및 문항의 예 문항수 점수범위 Cronbach α

기본적

권리

살아있는 생명은 소중하며, 친구의 잘못을 용서하고 놀이를

즐기는 것이 행복한 것
3 3-12 .75

예: 친구가 잘못해서 장난감이 부서졌어. 친구의 잘못을 용서

해 줄 수 있어? 없어?

평등의

권리

정리정돈, 협동, 예절을 지키며 약속과 규칙을 지키고 친구와

의 다툼이 생겼을 때 말로 해결하는 것

5 5-20 .71예: 미끄럼틀 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서 차례대로 타기로 약

속했거든 너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

자유의

권리

내몸이 다치지않으며, 내 마음 속에서 옳다고 생각하는대로

행동하고 자유롭게 내 생각을 표현하며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
5 5-20 .71

예: 길에서 돈 천원을 주웠는데 친구들이 자꾸 과자 사먹자고

하거든! 그러면 너는 주인을 찾아줄래?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과자를 사먹을래?

경제적

권리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여

기는 것,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4 4-16 .75

예: 네가 좋아하고 아끼던 연필이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그

연필을 찾아볼래? 아니면 새 것 사달라고 할래?

정치적

권리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 앞에서 발표하며 친구의 이야기를 들

어주는 것, 모두에게 좋은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
3 3-12 .71

예: 친구가 매일 로봇(인형) 이야기만 해. 너는 로봇이야기가

별로 재미없어도 친구 이야기를 들어줄래? 안 들어줄래?

사회적

권리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으며 환경보호와 집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
5 5-20 .70

예: 소풍 가는 길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었어. 네가 버린 쓰레

기는 아니지만 그것을 주울까? 말까?

계 25 25-100 .75

<표 2〉유아 ‘인권관련태도’ 검사도구의 구성내용

2)유아 자아존중감 검사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현국과 이미숙(2006)이 개발한 ‘교사용 유

아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선행연구 결과 유아에게 직접 반응을 얻을 경우

유아들은 판단의 정확성이 낮고 가변적이며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작용하므로

신뢰성이 낮을 수 있다(송명자, 2003)는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사들은 유아와 함

께 많은 시간을 생활하면서 유아들을 관찰할 기회나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므로

유아의 전반적인 능력 등을 관찰하여 기록할 수 있고(Hetherington & Parke, 1993; Seefeldt, 2001)

부모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부모 보다는 정확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남경숙, 2006;

Hetherington & Parke, 1993) 결과에 따라 교사가 평정하도록 개발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

다. 본 도구는 유능감 11문항, 소속감 9문항, 가치감 6문항, 통제감 5문항으로 4개 하위영역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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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교사는 유치원에서 관찰되어지는 유아의 행동정도를 5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자아존중감을 채점하였다. 이 도구의 점수

범위는 31-155점이며 각 유아가 획득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도구의 문항내용과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를 <표 3>에 제시하였다.

3.연구절차

1)예비검사와 예비실험

유아의 인권관련태도 검사와 자아존중감 척도가 본 연구의 대상에게 실시하기에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5년 3월 23일 S유치원의 만 5세 유아 5명(남아 2명, 여아 3명)을 대상으로

인권관련태도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S유치원 교사 실에서 연구자가 유아와 1:1 면담으

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유아의 이름, 나이, 반 등을 물어보며 레포를 먼저 형성하고, 유

아에게 질문과 함께 연관된 그림도구를 제시하여 유아의 대답이 “아니요”이면 1점, “예”이면 크

기가 다른 3개의 동그라미 그림을 제시하여 얼마나 그러한지 유아가 동그라미 크기를 가리키며

반응하도록 하였다. 동그라미 크기에 따라 2점-4점으로 채점하였으며 소요시간은 7-10분 정도였

다. 유아 자아존중감 검사는 유치원 교사 5명에게 실시를 의뢰하였으며 소요시간은 5-7분 정도였

다. 예비검사결과 유아들과 교사들이 검사도구의 내용을 이해하고 반응하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부링(Buii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활동 계획안 및 활동소요시간의 적절성 및 타당성

을 알아보기 위한 예비실험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S 유치원의 만 5세 유아 20명(남아 10명,

여아 10명)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예비실험을 총 3회 실시한 결과 활동

단계에 따라 30-40분씩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2차시 인권교육활동의 경

우 토론내용과 유아의 흥미에 따라 소요시간이 연장되었다.

<표 3〉교사용 ‘유아 자아존중감’ 문항내용 및 점수 범위

하위영역 문항내용 문항수 점수범위 Cronbach α

유능감
과제 및 목표를 위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효

과적인 과업을 수행하려는 신체적인 행동
11 11-55 .76

소속감

유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과 유아

가 속한 환경 속에서 수용되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

9 9-45 .73

가치감
개인이 사회적 환경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반영

된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정도
6 6-30 .81

통제감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선택의 결과를 수용하는 과

정에서 유아 스스로 자신의 욕구, 정서 및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

5 5-25 .73

계 31 31-15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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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연구대상 만 5세 20명 만 5세 20명

실험처치 부링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 동화, 이야기나누기, 확장활동

활동시간 30분~40분 30분~40분

집단구성 대집단, 소집단, 개별 대집단, 소집단, 개별

실시횟수 주 3회씩 7주 동안 총 21회 주 3회씩 7주 동안 총 21회

사전검사 유아인권관련태도, 자아존중감 유아인권관련태도, 자아존중감

활동내

용 및

절차

1차 부링동화를 듣고 인권문제 찾기 동화듣기

2차 토론 : 인권문제 해결책 찾기 이야기나누기

3차 확장활동: 인군문제 해결책 적용하기 확장활동

사후검사 유아인권관련태도, 자아존중감 유아인권관련태도, 자아존중감

2)교사훈련

두 집단의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3~4년의 비슷한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두 집단 교사에게 유아 자아존중감 척도에 대한 이해, 검사 실시 방법, 검사 기록 방법, 검사 유의

사항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였으며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두 교사가 Y유치원

의 방과후반 유아 5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검사를 실시하여 유아의 행동에 대해 각 문항을

어떻게 평정할 것인지 합의하고 논의한 후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 담임교사를 대상으로는 2015년 4월 2일~4월 3일 2일간 인권교육활동의 진행일정과

협조사항을 안내하고 1:1 면담방식으로 교육하였다. 실험기간 동안에는 실험집단 교사와 매주 금

요일 다음 주 제공할 활동계획안을 제시하고 활동과정에서 교사의 역할과 활동 적용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유아들의 반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원활히 활동이 수행되도록 협의하였다.

3)사전검사

본 실험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들에게 2015년 4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인권관련

태도와 자아존중감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아 인권관련태도 검사는 연구자와 유아가 1:1 개별

면담으로 조용한 상담실에서 유아 한 사람씩 개별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개인당 소요시간은 7-10

분 정도였다. 유아 자아존중감 검사는 두 집단의 담임교사가 유치원에서 관찰되어지는 유아의

행동정도를 5단계 평정척도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요시간은 5-7분 정도였다.

4)연구절차

(1)실험처치의 기간 및 운영

본 연구의 실험은 2015년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7주에 걸쳐 일주일에 3회씩 총21회 실시되

었다. 실험집단 유아에게는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통제집단 유

아에게는 생활주제와 통합된 동화, 이야기나누기, 확장활동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활동과정은 <표 4>에 제시하고 <표 5>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활동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활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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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활동내용 비교

주 회기
생활

주제
실험집단 활동 통제집단 활동

1

1

나와

친구

심술 대마왕 정민수(동화 듣기) 우리들의 다섯 친구(동화 듣기)

2
민수의 놀리는 말과 반 친구들의 따돌림

인권문제해결책 찾기(토론)

나는 기쁠 때와 슬뜰 때가있어요

(이야기나누기)

3 등장인물에게 그림이나 글로 편지쓰기(언어) 나에게는 꿈이 있어요(언어)

2

4 뭐 어때! 내 맘이야(동화 듣기) 사랑스러운 까마귀(동화 듣기)

5
진수의 힘 행사하기, 공공장소에서 약속의

필요성 인권문제 해결책 찾기(토론)
친구의 감정을 느껴요(이야기나누기)

6
공공장소(집, 유치원, 식당)에서 인권 존중

방법 적용하기(조사)
사랑스러운 까마귀(동극)

3

7
빨간 볼 나도 모르게 시작된 왕따 이야기

(동화 듣기)
무지개물고기(동화 듣기)

파울의 놀리는 말과 협박, 따돌리기

인권문제 해결책 찾기(토론)
친구를 사귀려면(이야기나누기)8

친구 인권존중 언어가지 만들기(조사) 친구 옷 접기(미술)9

4

10 친구가 자꾸 놀려요(동화 듣기) 친구가 되고 싶어 (동화 듣기)

11
친구를 놀리는 말과 행동

인권문제 해결책 찾기(토론)
잘 할 수 있는 것이 달라요(이야기나누기)

12 내가 빌리라면 어떻게 해결할까?(언어) 너와 함께라면(동요)

5

13
나

와

가

족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동화 듣기 특별한 인형 나눔이(동화)

14
친구와 다른 점을 인정하는

인권문제 해결책 찾기(토론)
가족 간의 예절(이야기나누기)

15 친구들의 장점 갤러리(조사) 우리 가족 별명지어주기(언어)

6

16 왜 나만 혼나요?(동화 듣기) 다른 엄마가 필요해요(동화)

17
장난감을 발로 차고 빼앗는

인권문제 해결책 찾기(토론)
다양한 가족(이야기나누기)

18 우리 반 인권존중 규칙 만들기(미술) 자연물로 가족 꾸미기(미술)

7

19 빨간 머리 토리(동화 듣기) 국회의원이 된 양심이(동화 듣기)

20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토리, 토리를

존중하는 친구와 선생님(토론)
우리 동네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야기나누기)

21
친구야 너와 함께라면 동요

우리반 친구들과 함께라면(동요개사)
우리 동네 마크 꾸미기(미술)

(2) 부링(Bullying)동화 선정과정

본 연구의 부링(Bullying)동화 선정을 위하여 5세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2012)와 영·유아 독

서지 책둥이 80호 3월(2015)의 ‘2015년 책둥이 추천도서 230권’, 인터넷 서점 ‘YES 24’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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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와친구’, ‘가족’, ‘이웃’의 생활주제와 맞고 유아의 발달과 흥미에 적합하며 유아기 때 경험

할 수 있는 부링(Bullying), 또래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인권교육활동

으로 연결할 수 있는 동화를 27권을 연구자가 1차 선정하였다. 그런 후 유치원교사 5인, 유아교

육과 교수 2인, 유아교육 박사수료생 1인의 자문을 구해 유아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

며 부링(Bullying) 현상이 잘 드러나 있어 인권교육 활동으로 활용했을 때 유아들의 인권관련태도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동화 7권을 선정하였다. 통제집단의 동화 선정

은 통제집단 교사가 누리과정(2012)의 생활주제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3)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활동 구안

선정된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하여 유아들이 인권이 무엇인지, 상호 인권 존중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권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찾고 이

를 실제 적용해 볼 수 있는 확장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 활

동에 포함할 인권 교육내용 요소를 추출하기 위하여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김숙자,

김현정, 장윤정, 2008;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3;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2012; 이명준, 류재

택, 정우탁, 임현묵 2000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황성기, 1994) 학자들에 따라 인권의 내용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에 적합한 인권교육 관련 선행연구(김숙자, 김

현정, 장윤정, 2008; 조주랑, 2010)에서 가장 많이 채택된 기본적 권리, 평등의 권리, 자유의 권리,

경제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의 6개 구성요소를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

활동 목적이나 취지에 맞고, 유아의 발달 수준, 활동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부링(Bullying)동화

를 활용한 총 21개의 인권교육 활동 안을 구안하였다. 개발된 활동 안은 5인의 유치원 교사에게

실행가능성을 확인받은 후 유아교육과 교수 1인,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수료생 중 현장경력 5

년 이상인 2인에게 활동의 절차 및 내용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실험집단의 부링(Bullying)

동화 활용한 인권교육 활동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1차시 2차시 3차시

부링동화를 듣고 인권문제 찾기 인권문제해결책 찾기 인권문제해결책 적용하기

부링동화를 듣고 동화

속에서 인권문제 상황

찾아보기

토론을 통해 동화 속에서

찾은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토론

토론을 통해서 알게 된

문제해결 방법을

확장활동으로 적용하기

[그림 1] 부링(Bullying)동화 활용한 인권교육활동 절차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한 편의 부링 동화를 3차시에 걸쳐 적용하였다. 각 부링(Bullying)동

화를 활용한 1차시 활동에서는 부링 동화를 듣고 동화 내용을 파악하고 주인공의 문제들을 함께

공감하며 동화 속에 나오는 인권문제 상황을 찾아본다. 2차시에서는 1차시에 제기한 인권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활동을 안내한다. 즉 유아들은 인권문제에 대한 내

생각 표현하기,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방법들을 찾아내고 토론을 거쳐 최선의 해결책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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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기 활동에 참여한다. 3차시에서는 2차시 인권교육 활동을 통해서 찾아낸 문제해결 방법이나

정보를 유치원, 집, 공공장소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확장 활동에 참여하였다. 1차시는 대집단활

동으로, 2차시는 소집단으로, 3차시는 대소집단이나 개별 활동으로 융통성 있게 집단을 구성하

여 참여하도록 하였다.

한편 통제집단에서는 실험집단과 같은 일정으로 1차시에는 생활주제에 적합한 동화를 들려주

고 2차시에는 동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실시하며 3차시에는 동화내용 관련 확장활동을 실시

하였다. 실험집단의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활동을 <표 6>에 제시하고 <표 7>에는

한 동화에 대한 3개 차시의 실험집단 활동 안을 제시하였다. 활동안의 소요시간은 1회기 당

30-40분이 소요되었으며 10시30분에서11시10분의 오전시간에 실시하였다.

5)사후검사

사후검사는 사전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2015년 5월 26일∼5월 27일까지 2일간 실시하였다.

<표 6> 실험집단의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활동

주
회

기

생활

주제
활동내용

인권관련

태도요소

자아

존중감

요소

목표

1

1

나와

친구

심술 대마왕 정민수

(동화 듣기)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

경제권

정치권

유능감

소속감

가치감

동화 속에서 인권관련 문제를 찾고 의

견을 제시한다.(자유권, 유능감)

2

민수의 놀리는 말과 반

친구들의 따돌림

인권문제해결책 찾기(토론)

놀리는 말과 따돌림은 친구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임을 알고 서로를 존중

한다.(기본권, 평등권, 소속감)

3
등장인물에게 그림이나 글로

편지쓰기(언어)

민수와 친구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대안을 표현해본다.

(정치권, 경제권, 가치감)

2

4
뭐 어때! 내 맘이야

(동화 듣기)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유능감

소속감

가치감

통제감

동화 속에서 인권관련 문제를 찾고 의

견을 제시한다.(자유권, 유능감)

5

진수의 힘 행사하기,

공공장소에서 약속의 필요성

인권문제 해결책 찾기(토론)

친구, 가족, 이웃의 인권을 존중하는

행동을 알고 행동한다.

(기본권, 평등권, 사회권, 소속감)

6
공공장소(집, 유치원, 식당)에서

인권 존중 방법 적용하기(조사)

집, 유치원, 식당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

중하는 말과 행동을 하며 조절한다.(사

회권, 가치감, 통제감)

3

7
빨간 볼 나도 모르게 시작된

왕따 이야기(동화 듣기)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

정치권

유능감

소속감

가치감

통제감

동화 속에서 인권관련 문제를 찾고 의

견을 제시한다.(자유권, 유능감)

8

파울의 놀리는 말과 협박, 따돌

리기 인권문제 해결책 찾기

(토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태도를 기

르고 잘 들어준다.

(기본권, 평등권, 정치권, 소속감)

9
친구 인권존중 언어가지 만들기

(조사)

친구를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며 감정

을 조절한다.(기본권, 가치감, 통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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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계속

주
회

기

생활

주제
활동내용

인권관련

태도요소

자아

존중감

요소

목표

4

10
친구가 자꾸 놀려요

(동화 듣기)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

경제권

정치권

유능감

가치감

통제감

동화 속에서 인권관련 문제를 찾고

의견을 제시한다.(자유권, 유능감)

11
친구를 놀리는 말과 행동

인권문제 해결책 찾기(토론)

나와 친구의 인권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 행동한다.

(정치권, 평등권, 소속감)

12
내가 빌리라면 어떻게

해결할까?(언어)

친구가 놀릴 때 나는 어떻게 할지 적

절한 방법을 찾고 조절한다.

(자유권, 통제감)

5

13 나

와

가

족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동화 듣기)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

경제권

정치권

유능감

소속감

가치감

동화 속에서 인권관련 문제를 찾고

의견을 제시한다.(자유권, 유능감)

14
친구와 다른 점을 인정하는

인권문제 해결책 찾기(토론)

나의 장점을 찾아보고 자신을 존중하

는 마음을 갖는다.

(기본권, 평등권, 정치권, 소속감)

15 친구들의 장점 갤러리(조사)
친구의 장점을 찾아보고 서로를 존중

한다.(기본권, 경제권, 가치감)

6

16
왜 나만 혼나요?

(동화 듣기) 평등권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

유능감

소속감

통제감

동화 속에서 인권관련 문제를 찾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자유권, 유능감,)

17
장난감을 발로 차고 빼앗는

인권문제 해결책 찾기(토론)

교실에서는 규칙을 지키며 행동한다.

(사회권, 평등권, 소속감)

18
우리 반 인권존중 규칙

만들기(미술)

우리교실 인권존중 규칙을 만들어 보

고 지킨다.(정치권, 통제감)

7

19 빨간 머리 토리(동화 듣기)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

정치권

유능감

소속감

가치감

동화 속에서 인권관련 문제를 찾고

의견을 제시한다.(자유권, 유능감)

20
자신을존중하지않는토리,토리를

존중하는 친구와 선생님(토론)

서로 다른 외모의 다름을 인정하며 존

중한다.(평등권, 정치권, 소속감)

21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라면

(동요개사)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아름답게

표현한다.(기본권, 정치권, 가치감)

<표 7> 실험집단의 부링(Bullying)동화 활용한 인권교육 활동 계획안의 예

회기 1차시(4주) 2차시(4주) 3차시(4주)

활동명
친구가 자꾸 놀려요

(동화 듣기)

친구를 놀리는 말과 행동

인권문제 해결책 찾기(토론)

내가 빌리라면 어떻게

해결할까?(언어)

활동

목표

동화 속에서 인권관련 문제를

찾고 의견을 제시한다.

(자유권, 유능감)

나와 친구의 인권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 행동한다.

(정치권, 평등권, 소속감)

친구가 놀릴 때 나는 어떻게

할지 적절한 방법을 찾고

조절한다.(자유권, 통제감)

교육과정

관련요소

사회관계-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기

의사소통-동화 듣고 이해하기, 느낌, 생각, 경험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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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1차시(4주) 2차시(4주) 3차시(4주)

인권관련

태도요소

기본권, 평등권,

자유권, 정치권
자아존중감 요소 유능감, 소속감, 통제감

도

입

*동화책 소개하기

-제목 함께 읽어보기

-동화책 표지그림을 보며 동

화내용 추측하기?

*동화 속 인권 문제 상황

(동화 장면) 제시하기

-빌리의 가족그림 발표장면

-빌리가 자기이름을 못 쓰는 장면

*빌리의 해결방법 회상

-빌리의 해결방법을 이야기

나눈다.

전개

∙친구가 자꾸 놀려요 동화 듣기

∙동화 내용 회상해 보기

-빌리의 티셔츠 얼룩을 보고 프

레드가 어떤 말을 하였지?

-빌리의 가족그림을 보고 프레드

는 어떻게 말했었지?

-계속해서 놀리자 빌리의 마음이

어땠니?

-빌리는 프레드가 놀리는 것을

어떻게 해결했지?

∙동화 속에서 인권문제 상황

찾아보기

-계속 놀리는 말을 들은 빌리는

어떤 생각을 했지?

∙내 생각 표현하기

-(그림자료➀)을 보며 프레드가
빌리의 가족그림을 보고 어떤 말

과 행동을 했지?

-빌리의 마음이 어땠니?

-(그림자료➁)을 보며 빌 리가 이
름을 못 쓰자 프레드가 어떻게

말했지?

-빌리는 어떻게 행동했지?

∙문제를인식하고해결방법나누기

-프레드가 놀리는 말은 어떤 문제

가 있을까?

-놀릴 때마다 가만히 있는 빌리의

행동은 문제일까?

-프레드는 빌리에게 어떻게 말하

고 행동해야 할까?

-빌리는 프레드가 놀리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해결했지?

*빌리의 해결방법 나에게

적용하기

(2팀으로 동그랗게 앉기)

-주인공 이름은 뭐였지?

-밀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

니?

-빌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

지?

-빌리는 문제를 어떻게해결했

지?

-나라면 다른 해결 밥법은 뭐가

있을까?

*내가 만약 빌리라면 토의한 내

용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기

(개별)

마무리

∙동화책을 읽고 경험 나누기

-친구에게 놀리는 말을 들어

속상한 적이 있었니?

∙해결방법 요약하기

-친구가 나를 놀릴 때 나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내가 놀림을 받을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내가 만약 빌리라면

결과물발표하기

(대집단)

<표 7> 계속

4.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al Package Social Science)WI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먼저, 다변인 공변량 분석(MANCOVA)을 실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권

교육활동 여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인권관련태도과 자아존중감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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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부링(Bullying)동화를활용한인권교육활동이유아의인권관련태도에미치는영향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활동이 유아의 인권관련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다변인 공변량분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검증 결과(F = 3.08,

p > .05)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분산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권관련태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Wilks' Lamda는 .4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는데(F = 2.76, p < .01) 이는 두 집단의 인권관련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어떤 하위영역에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사전․사후 검사결과에 대해 공변량 분석(ANCOVA)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인권관련태도의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 결과,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 평균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인권관련태도 전체(F = 34.35, p < .001)와 하위영역인

기본적 권리(F = 6.62, p < .001), 평등의 권리(F = 21.43, p < .001), 자유의 권리(F = 6.33, p < .001),

경제적 권리(F = 4.09, p < .05), 정치의 권리(F = 10.75, p < .01), 사회적의 권리(F = 5.02, p < .05)에

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링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활동이 유아의

인권관련태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8> 인권관련태도의 사전․ 사후 점수 평균 및 공변량분석 결과

구 분 집단
사전M
(SD)

사후M
(SD)

조정M
(SE)

Source SS df MS F

기본적

권리

실험
10.50 11.70 11.73 공변량 2.35 1 2.35 7.21**

(2.18) (.5712) (.12) 집단 2.15 1 2.15 6.62**

통제
11.00

(1.29)

11.30

(.6569)

11.26

(.12)

오 차 12.05 37 . 32

전체 5306.00 40

평등의

권리

실험
16.95

(2.03)

19.00

(1.58)

18.94

(.40)

공변량 15.98 1 15.98 4.79*

집단 71.39 1 71.39 21.43***

통제
16.55

(2.39)

16.20

(2.19)

16.258

(.40)

오 차 123.21 37 3.33

전 체 12608.00 40

자유의

권리

실험
15.05

(2.83)

17.25

(2.46)

17.42

(.44)

공변량 48.61 1 48.61 12.39***

집 단 24.83 1 24.83 6.33*

통제
15.85

(2.39)

16.00

(2.02)

15.82

(.44)

오 차 145.13 37 3.92

전 체 11265.00 40

경제적

권리

실험
11.70

(1.96)

13.50

(1.70)

13.49

(.34)

공변량 21.26 1 21.26 9.06**

집 단 9.59 1 9.59 4.09*

통제
11.65

(1.63)

12.50

(1.67)

12.51

(.34)

오 차 86.73 37 2.34

전 체 6878.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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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집단
사전M
(SD)

사후M
(SD)

조정M
(SE)

Source SS df MS F

유능감 실험 39.60
(4.96)

47.45
(4.23)

49.14
(.89)

공변량 639.39 1 639.39 43.44***

집 단 346.24 1 346.24 23.52***

<표 8> 계속

구 분 집단
사전M
(SD)

사후M
(SD)

조정M
(SE)

Source SS df MS F

정치적

권리

실험
8.75

(2.24)

11.15

(1.13)

11.10

(.30)

공변량 25.30 1 25.30 13.80***

집 단 19.69 1 19.69 10.75**

통제
8.50

(2.09)

9.65

(1.89)

9.69

(.30)

오 차 67.79 37 1.83

전 체 4442.00 40

사회적

권리

실험
17.60

(2.56)

19.15

(1.38)

18.89

(.35)

공변량 54.80 1 54.80 21.86***

집 단 12.60 1 12.60 5.02*

통제
16.60

(2.21)

17.50

(2.41)

17.75

(.35)

오 차 92.74 37 2.50

전 체 13607.00 40

전체

실험
80.55

(7.99)

91.75

(5.15)

91.63

(1.01)

공변량 621.79 1 621.79 30.49***

집 단 700.62 1 700.62 34.35***

통제
80.15

(6.20)

83.15

(6.76)

83.26

(1.01)

오 차 754.50 37 20.39

전 체 308016.00 40

*p < .005, **p < .01, ***p < .001.

2.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 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친 영향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먼저 다변인 공변량분석(MANCOVA)을 실시하였다. Levene의 등분산 검증 결과(F = 0.72, p

> .05)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므로 두 집단의 분산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Wilks' Lamda는 .0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F = 5.11,

p < .01) 이는 두 집단의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자아존중감의 어떤 하위영역에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결과에 대해 공변량분석(ANCOVA) 검증을 실시하여 그 결과

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변인에 의해 수정된 사후 평균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전체(F = 51.91, p < .001)와 하위영역인 유능감(F = 23.52,

p < .001), 소속감(F = 32.11, p < .001), 가치감(F = 22.40, p < .001), 통제감(F = 16.80, p < .001)에서 실

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평균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

한 인권교육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9> 자아존중감의 사전․사후 점수 평균 및 공변량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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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계속

구 분 집단
사전M
(SD)

사후M
(SD)

조정M
(SE)

Source SS df MS F

통제 43.95
(5.53)

44.45
(6.66)

42.75
(.89)

오 차 544.50 37 14.71

전 체 85730.00 40

소속감,

실험 34.85
(4.91)

40.15
(4.06)

40.78
(.59)

공변량 319.43 1 319.43 46.54***

집 단 220.39 1 220.39 32.11***

통제 36.70
(3.48)

36.60
(3.69)

35.97
(.59)

오 차 253.91 37 6.86

전 체 59605.00 40

가치감

실험 26.10
(1.91)

28.15
(2.11)

28.25
(.33)

공변량 148.08 1 148.08 67.63***

집 단 49.04 1 49.04 22.40***

통제 26.35
(2.56)

26.15
(2.78)

26.04
(.33)

오 차 81.01 37 2.18

전 체 29754.00 40

통제감

실험 18.80
(1.98)

22.05
(1.79)

22.27
(.31)

공변량 20.74 1 20.74 11.16***

집 단 31.23 1 31.23 16.80***

통제 19.85
(1.38)

20.65
(1.22)

20.42
(.31)

오 차 68.75 37 1.85

전 체 18342.00 40

전체

실험 119.35
(10.08)

137.80
(9.98)

140.93
(1.54)

공변량 2922.80 1 2922.80 65.42***

집 단 2319.40 1 2319.40 51.91***

통제 126.85
(10.87)

127.85
(11.87)

124.71
(1.54)

오 차 1652.95 37 44.67

전 체 711265.0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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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활동이 만 5세 유아의 인권관련태도와 자

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들이 생활주제에 따

른 동화듣기, 이야기나누기, 확장활동으로 통합 활동을 실시한 통제집단 유아들 보다 인권관련태

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활동 유

아의 인권관련태도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관

련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 (김숙자, 김현정, 2010; 서정은, 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며 동화자료를 활용한 사회과 인권교육활동이 초등학생의 타인존중 가치와 태도에 효과적이

었다고 보고하는 염하나(2009)연구, 활동중심 인권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아동권리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최연숙(2005)의 연구, 아디다스 교수모형을 활용한 인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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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활동이 유아의 인권행동 함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희영(2015) 연구와 만4세를 유아를 대상으

로 실시한 다문화인권교육이 인권관련태도에 긍정적인 형향을 미쳤다는 유향선과 최현정(2014)

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링(Bullying)동화 속에서 나오는 친구들과의 갈등과 따돌림, 놀림, 나와 다름

등 인권문제 상황을 찾아보고 인권교육활동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빨간 볼 나도 모르게 시작

된 왕따 이야기’ 동화를 듣고 동화 속에서 친구들이 튀르의 빨간 볼을 보고 놀리는 장면, 파울이

힘으로 튀르와 친구들을 괴롭히는 장면을 소개하며 동화 속에 나오는 인권관련 말과 행동에 대

해 토론하여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하였다. 확장활동으로는 해결된 내용을 유아가 내면화하여 ‘친

구 인권존중 언어가지 만들기’활동으로 표상하였으며, 활동 내용으로 교실 안에서 친구를 존중

하는 언어로는 배려적인 말, 칭찬의 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말들을 인권존중 언어

로 표현하였다. 부링(Bullying)동화를 통한 구체적인 인권 존중의 말과 행동을 생각하고 적용하며

인권 감수성이 길러지는 이런 활동들이 유아의 인권관련태도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

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관련태도 향상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지만

앞으로의 인권관련태도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실험집단이 하위영역 모두에서도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났으며 평등의 권리, 정치

적 권리, 기본적 권리, 자유의 권리, 사회적 권리, 경제적 권리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평등

의 권리가 높은 점수를 얻게 된 것은 부링(Bullying)동화 속에서 만난 또래 친구들은 서로 싸우고

놀리기도 하지만 친구와 다툼이 생길 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면서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약속과 규칙을 지키고 협력하는 것이 평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리라 추정된다. 또한 “왜 나만

혼나요?” 부링(Bullying)동화의 확장활동으로 교실 안에서 해야 할 인권 존중 규칙은 빌려주기,

말로 해결하기, 친구 말을 들어주기, 블록에서 사이좋게 놀기, 정리정돈 잘하기 그 외에도 비켜주

기, 줄을 잘 서기, 사이좋게 지내기, 양보하기 등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

한 인권교육활동이 평등의 권리가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경험함으로 인권 의식이나 태도에 도움

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하위영역 중 정치적 권리는 김희영(2015)의 아디다스 교수모형을 적용한

유아의 인권행동 연구에서는 낮게 나타나서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부링

(Bullying)동화 속에서 친구들이 놀리는 말과 행동으로 괴롭힐 때, 친구가 장난감을 뺏고 신체적

으로 괴롭힐 때, 따돌리며 놀아주지 않을 때 인권 문제 해결방법으로“자기 마음을 표현해요. 용

기를 내서 말해요”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토론하였다. 이런 활동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정치적 권리의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어 유의한 점수를 얻었다고 사료된다. 하

위영역 중 경제적 권리가 가장 낮게 점수를 얻은 이유로는 경제적 권리의 내용은 직업선택의 자

유,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다루는 내용으로

부링(Bullying)동화의 내용 특성상 경제적 권리의 내용요소가 다른 하위영역 보다 낮게 경험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들이 생활주제별 동

화, 이야기나누기, 확장활동으로 통합 활동을 실시한 통제집단 유아들 보다 자아존중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집단의 자아존중감이 통제집단의 자아존중감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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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되어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활동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더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책을 활용한 인권교육활동이 유아의 자

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미나와 백현옥(2015)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유아는 동화책을 읽으며 다양한 체험으로 그런 경험이 자신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다

는 김이산(2004)의 연구와 동화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유아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공감

하고 잘 표현할 수 있다는 문용린 등(2005)의 연구는 본 연구를 지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

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활동은 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부링(Bullying)동화 속에 나오는 인권갈등 상황을 통해 자신의 소중

함을 알며 자신을 자랑스럽고 유능하며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인권교육 활동을 실시하였

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 부링(Bullying)동화를 듣고 동화 속에 나오는 부족한 다섯 친구의 잘

하는 점을 찾아보고 완벽한 친구의 부족한 점을 토론하는 인권교육활동을 실시하였으며, 확장활

동으로 ‘친구들의 장점 갤러러’ 활동을 표상하였다. 확장활동 내용으로는 친구들이 잘하는 것,

독특한 것,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을 장점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친구들이 조사한 나의 장점을 보

고 친구의 장점을 보며 나도 소중하고 함께 있는 친구도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

고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런 활동들이 유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링(Bullying)동화를 듣고 동화 속에서

인권문제 상황을 찾아보고, 인권문제 상황을 인식하며 문제해결방법을 찾아보는 인권교육 토론

활동을 실시하고 인권교육활동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유치원이나 집, 유아의 생활 속에서 적용

해보는 확장활동은 유아의 인권 의식이나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력을 높여줄 수 있다는 의미

에서 필요한 교육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유아교육현장에서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

교육활동은 인권관련태도와 소양을 기르는데 일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링(Bullying)동화를

통한 간접적인 다양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경험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방법을 모색하여 인권존중

의 가치를 유아 스스로 내면화하여 인권 감수성이 향상되고 인권관련태가 증진되며 자신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아존중감이 함양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만5세 유아에게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고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누리과정의 기본 구성방향 중 하나는 기본생활습관과 질서, 배려, 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이러한 목표와 기본방향

을 토대로 기본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링(Bullying)동화를 통한 인권교육활동이 일정 수준

의 인권에 대한 행동을 내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줄 아는 기본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03)의 유아 인권교육의 목표와 나에 대한 소중함을 기반으로 인권의 의미를 이해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2008)의 목표와 부합하고 있다.

유아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유아 인권교육은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인 인권의 기

본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문용린, 2003)하는 것이다. 이는 유치원에서 전개되는 누리과정의

목적 및 구성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기본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이 유아기에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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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할 인권교육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유아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

고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배려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부링(Bullying)동화를

통한 인권교육활동이 유아의 인권에 대한 행동을 함양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현장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을 실시

하지 않는 교사가 많은 이유는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실시된 적 없고 교사

양성교육을 받을 때 인권교육의 기회가 없었으며 현재 교육현장에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행

해지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정미라, 2003)지적하고 있다. 이에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인권

교육을 학습하고 실천해보려는 다양한 인권교육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과 유아교사의 올바른 인

권을 함양시키고 유아를 교육할 수 있는 연수 등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유아교육현장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유아가 올

바른 인권을 형성하고 인권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유아 개개인

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의 부

족으로 연구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였으며 이는 유아교사들이 부링(Bullying)

동화를 활용하여 인권교육활동을 운영하는 절차 및 방법에 익숙하지 않음을 반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현장 교사들이 참고 할 수 있는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제공 및 전 교육과정을 걸쳐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운영될 수 있는 인권교육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만5세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이므로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확대된 대상을 선정하여 연구결과를 재검증 할 필요가 있다. 실험 후 통제집단에

게도 부링(Bullying)동화를 활용한 인권교육활동을 실시하여 인권관련태도 및 자아존중감의 향상

과 연구결과의 재검증 실시 및 검토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단기간 이루어

진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인권관련태도 증진에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인권

교육활동을 실시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반응을 살펴 볼 수 있는 유아의 장기간의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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