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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의 영화기반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 창의·인성 
증진에 적합한 교육용 영화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영화전문가와 교육전문가는 자아정체감, 창의성, 인성 구성
요소에 따라 영화를 분류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자아 정체감 하위요소와 창의적 교육요소 및 인성 교육
요소에 따라 분류된 영화는 직업 8편, 종교 7편, 정치 6편, 철학적 생활양식 7편, 우정 8편, 이성교제 8편, 성역할 7편, 

여가활동 8편 등 총 59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증진을 위한 교육용 영화를 선정을 위해 사용
된 델파이 기법에 의한 영화전문가와 교육전문가들의 적합성 검증은 본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었다. 

주제어 : 창의·인성, 교육콘텐츠 개발, 예비유아교사, 델파이 기법, 영화선정

Abstract  This study is to select educational films suitable for enhancing creativity and personality in order to 
develop educational contents aimed at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First, three film critics based on 
sub-elements of ego-identity selected final 59 films. Next, three education experts classified the 59 films into 
small groups based on components each for creativity and personality. As a result, first, films classified 
according to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sub-elements of ego-identity, educational components for 
creativity, and educational components for personality were 8 in job, 7 in religion, 6 in politics, 7 in 
philosophical life style, 8 in friendship, 8 in relationship, 7 in gender role, and 8 in leisure activity. Second, 
verifying suitability of film critics and education experts using Delphi method in order to select educational 
films to enhanc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creativity and personality based on films was effective in 
increasing validity of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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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창의성과 인성은 21세기 미래 교육에서 매우 요한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다. 창의성은 로벌 시  핵심 역

량으로 지속 으로 꾸 히 강조된 개념이었는데, 최근 

이러한 창의성과 인성의 두 교육의 유기  결합을 통해, 

인성개발이 곧 창의성 개발로 이어지는 상호동반 효과에 

한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세상의 모

든 것이 그 듯이 창의성 한 그것을 소유한 사람이 어

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흉기가 되기도 하고, 생명을 살

리는 수술용 칼이 되기도 한다. 최근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인간 인 창의성이라

는 이름하에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의 정  사례들을 

수집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능했던 인성요소, 

환경요소를 추출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1].

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이 주된 교육목표로 제시하 다. 

교육기술과학부에서 발표한 2009 창의·인성교육 기본방

향에서는 앞으로 학생들이 마주치게 될 미래 사회가 지

식기반과 정보화를 통해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이 통합되

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망하고 있으

며 21세기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해 ‘통합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인재양성에 극 인 학교 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2]. 이처럼 미래 교육의 본질이자 

궁극 인 목표인 창의·인성교육은 크게 네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다[3]. 첫째, 창의·인성교육은 재 등 특정 학

생만을 한 한정된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상으

로 이루어지는 포  교육으로, 자신의 이해부터 타인

에 한 심과 배려, 환경 등  지구  문제의 창의

인 해결 노력까지 포 하고 있다. 둘째, 창의·인성교육은 

일부 교과나 활동에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활

동, 창의  체험활동, 가정교육 등을 통해 유아 단계에서

부터 종합 으로 함양해야 하는 자질 교육이다. 셋째, 창

의·인성교육은 부정  이미지의 행 인 교육이 아니라 

즐거움, 스스로, 요한 등 정  이미지의 미래형 교육

으로,  사교육의 존재 기반을 근원 으로 제거하고 공

교육 정상화를 주도하는 교육이다. 넷째, 창의·인성교육

은 창의성과 인성을 동시에 함양하는 교육으로, 창의성

과 인성은 개방성 등과 같이 그 구성요소 자체가 같거나, 

동능력 향상 등과 같이 인성 개발이 곧 창의성 개발로 

이어지는 상호 동반 효과가 큰 둥이 자질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과 인성을 독립 인 것

들이 아닌 유기 으로 결합된 것으로 본다. 독립 이라 

함은 창의성과 인성이라는 개념 속에는 서로 섞이지 않

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결합되었다는 것은 두 개

념이 상호 조화롭게 공동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를 들어, 창의성의 한 속성인 독창성과 인

성의 속성인 배려의 경우 둘은 상당히 독립 인 개념으

로 서로 공존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독창성

을 개인의 사고 과정의 창의  소산물이라고 보고 배려

를 조직 내 구성원을 존 하는 분 기라고 한다면, 교육

이라는 틀에서 독창성과 배려를 함께 개발될 수 있을 것

이다. 이러한 창의성과 인성을 결합하는 학문  움직임

과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인성교육을 본격 으로 

실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에게 창의성

의 함양뿐 아니라 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마음가

짐을 심어주는 것은 한국사회의 미래 발 을 해서 매

우 시 한 과제이다.   

한편 화는 인간의 감각에 문자보다 더 직 으로 

호소할 수 있어 심을 끌기 쉽다. 한 이야기의 틀 안

에 추상 인 교육 상과 문제를 녹여내어 교육실천을 담

아낼 수 있으며, 실과 거리를 두고 객 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비 의 기회를 다[4]. 그리고 화는 

술 활동과 학문 활동을 통합시킬 수 있는 효과 인 교육

방법이며 교수매체가 될 수 있다. 즉 화는 몰입  특성

으로 학생들로 하여  감정이입을 가능하게 해 주며, 기

존의 교수법과 달리 수업 방식에 한 지평을 넓  다

[5]. 구체 으로 화가 효과 인 교수-학습에 합한 이

유는 다음과 같다[6]. 첫째, 화의 직 이고 구상  

근 방법은 상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실을 완

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창조 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즉 창의성이나 상상력을 길러  수 있다. 둘째, 주

로 인성 발달과 련하여 동심, 책임감, 소속감, 자신감 

 성취감 등이 길러질 수 있다. 셋째, 상매체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지닌 시청각 매체로, 움직임을 수반하는 

상 언어는 주의를 집 시켜 주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효과가 있다. 화 속에서의 움직임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여러 가지 속도로 변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

생물까지도 움직임을 부여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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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움직임은 주의력을 집 시키며 실성을 높여 주고 

심리 인 요인을 조 해 으로써 교육에 있어 지식뿐만 

아니라 정서  측면의 고취를 해서도 효과가 크다. 넷

째, 상매체는 여러 가지 약호를 통해서 실제 상을 생

생하게 달하고 표 할 수 있다. 즉, 상매체는 특정 목

을 달성하기 해 여러 가지 약호들-색채, 음성, 문자, 

해설, 카메라의 움직임, 편집 등-을 기능 으로 구조화시

킬 수 있다. 이처럼 화는 술  장르를 통해 학습을 

하면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으며, 언어  시

각  사고를 통해 표 력을 풍부하게 하고, 모둠작업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동심을 기를 수 있다. 무엇보다

도 회화, 문학, 연극, 음악, 무용, 건축 등의 요소들이 포

함되어 있는 종합 술로서 세상을 보는 다양한 을 

통해 통찰력을 키우며, 삶에 한 통합 인 사고를 확장

시킬 수 있다. 결과 으로 화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

울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차 개인주의화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성을 길러주는 효과 인 종합매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

텐츠 개발을 해서 화의 이 을 극 으로 활용하

고자 한다.

델 이 기법은 완 하고 엄 한 이론  체계를 갖추

지 못한 분야에 해 문가의 단과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추정하는 효과 인 방법이며, 각 분야 문가들

의 지식을 효과 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7][8][9]. 델 이 기법은 일반 인 설문조사 방법과 

의회 방법의 장 을 결합시킨 것으로 문가들로 구성

된 델 이 패 들에게 특정한 질문내용을 설문지 형식으

로 묻는 차를 반복 으로 실시하되, 회의 설문조사

에 한 체 참여자들의 평균 인 반응을 참고하여 다

음 회의 응답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 한 장소에 

모이기 힘든 문가들을 동시에 참여시킬 수 있고, 문

가의 참여를 통한 정보의 질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익명성의 보장으로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하며, 조

사과정에서 략 인 결과 확인  단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10].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재 화  교

육 문가를 상으로 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발을 한 화선정 연구에 문  지식을 

기 로 하면서, 보다 장 용 가능성이 높은 합의 을 

도출해내기 해서는 델 이 조사방법이 한 것으로 

단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한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발을 한 기 연구로, 이

를 해 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증진에 합한 교육

용 화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해 화선정의 기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토 로 교육  화 문가

들의 직 과 의견을 수렴하는 델 이 방법을 사용해서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문제 1. 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

츠 개발을 한 화선정  내용 분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

츠 개발을 해 선정된 화의 내용타당

도  사회  타당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

츠 개발을 위한 영화선정 및 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발을 

한 화선정  내용 분석을 해 2단계의 차를 수행하

다{그림 1]. 먼  1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목 에 해 

설명하고 학생의 자아정체감의 하  요소(직업, 종교, 

정치, 철학  생활양식, 우정, 이성교제, 성역할, 여가활

동)에 따른 화선정의 기 과 구성 요소에 한 조작  

정의, 그리고 한국인이 선호하는 화목록 100편의 목록

과 100편에 한 각각의 요약본을 국내 화 문가 3인

에게 제공하 다[11][12]. 국내 화 문가 3인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본 연구자들이 

비한 화목록과 문가 본인이 알고 있는 화  본 

연구 취지에 부합하는 화를 추가한 후, 문가의 합의

과정을 거쳐 학생의 자아정체감의 하  요소에 가장 

합한 화를 59편을 선정하 다. 2단계에서는 2013년 3

월부터 6월까지 교육 문가 3인이 1단계에서 제시된 직

업 8편, 종교 7편, 정치 6편, 철학  생활양식 7편, 우정 

8편, 이성교제 8편, 성역할 7편, 여가활동 8편 등 총 59편

의 화를 창의  구성 요소(인지  요소, 성향  요소, 

동기  요소)와 인성 구성 요소(인간 계, 인성 단력)

에 따라 분류된 설문지에 체크하 다. 이를 해 창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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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문가 3인은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죽은 시인의 사

회, 간장선생, 리틀부다, 델마와 루이스, 샤이 등 다섯 편

의 화를 가지고 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해 

찰자 훈련을 실시하 다. 즉 제시된 다섯 편의 화를 각

자 보고 체크한 후 찰자간 신뢰도를 구하 다. 세 사람

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함께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더해 찰자간 신뢰도가 70% 이상 일

치할 때까지 연습하 다. 

[Fig. 1] Film selection step

2.2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

텐츠 개발을 위해 선정된 영화의 내용타

당도 및 사회적 타당도

2.1.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발을 한 

화선정  내용 분석에 따라 최종 완성된 59편의 화목

록에 한 사회  타당도를 알아보기 해 교육  장

문가 12인을 상으로 델 이 조사를 실시하 다. 본 

연구 상은 재 학에서 멀티미디어 련 강의를 하거

나 멀티미디어 련 연구나 창의성과 인성 련 논문이

나 서로 출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연구자가 임의

로 선정하여 사 승낙을 받은 6명의 교육 문가와 석사

학  이상의 학력과 최소 7년 이상의 장경험을 갖춘 

화에 심이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6명을 선정하

다.

2.1.2 조사절차

본 연구는 12명의 문가를 상으로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델 이 조사를 실시하 다. 패  

개인별로 연구의 목 에 해 설명하고 사 승낙을 구하

다. 참가가 결정된 패  개인별로 이메일을 통해 최종 

완성된 화목록과 화요약본, 그리고 용어의 조작  

정의가 포함된 조사 설문지를 배부  회수하 다. 패

들이 설문에 해 궁 한 이 있을 경우 직  화통화

를 하거나 개별 면담을 통해 해결하 다.  

2.1.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질문지의 각 항목별 응답내용에 한 평

균  표 편차,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구

하 다. 문항의 평균값이 해당 역의 평균값보다 낮거

나 변동계수가 0.8 이상인 경우 문항을 삭제하 다. 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내용 타당도 비율(Content 

Validity Rate: CVR)을 산출하 다. 내용타당도 비율값

은 유의도 .5수 에서 최종 응답 문가 인원이 12명이었

으므로, Lawshe(1975)가 제안한 최소값 .56 이상인 항목

만이 내용타당도가 있다고 단할 수 있다[8][13][14]. 자

료 분석을 한 통계처리는 SPSS 18.0을 이용하 다. 

 

3. 연구결과 및 분석 

3.1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

텐츠 개발을 위한 영화선정 및 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에서 제시한 세 가지 하 요인을 

기 으로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발을 한 화 

선정  내용 분석을 해 2단계의 차를 수행하 다. 

먼  1단계에서는 본 연구의 목 에 해 설명하고 학

생의 자아정체감의 하  요소(직업, 종교, 정치, 철학  

생활양식, 우정, 이성교제, 성역할, 여가활동)에 따른 

화선정의 기 과 구성 요소에 한 조작  정의, 그리고 

한국인이 선호하는 화목록 100편의 목록과 100편에 

한 각각의 요약본을 국내 화 문가 3인에게 제공하

다[11][12]. 국내 화 문가 3인은 2013년 3월부터 5월까

지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본 연구자들이 비한 화목

록과 문가 본인이 알고 있는 화를 추가한 후, 문가

의 합의과정을 거쳐 학생의 자아정체감의 하  요소에 

가장 합한 화를 59편을 선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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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figuration element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promotion program

2단계에서는 2013년 6월부터 8월까지 교육 문가 3인

이 총 59편의 화를 창의  구성 요소(인지  요소, 성향

 요소, 동기  요소)와 인성 구성 요소(인간 계, 인성 

단력)에 따라 창의·인성 구성요소에 따른 내용 분석을 

하 다. 이를 해 창의·인성 문가 3인은 2013년 3월부

터 5월까지 죽은 시인의 사회, 간장선생, 리틀부다, 델마

와 루이스, 샤이 등 다섯 편의 화를 가지고 찰자간 신

뢰도를 산출하기 해 찰자 훈련을 실시하 다. 다섯 

편의 화를 각자 보고 체크한 후 찰자간 신뢰도를 구

하 다. 세 사람의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함

께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더해 찰자간 신뢰도가 

70% 이상 일치할 때까지 연습하 다. 최종 찰자간 신

뢰도는 죽은 시인의 사회 80%, 간장선생 85%, 리틀부다 

83%, 델마와 루이스 88%, 샤이 79%로 평균 83%이고, 범

는 79%에서 88%로 나타났다. 세 명의 교육 문가는 인

지  요소, 성향  요소, 동기  요소, 인간 계, 인성 

단력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하고, 세 명  2명 이상 선택

한 요소를 최종 선정하 다. 2명 이상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요소에 해서는 의견조율을 통해 합의를 이끌었다. 

3.2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

텐츠 개발을 위해 선정된 영화의 내용타

당도 및 사회적 타당도

본 연구는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발을 한 

화 선정기   내용 분석에 따라 최종 선정된 59편의 

화목록에 한 내용타당도  사회  타당도를 확보하기 

해 델 이 조사를 진행하 다. 일반 으로 패 들의 

안정  응답과 합의를 이끌어내기 해서는 3차례 정도

의 반복조사가 합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5]. 본 연구의 

델 이 조사 역시 교육  장 문가 12인을 상으로 

3차례에 걸쳐 실시하 다[표 1].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차 델 이에서 선생 김

두(M=3.50, CVR=.33),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M=3.75, CVR=.33),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M=3.58, 

CVR=.00)는 해당 역의 평균값보다 낮고, 내용타당도 

비율값이 .56 미만으로 삭제되었다. 2차와 3차 델 이에

서는 에 띄게 평균값이 낮거나 내용타당도 비율값이 

.56 미만인 경우가 없었다. 따라서 3차에 걸쳐 문가 간

의 상당한 수 의 의견일치를 보인 것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델 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3차 델

이까지 진행한 결과 직업 7편, 종교 6편, 정치 6편, 철학

 생활양식 7편, 우정 7편, 이성교제 8편, 성역할 7편, 여

가활동 8편으로 총 56편이 선정되었다. 

표 1에 제시된 3차 델 이 결과에 따르면 직업의 경우, 

문항들 평균의 범 는 4.01에서 4.33 사이 고 표 편차

의 범 는 .33에서 .67 사이 다. 종교의 평균은 4.00에서 

4.33 사이로 나타났고 표 편차의 범 는 .45에서 .77 사

이 다. 정치의 경우는 평균이 4.00에서 4.58 사이 고 표

편차의 범 는 .48에서 .60 사이로, 그리고 철학  생활

양식의 평균은 4.01에서 4.58 사이 고 표 편차의 범

는 .30에서 .58 사이로 정리되었다. 

우정의 경우는 평균이 4.00에서 4.33 사이 고 표 편

차의 범 는 .45에서 .79 사이로, 이성교제의 평균은 4.08

에서 4.67 사이 고 표 편차의 범 는 .35에서 .67 사이

로 나타났다. 성역할의 경우에 평균은 4.00에서 4.67 사이

고 표 편차의 범 는 .45에서 .65 사이로, 여가활동의 

경우는 평균이 4.01에서 4.67 사이 고 표 편차의 범

는 .45에서 .67 사이로 정리되었다. 이처럼 문가들의 의

견을 수렴하는 델 이 조사를 3차에 걸치면서 문가의 

의견이 상당부분 수렴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의·인성 증

진 교육콘텐츠 개발에 한 내용타당도  사회  타당

도의 증거를 확인하 다. 

4. 결론 및 요약 

본 연구에서는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한 창의·인

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발을 한 기 연구로, 이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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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증진에 합한 교육용 화를 

선정하고자 하 다. 먼  화선정의 기 을 명확히 한 

후 이에 따라 화를 선별하고, 창의성과 인성 교육요소

에 따라 화 내용을 분석하 다. 이를 토 로 교육  

화 문가들의 직 과 의견을 수렴하는 델 이 방법 등

을 사용해서 선정된 화의 사회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 다. 연구문제를 심으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

발을 한 화선정  내용 분석을 한 결과, 학생의 

자아 정체감 하 요소와 창의성 교육요소  인성 교육

요소에 따라 분류된 화는 직업 8편, 종교 7편, 정치 6편, 

철학  생활양식 7편, 우정 8편, 이성교제 8편, 성역할 7

편, 여가활동 8편 등 총 59편으로 나타났다. 한 자아정

체감의 하  유형으로 묶인 화들을 창의성 교육요소와 

인성 교육요소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유형별로 

타 유형들과 차별되는 내용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아정체감 하 요소의 주제에 따라 

을 맞추는 창의성  인성 교육요소가 달라지는 것

을 고려하여,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발 시 한쪽 

측면의 요소만 집 으로 계발시키기 보다는 다양한 창

의성  인성 교육요소를 계발시킬 수 있도록 화선정

에부터 이와 련된 분석이 이루어져야함으로 시사한다. 

먼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발을 한 화선

정 시 창의성 교육 요소와 인성 교육요소, 그리고 자아정

체감을 선정기 으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창의성과 인

성이 혼합된 근으로 Moon과 Choi(2010)의 창의·인성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독자 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  결합을 통해 올바른 인성과 도

덕  단력을 구비한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 

규정하 다[16]. 나아가 “창의성의 배양과 발휘를 진하

는 사회문화  가치와 풍토 조성”까지 아우르는 교육이

라고 구체 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인성 교육을 따로따로 진행하지 않고 함께 공존시

키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 단하 다. 둘째, 본 연구에

서의 상인 비 유아교사 역시 학생으로 그들이 발

달단계상 당면한 문제를 주제로 삼고자한다. 즉, 학생

의 주된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 발달과 계되기에, 자

아정체감을 측정할 수 있는 Bennion과 Adams(1986)의 

척도를 참고하 다[17]. 구체 으로 이들의 객  자아

정체감 지  척도(EOMEIS-2)는 자아정체감을 크게 

념  정체감과 계  정체감으로 구분하고, 념  정

체감의 직업, 종교, 정치  철학  생활양식 등 4개 역

과 계  정체감의 우정, 이성교제, 성역할  여가활동 

등 4개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을 생계를 유지하기 하여 자신의 성과 능

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로 정

의할 수 있는 ‘직업’, 신이나 자연 인 자 는 힘

에 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

의 궁극 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인 ‘종교’,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

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 의 역할로 정의된 ‘정치’, 

자신의 경험에서 얻은 인생 , 세계 , 신조에 따라 생활

하는 방식인 ‘철학  생활양식’, 친구 사이의 정으로 친한 

친구와 깊숙한 속마음과 느낌을 공유하는 ‘우정’, 남과 여

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것으로 배우자 선택이라

는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성교제’, 일반 으로 한 개

인이 그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남자 는 여자로 특징지

어질 수 있는 여러 특성, 이를테면 행동양식, 태도, 가치

  성격특성을 의미하는 ‘성역할’, 일이나 공부 따 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시간 는 그 시간을 이용하

여 쉬거나 노는 일인 ‘여가활동’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

으로 화를 선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화 선정에 있어서 비유아교사들의 요구도를 조사한 결

과, 부분의 학생들은 오락성과 흥미에만 을 두

어 화를 선정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에서 볼 때, 교육용 

컨텐츠 개발에 있어 화 선정 시 창의성, 인성 그리고 

자아정체감의 각 하 요소들을 토 로 이루어진 것은 바

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18].  

한편, 본 연구에서는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발

을 해 교육과 화와의 융합교육을 모색하 다. 일반

으로 융합교육은 단순히 교과간의 공통 인 역을 탐

색하거나 조각 지식들을 모으는 것을 뛰어 넘어 여러 교

과의 내용을 다양하고 폭넓게 제공한다. 특히 미디어는 

정체성 형성과정에 향을 주며, 화를 통한 교육은 자

신의 인격에 한 인성 교육으로, 교육과 화와의 융합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타인과의 의사소통능력, 학습내용

의 이해력 증진, 표 력 향상, 동기  흥미 유발 등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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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19]. 화가 지닌 이러한 교

육  가치를 한 창의·인성 증진을 한 로그램개발에 

활용한다면 비유아교사들은 창의 인 사고력과 상상

력을 지닌 인재, 자발 , 능동 , 통합 으로 학습하는 능

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분의 화

가 교육을 해 제작되기 보다는 상업성을 바탕으로 제

작되었기 때문에 화를 교재화하거나 교육 인 목표로 

환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험성이 존재한다. 이러

한 이유로 재 화와 타 교과 간 융합에 한 연구와 

자료는 양 , 질 으로 매우 미비하고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 인 내용을 다루는 화에 한 문제는 앞

으로 교육학 인 수 으로 한 차원 더 높여져야 한다. 

화의 교육 인 혹은 반교육 인 내용 가운데서 교육학

인 의미를 확 하고 재생산한다는 것은 이 부문에 종사

하는 교육학자, 교육학도의  다른 몫이라고 단된다. 

를 들어, 화와 같은 상자료를 교수-학습 자료로 이

용하기 해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이 교수가 자료를 선

택하는 분명한 기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는 향후 교육과 화를 통합 융합연구에 기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발을 

한 화 선정기   내용 분석에 따라 최종 선정된 59

편의 화목록에 한 내용타당도  사회  타당도를 

확보하기 해  델 이 조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

는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발을 한 화 선정연

구가 무하기에 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내용타당

도와 사회  타당도의 증거를 확인하 다. 특히 비유

아교사의 창의·인성 증진을 한 교육용 화와 련된 

선행연구나 문헌연구가 무한 상황에서 잘못된 화 선

정과정은 자칫 연구자들의 독단 인 단이나 선입견에 

의해 객 성을 잃을 수 있었다. 하지만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발을 해 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증진

에 합한 교육용 화를 선정하기 해 화 문가와 

교육 문가를 통한 화선별작업을 거쳐 12명의  다른 

문가 집단을 통한 델 이 조사 방법을 통해 다양한 

역의 련 문가들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함으로써 본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

먼  델 이 조사에서 연구 상 수는 통계  타당도

보다는 상 집단의 역동성과 련된다. 따라서 10~18명

의 문가 집단으로 구성하면 합하기에, 본 연구에서

는 재 학에서 멀티미디어 련 강의를 하거나 멀티

미디어 련 연구나 창의성과 인성 련 논문이나 서

로 출 하고 계시는 교수님들  연구자가 임의로 선정

하여 사 승낙을 받은 6명의 교육 문가와 석사학  이

상의 학력과 최소 7년 이상의 장경험을 갖춘 화에 

심이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6명 등 12명의 문가 

집단을 선정 후 이들을 상으로 3차에 걸친 델 이 조사

를 진행하 다. 

델 이 조사는 1960년  이후부터 산업, 정책, 지역계

획 등 그 활용 범 가 넓어지기 시작하 고 교육 분야에

도 리 활용되고 있다[20]. 델 이 조사는 ‘두 사람의 의

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계량  객 의 원

리와 ‘다수의 단이 소수의 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

 의사 결정의 원리에 논리  근거를 두고 있다[8]. 델

이 조사는 측 가능한 문제나 사회 으로 개념이 정립

되지 않은 문제 등에 한 그 분야의 문가의 의견을 모

아 합의 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

텐츠 개발을 해 화를 활용한 연구가 무한 실정에

서 문가 집단을 통한 합의도출을 한 델 이 조사는 

매우 합하다고 여겨진다[14]. 그리고 델 이 조사에서 

가장 요한 것은 문가 집단의 패 의 선정이다[21]. 

참가자의 문성과 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연구 분야별 문가를 연구자가 직  선정하기도 하며, 

련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추천 원을 먼

 선정하고 그 추천 원에게 패  추천을 의뢰하여 구

성하기도 한다[22]. 본 연구에서는 자의 방법으로 화

에 심이 많은 학의 교육 련 학과 교수진과 화에 

심이 일정 수  이상의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무 

경력과 학력을 갖춘 장 문가로 구성하 다. 

하지만 델 이 조사는 여러 장 과 함께 질문지 조사

법이 지니고 있는 결함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단 이 있

다. 구체 으로 참여 문가들의 의견이 얼마나 성실하

고 신뢰로운 것이냐의 문제, 델 이 조사는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 방법으로 인해 조사과정을 끝내는 데 비교  

긴 시간이 소요됨에 다라 사고의 흐름을 해할 수 있는 

문제, 잘못된 패  선정 시 연구결과가 오염될 문제, 패

간의 직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없기에 이  차수의 

통계  결과에 다소 무의식 으로 따라가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델 이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

에 한 신뢰성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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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련 선행연구가 무하고 

사회 으로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에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델 이 조사가 가장 합한 것으

로 단된다.  이상의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먼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창

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발을 해 화의 강 을 활

용한 교육- 화와의 융합교육을 모색한 에서 큰 의의

가 있다. 둘째,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발을 해 

화선정의 기 을 제시한 에서도 의의가 있다. 셋째, 

기존 연구가 문한 실정에서 내용타당도와 사회  타당

도의 증거를 확인하기 해 12인의 문가를 상으로 

델 이 조사를 통해 의견 수렴방식을 채택한 은 유사 

주제를 다루는 다른 연구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후속 연구를 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 

개발을 한 기 연구로 이에 맞는 선정기 을 세우고, 

이러한 기 에 맞는 화를 선정하고, 선정된 화의 내

용을 분석한 기 연구이다. 그러나 비유아교사들의 흥

미나 요구를 반 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와 비유아교사들의 요구도 조사 

결과를 토 로 실제 창의·인성 증진 교육콘텐츠를 개발

하고 이를 활용하는 연구가 시 히 요구되는 바이다. 둘

째, 창의·인성 증진의 문제는 비단 비유아교사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므로 향후에는 연령과 상을 달리하

고 이들 발달수 에 합한 로그램 개발도 요구되는 

바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화를 선정함에 있어 자아

정체감, 창의성, 인성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화를 분

류하 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각기 다른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화선정 기 을 마련하여 이를 토 로 다양한 

화-교육 융합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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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o Identity Title
1st Delphi 2nd Delphi 3rd Delphi

M SD V CVR M SD V CVR M SD V CVR

1. 

Job

3 Idiots(2011) 4.25 .45 .11 1.00 4.17 .53 .13 .77 4.32 .35 .08 1.00

Teacher Mr. Kim(2003) 3.50 .72 .21 .33

The Devil Wears Prada,(2006) 4.25 .62 .15 .83 4.00 .49 .12 .77 4.17 .45 .11 .83

Dead Poets Society (1989) 4.25 .62 .15 .83 4.08 .67 .16 .67 4.33 .49 .11 1.00

Wall Street: Money Never 

Sleeps(2010)
4.08 .67 .16 .67 4.08 .79 .19 .67 4.01 .58 .15 .72

A Happy Flight(2008) 4.08 .79 .19 .67 4.02 .67 .17 .77 4.17 .63 .15 .77

The King's Speech

( 2010)
4.00 .60 .15 .62 4.01 .58 .15 .72 4.08 .67 .16 .67

13 Going On 30(2004) 4.25 .45 .11 1.00 4.33 .35 .08 .81 4.33 .33 .08 1.00

2. 

Religion

Mandala(1981) 4.08 .56 .19 .67 4.02 .67 .17 .77 4.00 .55 .14 .79

Why Has Bodhi-Dharma Left For 

The East?

 (1989)

3.75 .62 .17 .33

Ben-Hur(1959) 4.17 .72 .17 .67 4.25 .75 .18 .67 4.33 .77 .18 .67

Seven Years In Tibet

(1997)
4.28 .45 .11 .63 4.00 .85 .21 .57 4.17 .66 .16 .67

Life of Pi(2012) 4.42 .67 .15 .72 4.32 .35 .08 1.00 4.25 .45 .11 1.00

The Ten Commandments

(2007)
4.01 .58 .15 .50 4.00 .55 .14 .67 4.08 .67 .16 .67

Of Gods And Men(2010) 4.08 .79 .20 .67 4.02 .67 .17 .77 4.25 .62 .15 .83

3. 

Politics

Schindler's List

(1993)
4.67 .65 .14 .83 4.17 .45 .11 .83 4.25 .48 .11 1.00

Masquerade(2012) 4.17 .83 .20 .67 4.08 .64 .16 .67 4.33 .49 .11 1.00

Joint Security Area

 (2000)
4.33 .49 .11 1.00 4.25 .62 .15 .83 4.25 .45 .11 1.00

Wag The Dog(1997) 4.02 .67 .17 .77 4.08 .67 .16 .67 4.00 .55 .14 .67

Good Night, And Good Luck(2005) 4.25 .60 .14 .63 4.33 .79 .18 .67 4.58 .49 .11 .77

May 18(2007) 4.33 .78 .18 .67 4.01 .58 .15 .72 4.00 .60 .15 .70

4. 

Philosophical 

life style

All About My Wife

(2012)
4.17 .63 .15 .77 4.00 .55 .14 .77 4.17 .39 .09 1.00

The Way Home(2002) 4.42 .51 .12 1.00 4.33 .35 .08 .81 4.58 .49 .11 .77

Too Young To Die (2002) 4.08 .64 .16 .67 4.00 .85 .21 .57 4.08 .30 .07 .73

Les Miserables(2012) 4.67 .65 .14 .83 4.25 .75 .18 .67 4.42 .51 .12 1.00

The Taste Of Others

(1999)
4.08 .67 .16 .67 4.00 .55 .14 .77 4.01 .58 .15 .72

Tokyo Story(1953) 4.33 .49 .11 1.00 4.33 .65 .15 .83 4.17 .54 .13 .70

The Bucket List(2007) 4.50 .52 .12 1.00 4.67 .65 .14 .83 4.42 .51 .12 1.00

5. 

Friendship

Kids Return(1996) 4.00 .55 .14 .67 4.00 .60 .15 .62 4.17 .46 .11 .82

Stand By Me(1986) 4.44 .67 .15 .70 4.17 .66 .16 .67 4.33 .79 .18 .67

Where Is The Friend's 

Home?(1987)
4.33 .35 .08 .81 4.25 .62 .15 .83 4.01 .58 .15 .72

Mystic River(2003) 4.17 .43 .10 .70 4.08 .64 .16 .67 4.08 .67 .16 .67

Cinema Paradiso(1988) 4.08 .67 .16 .67 4.17 .45 .11 .83 4.00 .55 .14 .67

Untouchable(2011) 4.42 .51 .12 1.00 4.25 .62 .15 .83 4.25 .45 .11 1.00

Sunny(2011) 4.17 .63 .15 .67 4.01 .58 .15 .72 4.00 .60 .15 .62

West Side Story(1961) 3.58 .90 .25 .00

6. 

Relationship

Titanic(1997) 4.17 .39 .09 1.00 4.25 .62 .15 .83 4.28 .45 .11 .63

Almost A Love Story (1996) 4.08 .51 .13 .83 4.42 .67 .15 .72 4.25 .45 .11 1.00

Christmas In August

(1998)
4.08 .30 .07 .73 4.01 .58 .15 .72 4.17 .58 .14 .73

<Table 1> Creativity and personality promotion program using Delphi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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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Harry Met Sally...(1989) 4.25 .75 .18 .67 4.33 .35 .08 .81 4.25 .60 .14 .63

Josee, The Tiger And The 

Fish(2003)
4.00 .55 .14 .77 4.01 .58 .15 .72 4.08 .67 .16 .67

Architecture 101

(2012)
4.58 .30 .28 .83 4.32 .35 .08 1.00 4.33 .35 .08 .81

Late Autumn(2010) 4.58 .49 .11 .77 4.42 .51 .12 1.00 4.17 .44 .11 .83

a werewolf boy(2012) 4.33 .79 .18 .67 4.58 .49 .11 .77 4.67 .65 .14 .83

7. 

Gender role

Incendies(2010) 4.25 .77 .18 .77 4.08 .67 .16 .67 4.08 .51 .13 .83

Thelma & Louise(1991) 4.23 .59 .14 .57 4.01 .58 .15 .72 4.17 .66 .16 .67

The Iron Lady(2011) 4.17 .66 .16 .77 4.17 .83 .20 .67 4.00 .55 .14 .77

Muriel's Wedding

(1994)
4.08 .79 .19 .77 4.17 .72 .17 .67 4.33 .65 .15 .83

Mona Lisa Smile(2003) 4.33 .49 .11 1.00 4.25 .45 .11 1.00 4.67 .65 .14 .83

Bungee Jumping Of Their 

Own(2000)
4.08 .79 .19 .57 4.02 .67 .17 .77 4.01 .58 .15 .72

Farewell My Concubine(1993) 4.17 .39 .09 1.00 4.00 .55 .14 .67 4.25 .45 .11 1.00

8. 

Leisure

activity

Eat Pray Love(2010) 4.00 .85 .21 .57 4.08 .64 .16 .67 4.28 .45 .11 .63

The Sound Of Music

(1965)
4.17 .83 .20 .77 4.25 .62 .15 .83 4.33 .49 .11 .79

Mr. Hulot's Holiday (1953) 4.42 .51 .12 1.00 4.58 .30 .28 .83 4.67 .65 .14 .83

Bravo My Life(2007) 4.33 .65 .15 .83 4.00 .55 .14 .77 4.42 .51 .12 1.00

Peter Shaffer's Amadeus(1984) 4.08 .67 .16 .67 4.00 .85 .21 .57 4.01 .58 .15 .72

Ray(2004) 4.17 .61 .35 .57 4.00 .60 .15 .62 4.08 .67 .16 .67

Shine(1996) 4.25 .55 .23 .77 4.01 .58 .15 .72 4.42 .51 .12 1.00

Van Gogh: Painted with 

Words(2010)
4.10 .79 .31 .83 4.17 .83 .20 .67 4.33 .49 .11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