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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소외계층을 한 로그램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통령기록  비 에 따라 통령기록물을 활용하여 

정보․사회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 감 향상을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 다. 교육 로그램 

개발을 한 연구방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 감 증진에 한 문헌조사  국내외 통령기록 의 교육 로그램을 

분석하 고,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하 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 감 향상을 한 교육 로그램 구성을 제안하 다.

주제어: 통령기록 , 통령기록물, 다문화가정 자녀, 자아존 감, 교육 로그램

<ABSTRACT>
This study proposed an educational program using presidential records to develop the self-esteem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accordance with the vision of the Presidential Archives—including 

political, economic, historical, and cultural aspects—to activate programs for the underprivileged. To 

accomplish this, we performed a literature review of self-esteem–enhancing programs for such children,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Presidential Archives’ educational program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e also conducted a survey and interviewed teachers who have experienced teachi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the process, this study proposed an educational program for such children 

to develop their self-esteem.

Keywords: Presidential Archives, presidential records and archives,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elf-esteem, educational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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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목

통령기록 이 소장하고 있는 통령기록물

은 통령의 직무수행과 련하여 통령, 

통령의 보좌기 , 자문기   경호업무를 시

행하는 기 과 통령직인수기 이 생산, 수

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물품을 말한다. 

이런 통령기록물은 다른 기록물과는 달리 국

정의 심에서 안보, 국방, 외교, 교육 등 거의 

모든 부분에 향력을 끼치며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등 사회 체제 반에 한 기본 인 사고

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김솔, 2013). 

그러나 재 통령기록 에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교육 로그램은 ․ 학생의 정규

교육 과정을 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학

습자를 한 교육 로그램 개발 측면에서 미흡

하며, 단발 이고 단순한 형태의 로그램 

주로 시행되고 있어 기 의 특성을 반 한 체

계 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진 , 2012). 이에 통령기록 은 2010년

부터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 이탈 주민 가정, 오

지마을 주민 등 사회  심을 가지기 어려운 

상을 한 서비스와 사회 소수자 청 견학 

로그램 활성화를 해 문화․복지센터, 다문

화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시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맞춤형 로그램을 개발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정이라고 밝혔으

나 아직까지 소외계층을 한 로그램 개발 활

성화는 미미하다.

사회․정보 소외문제를 겪는 계층 가운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지구 화라는 세계  

흐름과 3D업종에서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다양한 국가로부터 노동자들의 유입과 농어

의 특수성으로 인한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체 ․ ․고 학생의 1%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다(교육부, 2016). 이러한 황에도 불구

하고 단일민족을 심으로 한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한국 사회는 연을 요시 여기며 타 문

화에 해 배타 인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선

입견은 무의식 으로 다문화가정 체에 한 

차별로 다가오며, 이와 같은 분 기 안에서 다

문화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서로 다른 문화

와 생활습  등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안고 시

작한다. 한 열악한 환경에서 직면하는 문화

 충격  갈등, 경제  문제, 교육문제, 언어

와 문화 차이, 사회  편견 등에 한 어려움이 

동반된다. 특히 2세들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은 이  언어, 인종, 민족, 문화  측면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에서 혼란을 느끼며 이는 자연스

럽게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인식을 가지

게 된다. 이로 인하여 자아존 감에 부정 인 

향을 받고 있으며, 자아정체성 혼란에 따라 

사회  응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결국, 다문

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자아정체성

과 자아존 감에 향을 주며, 그 결과 자아존

감 하락으로 인한 학교 부 응 상과 따돌

림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사회 부 응의 문제

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해 교육부, 한국건강

가정자원진흥원, 다문화교육 지원센터 등을 비

롯해 여러 련 단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 교육 정책, 다문화이해교육, 다문화 안

학교 설립  운  등 많은 정책과 안을 추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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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으로(이상호, 김 군, 박균열, 2015) 다

문화 가정 자녀 아동의 성공 인 응과 건강

한 자아정체성과 자아존 감 형성에 도움이 될 

만한 효과 인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

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외계층을 한 로그램 개

발 활성화를 하고자하는 통령기록 의 비 에 

알맞게 정치․경제․역사․사회․문화 인 측

면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체제 반에 

한 기본  사고 형성 도움이 되는 통령기록물

을 활용하여 사회, 정보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다양한 나라와 문화가 공존하며 상

호작용한다는 사실과 사회소속감, 자아존 감 

향상을 한 로그램들 제시하고자한다.

1.2 연구내용  방법

본 연구는 국민서비스라는 통령기록

의 취지에 알맞게 보다 다양한 이용자층을 

한 서비스 제공을 해, 통령기록 의 기록

물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 감 

향상에 도움을  수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여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하여 문헌연구, 사례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자아존

감 하락의 요인과 자아존 감 형성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요인을 도출하 다. 한 국내와 

미국 통령기록 이 제공하는 교육 로그램

을 분석하 고,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는 통령기록물과 다문화가정 자

녀들과 자아존 감의 특징을 악하기 해 문

헌연구를 수행하 다. 

둘째, 문화가정자녀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을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다문

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자아정체성과 자아존

감에 한 어려움을 악하고 자아존 감을 향

상 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 다.

셋째, 문헌연구와 국내외 통령기록 의 웹 

사이트를 탐색하고 교육 문가와 인터뷰를 통

해 통령기록 과 미국 통령기록 에서 제

공하고 있는 교육 로그램을 자아존 감 증진

요소를 기반으로 비교, 분석하 다. 

넷째, 다문화가정자녀들의 자아존 감 향상 

교육에 있어 한 기록물 선정과 연계방향, 교

육활동 등을 살펴보기 해 등학교 교사와 교

육 로그램 개발자와 인터뷰를 실시하 다.

다섯째, 앞선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인터뷰 

등을 기반으로 하여 통령기록물을 활용한 다

문화가정 자녀 자아존 감 교육 로그램 개발

은 제안하 다. 

여섯째, 제안하는 교육 로그램의 유용성을 

악하기 해 다문화가정자녀 지도경험이 있

는 선생님 포함하여 15명의 선생님들을 상으

로 설문을 진행하 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에 있어서 선행연구는 통령기록물

을 활용한 교육 로그램에 한연구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자아존 감에 한 연구 두 가지

로 나 어 볼 수 있다. 통령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로그램에 한 연구 측면에서는 장효정 

외(2015)는 통령기록 과 학교의 연계를 통

하여 GI 동학습 모형을 기반으로 통령기록

물을 활용한 체험학습 로그램을 제안하고자 

국내외 기록 들의 체험학습활동 황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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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문제 을 도출하고 고려사항들을 용하

여 체험학습에 한 동학습모형을 제안하

다. 김건 외(2013)는 통령기록물의 요성

을 인식하고 활용도를 증진시키며 학습자의 학

업능력 신장시키고자 통령기록물을 활용하여 

다 지능이론과 자원기반학습이론을 기반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다 지능 발달을 한 교육 

로그램을 제안하 다. 이를 하여 국내와 미

국의 통령기록  교육 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다 지능 역 측면에서 비교, 분석을 하

다. 심갑용 외(2013)는 국내외 통령기록 에

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비교, 분석하여 기

의 업문제 등 문제 을 도출한 후 이를 해결하

기 해 유비쿼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BIG6

모형을 변형한 BIG8 모형을 용시켜 통령기

록물 교육서비스 모형을 개발하 으며 유비쿼

터스 기술이 기록 의 교육서비스에 미치는 기

 효과를 교육 , 콘텐츠개발, 서비스개발 측

면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 감에 한 연구로

는 구향숙(2013)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기 한 잡단 로그램을 개

발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 7명을 상으로 그 효

과를 검증하여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켰으며 박상철, 윤희원, 조 달(2007)은 교육

소외 계층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를 

악하고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해 필요한 제

도  조치를 제언하기 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담당경험이 있는 교사와, 자원 사자, 다문

화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를 상으로 한 인터뷰

를 통해 문제 들을 제시하 다. 백미숙(2010)

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겪는 심리 인 문제와 

응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자아존 감 향

상에 향을 주는 요인들을 악하고 이를 활용

하여 자아존 감을 향상시키고자 하 다. 김순규

(2012)는 일반아동보다 신체 , 심리  사회  

발달단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

화가족 아동들을 상으로 응과 건강한 발달

을 해 험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호요인

인 자아존 감에 해 살펴보고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자아존 감에 향을 주는 개별, 가족, 학

교, 지역사회 요인들을 확인하고 상  향력

을 악하기 해 농  가주 다문화 가족 아동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이 성(2012)

은 자아존 감을 형성하는 여러 요인 등에 어떠

한 요인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

아존 감에 향을 주어 사회 으로 응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고자 자아존 감의 하

역을 신체외모, 친구 련, 학업 , 성격  자아존

감 등의 상 계를 밝히고 자아존 감 형성

을 한 지원의 필요를 제언하 다. 

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통

령기록물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로그램들이 

연구되고 있으나 정보 소외계층의 이용자를 

상으로 하여 자아존 감 향상을 목 으로 하는 

교육 로그램 개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령기록물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 감 향상을 한 교

육 로그램을 개발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통령 기록물

｢ 통령기록물 리에 한 법률｣ 제2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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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따르면 통령기록물이란 통령의 직무

수행과 련하여 통령, 통령의 보좌기 , 

자문기   경호업무를 시행하는 기 과 통

령직인수기 이 생산, 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물품을 말한다. 이러한 통령기록

물은 기록물 유형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분류 될 

수 있으며 첫 번째로는 공공기 이 업무와 

련하여 생산하거나 수한 문서, 도서, 장, 카

드, 도면, 시청각물, 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이다. 두 번째는 국

가  보존가치가 있는 통령상징물로써 통

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행정박

물 등을 지칭한다. 세 번째는 다른 나라의 정상

들로부터 받은 통령 선물이다. 마지막으로는 

통령의 사 인 일기․일지 는 개인의 정치

활동과 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통령의 직무

와 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 인 

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통령의 사 인 기록

물도 요한 기록물  하나이다. 통령기록

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통령기록물

이 소장되어 있다. 이진 (2012)에 따르면 이

러한 통령기록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만 생

산되는 분  성격을 지니고 통령과 계 

기   다양한 생산처로부터 생산이 되며 부

분의 기록물이 구보존  가치를 지니고 있으

며 요한 정책결정과 특정 사건, 인물에 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통령기록물은 다른 기록물과는 달리 

국정의 심에서 안보, 국방, 외교, 교육 등 거의 모

든 부분에 향력을 끼치며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등 사회 체제 반에 한 기본 인 사고를 형성하

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김솔, 2013), 통령직, 

통령 개인, 역사, 시민교육. 기록 리  분석 등의 

교육에 리 활용할 수 있다(이진 , 2012).

2.2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 감

자아존 감이란 한 개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로 사람은 구나 자기 자신

이 인정받고 존 받기를 원하며 스스로가 자신

을 존 할 때 비로소 자신의 요성과 인간으로

서의 존엄성을 느끼게 된다. 자아존 감은 인생

의  과정에 걸쳐 진행되지만 신체 , 환경 , 

심리  변화에 민한 청소년기에 매우 요하

며(구향숙, 2013), 정 인 자아존 감은 스스

로의 성공 인 목표 성취와 자신에게 요한 타

자로부터 존 , 수용, 심으로부터 형성되며 

정 인 자아존 감이 형성되지 않으면 비행, 자

살, 우울 등 다양한 심리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정익 , 2007). 즉 자아존 감의 

발달은 개인의 감정능력을 조 하고 변화하는 

환경이나 개연성 있는 상황  사건 혹은 내 ․

외  자극에 한 융통성 있게 응하는 과정으

로 볼 수 있으며 높은 자아존 감은 변화하는 상

황  요구들에 좌 을 느끼고 스트 스 인 상

황에 처했을 때 완고한 모습을 보이며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개인의 역동 인 능력

으로 볼 수 있다(박옥임, 황정주, 문희, 2010). 

다문화가정의 정의는 우리와 다른 민족 , 문

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

하는 것으로(윤경희, 양문승, 2015) 보통 국제

결혼으로 우리와 다른 민족 는 문화  배경을 

가진 가족을 지칭하며 결혼이민자가정, 이주노

동자가정, 난민가정, 동포가정 등 <표 1>처럼 다

양한 범주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자를 최

근 한국 안에서의 국제결혼은 빠른 추세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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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내용

결혼이민자 가정 한국인 남자+외국인 여자, 외국인 남자+한국인 여자

외국인근로자 가정 한국에서 결혼 혹은 본국에서 결혼 후 국내로 이주한 가족

다문화가정 자녀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외국인근로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태생으로 한국입국, 한국인과 결혼, 혹인 외국인과 결혼해 형성된 가족

1인 외국인 가구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출처: 윤경희, 양문승, 2015, p. 321

<표 1> 다문화가정의 범   연구 상의 범주

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정을 상으로 하여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사이 는 한국인 여

성과 외국인 남성사이의 국제결혼을 통해 태어

난 자녀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하 다.

재까지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자아존

감에 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과 자아존 감

과 련해서는 개인, 환경, 문화  요인으로 나

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  요인으로는 자

신감 결여와 자기비하가 있으며 환경  요인에

서는 부모의 태도, 래집단, 교사의 태도와 학

교 응 등이 있다. 특히 어머니의 한국어 수

과, 경제  지  등에 따른 부모의 태도가 많은 

향을 미친다(백미숙, 2010). 마지막으로 문화

 요인으로는 국제결혼가정으로 구성된 다문

화가정 자녀들은 가정 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의 이 문화로 인한 사회, 경제, 문화  사회격

차에 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특히 

더 요한 요소이다(신혜정, 2007).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하는 문화  요인에 따라 ‘나는 

구이며,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라는 질문을 가

질 수 있으며 문화  요인의 하 요인으로는 문

화 응스트 스와 이 문화를 들 수 있다. 

지은숙(2007)은 자아존 감 증진을 한 190

편의 연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로그램을 분

석하여 자아존 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공통  

요소를 5가지로 추려서 제안하 고 그 공통요

소는 자아탐색, 감정표 , 정  사고, 미래설

계하기, 요한 타자와 계 맺기이다. 본 연구

에서는 각각의 요소를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상의 특수성에 따라 조 씩 수정하 으며 본 

연구자가 수정한 자아존 감 증진 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 담당 경력이 있는 교사를 포

함하여 5인에게 내용의 성을 확인을 하

고 구체 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3. 통령기록  교육 로그램

3.1 미국 통령기록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다문화가정자

녀의 자아존 감 증진 로그램 공통요소를 기

반으로 미국과 국내 통령기록 에서 제시한 

교육 로그램을 비교, 분석하 다. 특히 미국

의 경우 국내 통령기록 과 비교하 을 때 

다양한 교육 로그램 운 과, 이용자의 세분

화,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한 교육 로그램 운

(이은진, 2015)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미

국과 국내 통령기록 의 교육 로그램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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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활동 로그램 활동

자아탐색

- 뿌리 찾기

- 스스로에 한 인식 확인하기

- 자신의 정 ․부정 인 면 찾기

- 자기소개

- 가족소개

- 개인 상징물

표 하기
- 솔직한 감정표 하기

- 사회 으로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과 느낌 표 하기

- 기분표 하기

- 발표하기

정  사고 
- 자신의 특징, 가치와 가능성을 알기

- 자신의 성공경험 만들기

- 성공경험

- 좋은 일기

- 게임

미래설계

- 자신의 흥미와 장 을 악하기

- 미래에 한 욕구 알기

- 미래를 설계한기 한 구체  방안 마련하기

- 나의재산과 미래

요한 타자와 계 맺기

- 다른 사람들과 활동하기

-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에 해 알기

- 나의 역할 알기

- 역할극

- 그룹활동

출처: 지은숙, 2007, p. 32 재정리

<표 2> 자아존 감 증진 로그램 공통요소

로그램 참가자 시/박물  방문자 온라인 방문 이용횟수 합

후버 8,024 41,818 200,000 249,842

루즈벨트 30,112 191,750 900,000 1,121,862

트루먼 38,138 70,967 3,000,000 3,109,105

아이젠하워 21,026 182,621 1,300,000 1,503,647

네디 51,062 192,243 5,200,000 5,443,305

존슨 21,009 173,815 2,300,000 2,494,824

닉슨 16,316 83,373 1,110,0000 1,210,289

포드 21,308 175,220 1,600,000 1,796,528

카터 9,519 54,462 900,000 963,981

이건 73,756 341,216 2,200,000 2,614,972

부시41 352,308 146,185 400,000 899,123

클린턴 241,158 210,245 900,000 1,351,403

부시43 3,294 300,333 1,700,000 2,003,627

출처: NARA, 2015, FY 2017 Annual Performance Plan and FY 2015 Annual Performance Report, p. 15

<표 3> 2015년 미국 통령 이용 황

교 분석하고자 미국 국립 기록 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에서 리하고 있는 통령기록  13개의 기

의 이용 황을 분석하 고, 그 결과를 정리하

면 <표 3>과 같다. 

미국 통령기록 의 교육 로그램들을 좀 

더 구체 으로 살펴보기 해 본 연구에서는 

총 4개의 통령기록 을 선정하여 살펴보았

다. 선정기 은 <표 3>을 기반으로 하여 이용

황이 가장 활성화가 된 통령기록 으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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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참가자, 시/박물  방문자, 온라인 방문

의 수의 합이 가장 높은 순 인 트루먼, 네디, 

존슨, 이건 통령기록 을 상으로 선정하

여 조사를 하 다.

트루먼 통령기록 은 통령기록 법 제

정 후 첫 번째 건립되어진 통령기록 으로 

문 인 교육 로그램 수행을 해 특화된 공

간을 갖추고 있다(이진 , 2012). 로그램을 

살펴보면 등학생 ․고등학생을 상으로 

하여 세계  당시 트루먼 통령이 가지고 

다녔던 물건들을 살펴보고 트루먼 통령과 

련된 기록물을 사용하여 트루먼 통령의 생애

와 통령직 수행과정 탐구를 돕는 ‘트루먼의 

트 크’와 태평양 쟁 당시 트루먼 통령과 

보좌 들이 일본과의 쟁을 끝내는 방법에 

해 논의하고 가장 좋은 결정에 해 생각해보는 

‘서쪽 날개 시뮬 이션’, 트루먼 통령, 언론사 

특 원 등이 되어 제2차 세계  이후의 군

의 인종차별, 시민의 권리 해결 문제, 1948년 러

시아 베를린 쇄상황의 문제  하나를 선책하

고 통령 자문그룹에 속하여 미국의 응방안

을 계획하는 로그램인 ‘제2차 세계  일

비 ’이 있다. 이러한 활동에서는 역할극을 통

해 타인들과 함께 자신의 감정 생각을 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네디 통령기록 은 미국 통령기록   

가장 많은 이용 황을 보이는 통령기록 으

로 특히 많은 주제와 소재를 아우르는 시로 

유명하다(이혜원, 이해 , 2015). ‘우주에 있는 

미국인들’이라는 로그램은 역할극을 통해 냉

시  첫 인공 선인 스푸트니크를 발사한 배

경으로 당시의 보와 연설을 한 후 우주 

로그램의 요성, 지 에 해 생각해보며 우

주인들을 다시 안 하게 지구로 돌아오게 하는 

목표를 세우게 하는 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배경지식과 함께 자신들의 생각을 정

리해보며 목표를 설계를 해 구체  방안에 

마련을 하게 된다. 4~6학년 학생을 한 교육 

로그램으로는 ‘ 네디는 구 나?’, ‘ 통령 

선거캠 와 선거’, ‘모두를 한 동등한 권리’ 

등의 로그램을 제공하며 차례 로 네디 

통령의 기생애와 통령 재임 시기의 주요업

을 살펴보고, 미국 통령 선출 차에 해 

배우며 미국 통령에게 바라는 들에 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7~8학년 학생은 

‘ 통령의 성 표’라는 로그램을 통해 네디 

통령의 학교 성 표와 검토하고 학생 자신

만의 평가항목개발을 실시한다. 고등학생을 

한 로그램으로는 ‘공민권 운동’, ‘냉 가열’이

라는 로그램으로 각각의 사건과 운동의 목

과 사건, 결과에 해 알아보고 그 당시를 이해

하며 문서기반질문에의 근을 통해 학생들이 

통령기록 의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

여 성공 인 일차자료 분석 략 수립을 돕는다

(이진 , 2012). 

존슨 통령기록 은 최 의 학 주도아래 

설치 통령기록 으로 이용자 계층을 그룹별

로 나 어 소수를 한 교육 로그램을 제공

하고 있다(이진 , 2012). 모든 연령 를 한 

로그램으로는 ‘ 통령 투어’가 있으며 ‘미니 

통령 투어’는 통령 역할에 을 둔 투어

로 4~9세를 상으로 사무실, 리무진을 방문

하고 ‘아카이 는 무엇입니까?’라는 활동시간

이 포함된 로그램을 운 한다. ‘ 통령의 결

정’이라는 로그램은 학생들이 통령  존

슨 행정부의 일원이 되어 베트남 폭격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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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문을 하는 활동과 질의응답, 최종결정

에 해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진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그룹 활동을 통해 타인

과 자신의 생각을 공유, 발표하고 최종결정을 

통해 성공경험을 축 시킬 수 있다. 다른 활동

으로는 ‘시민권: 사회정의 로그램  투어’

를 통해 1960년  민권운동 경험을 한 시

회와 투어를 통해 사회정의를 한 투쟁에 

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좋은 사회 

로그램  투어’는 기록 보 소에 있는 문서를 

분석하고 존슨 통령의 한 사회 로그

램의 통과과정과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의사결

정에 해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다. ‘선거회수 

로그램’은 통령 선거를 살펴보는 로그

램으로 선거기념품과 시물을 살펴보고 선거 

에 제기된 문제에 해 생각해보는 로그

램이다. 한 존슨 통령기록 은 교사들을 

상으로 ‘아카이 즈의 내부’라는 로그램

을 통해 존슨 통령기록  소장 기록물 열람

기회와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한 워크 을 

진행하고 있다. 

이건 통령기록 은 미국 통령기록물

법을 용받아 건립된 최 의 기록 으로 편

지, 백악  회의록, 해외 지도자의 이블 등을 

포함한 1차 사료 기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

다(이진 , 2012). ‘상황실체험’은 이건 통

령을 포함한 9명의 통령이 사용한 백악  상

황실을 개조하여 업데이트한 로그램으로 

통령 집행 사무실과 각료 내각의 역할을 담당

을 살펴보고 상황극을 통해 당시의 사건을 구

성할 기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수의 비 인 

출처에 해 조사하고 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해당 활동은 시뮬 이션 

의 활동으로 문서가이드 읽는 법, 사례연구 등

을 살펴보고 후의 활동으로는 사후 보고서, 수

필, 발표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그룹 활동을 통한 활동으로 타

인과 함께 요한 결정 등을 통한 성공경험으

로 인한 정  사고를 증진시키며 자신의 생

각을 표 할 수 있다. 한 모든 학생을 한 

박물  심의 견학 로그램인 학 방문을 운

하며, ‘에어 포스 원 디스커버리 센터’와 ‘앤

버그 통령 학습센터’라는 교육 로그램 운

을 한 문 교육센터를 운 하고 있다. ‘에

어 포스 원 디스커버리 센터’의 교육 로그램

은 5~12학년 학생을 상으로 하여 역할극을 

통해 섬에 고립된 학생들을 구출하는 의사결

정 과정을 수행한다. ‘앤버그 학습 센터’는 

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사를 상으로 한 교육 

로그램 제공으로 기록물을 활용한 교안 등을 

제시한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통령기록

은 다양한 이용자와 교육방법을 통해 교육 

로그램들을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다. 미국 

통령기록 의 교육 로그램을 <표 2>의 자아

존 감 증진 로그램 공통요소로 나 어 살펴

보면 <표 4>와 같으며, 각각의 교육 로그램을 

활동내용과 방법을 토 로 교사들의 자문을 구

해 나 어 해당 요소에 체크를 하 다. 

<표 4>를 살펴보면 미국의 통령기록 에서

는 학년에 따른 이용자계층에 따라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 활동 보다는 

그룹 활동을 통해 타인과 계를 맺으며 진행되

는 활동들이 다수이며 5가지 요소  최소 3가

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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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탐색 표 하기 정  사고 미래설계 타인과 계 맺기

트루먼 ○ ○ ○

네디 ○ ○ ○ ○

존슨 ○ ○ ○

이건 ○ ○ ○ ○ ○

<표 4> 미국 통령기록  교육 로그램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 감 증진 요인

국 통령기록 이 제공하는 교육 로그램들

은 학생들의 자아존 감 증진요소를 포함하지

만 샐러드 볼이라 불리며 다수의 민족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미국의 경우에도 

다른 문화권을 포용하고 다른 문화권의 이용자

를 한 교육 로그램을 살펴볼 수 없다.

3.2 국내 통령기록

3.2.1 장교육

국내의 통령기록 에서는 크게 장교육

과 온라인상으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는 상황으로 제공 로그램들을 정리해보면 아

래 <표 5>와 같다.

재 통령기록 에서 장교육으로 제공

하고 있는 교육 로그램들은 크게 견학, 

시․체험, 특강, 만들기 형태로 구성되어 제공

되고 있으나 부분 특강과 만들기 로그램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로그램은 특정 계

층인 등학교 학년을 이용자층으로 상으

로 한 로그램으로 국민 서비스를 통해 

구에게나 쉽게 근하고 활용되고자 하는 통

령기록 의 비 과는 다르게 다문화가정의 자

녀들을 포함한 사회, 정보 소외계층을 한 교

육 로그램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3.2.2 온라인교육

통령기록 에서는 2013년부터 통령기록

학교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 로그램을 운

하고 있으며 구성은 통령교실, 등교실, 

등교실, 쉬는 시간 등으로 되어있다. 통령교

실에서는 통령은 어떤 사람이며 무슨 일을 하

는지와 통령 선출방법, 하는 일, 통령의 책

임과 의무에 한 강의로 구성되어 있고, 등

교실에서는 사 이야기, 교과수업, 통령 

선물과 세계문화로 구성되어있다. 사 이야

기에서는 통령기록물을 활용하여 교과과정에 

맞추어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교과수업 부분에

서는 통령기록 에서 리, 보존하고 있는 기

록사료를 활용하여 등학교 5, 6학년 사회과목

의 교과내용 학습을 해 제작한 학습 콘텐츠로 

학습교재와 동 상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통령 선물과 세계문화에서는 통령의 정상

외교와 선물에 한 내용과 사진 그 나라의 문

화가 어떠한 련이 있는지에 살펴볼 기회를 제

공한다. 등교실에서는 사회, 역사  학습주제

를 더욱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동 상 학

습 자료를 서비스하며, 교과 외 스스로 참여와 

체험형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쓰기, 발표하기 체험하기 활동을 통해 학습 

콘텐츠를 제공한다. 한 헌법 이야기 부분에서 

헌법의 요성  차, 개정사에 해서 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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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명

견학
시   체험 학습장 람 (09-13)

기록물 복원실, 보존선고 (08-13)

시, 체험

한지 뜨기 체험 (10)

통령, 국가기록 시  람, 체험 (10-15)

국새, 통령 수결 스팸  기 체험 (10-15)

통령 모형사진과 기념사진 찰칵! (10-15)

팔만 장경 인쇄체험  음성, 상 복원 (10-15)

고구려 벽화, 반구  암각화 포르타주 체험 (10-15)

통령기록 조화와 우애를 하다 (16)

특강

드라마에서 만나는 조선왕조실록 (08)

통령 기록물로 본 한국 사 (08)

반구  암각화를 통해 본 선사인의 생활 (09)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09)

화/드라마 기록 이여기 (09)

통령기록 은 어떤 곳일까? (09,10)

선조들이 남긴 한 세계기록유산 (10)

조선왕조 의궤 이야기 (10)

종이 속 숨은 과학이야기 (10)

사진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10)

인류 기록의 역사 (11)

조선 왕조의 살아있는 기록 ｢승정원 일기｣ (11)

역사 속 기록매체여행 (11)

우리나라 인쇄술의 역서 (12)

조선 왕의 일기 ｢일성록｣ (12)

세계기록유산 ｢난 일기｣ (13)

세계기록유산 ｢훈민정음｣ (13)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 (14)

세계기록유산 ｢고려 장경｣ (14)

통령 선물과 세계문화 (15)

조선시  왕실교육 (15)

기록으로 본 ｢ 복이야기｣ (15)

기록으로 만나는 한민국 통령 (11~15)

세계기록유산이야기 (12,13,14)

수요 인문학 특별강좌 (16)

만들기

옛 책 만들기 (08)

가족신문 제작기 (09)

기록  입체 모형 만들기 (09)

실록 수첩 만들기 (09)

나만의 실록 수첩 만들기 (10)

의궤그림 한지부채 만들기 (10)

한지 뜨기 체험 (10)

가족신문 (입체북) 만들기 (10)

세계기록 유산 아트북 만들기 (11)

죽간 만들기 (11,12)

옛 책  인쇄  (목 ) 제작 (11)

우리가족 액자형 기록 달력 제작 (12)

한 디자인 가방(에코백) 제작 (13)

목  인쇄  제작 (14)

LED 한지 민화등 만들기 (15)

통부채 제작 (13)

옛날 방식 약첩 싸기 (14)

한지공  제작 (15)

한지공  조선시  백자 만들기 (15)

* (  ) 해당년도 표시

<표 5> 국내 통령기록  장교육 교육 로그램

자아탐색  표 하기 정  사고 미래설계 요한 타자와 계 맺기

장교육 ○ ○

온라인 ○ ○ ○

<표 6> 통령기록  온/ 장교육 로그램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 감 증진 요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쉬는 시간이

라는 부분에서는 퀴즈를 통해 역 통령 들에 

한 게임을 제공하고 있다.

<표 6>은 통령기록 이 장교육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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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제공하고 있는 교육 로그램들을 활동

내용과 방법을 토 로 교사들의 자문을 구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존 감 형성에 도움

이 되는 해당 요소에 체크를 하 다. 

장 교육 로그램으로는 가족신문 만들기, 

가족 앨범 만들기 등 일부의 로그램에서 자아

탐색과 정  사고 요소들을 충족시키고 있으

나 그 외의 요소들을 만족시키는 교육 로그램

은 미미한 실정이다. 온라인 교육 로그램으로

는 그룹 활동을 통한 교과 외 스스로 참여와 체

험형 활동을 통해 성공경험을 축  시켜 정  

사고를 증진시킬 수는 있으나 부분이 교과내

용 학습을 해 제작된 학습콘텐츠로 자아탐색, 

표 하기, 미래설계 등의 요인들을 한 교육 

로그램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3.3 국내외 교육 로그램 비교분석

에서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과 국내

의 통령기록  교육 로그램을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 감 형성에 향을 끼치는 요소 

별로 비교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미국의 통령기록 의 경우에는 각각의 요

소에 향을 주는 기록 이 3개의 기 이 해당

하는 경우 표시를 하 고 국내의 통령기록

은 온라인과 장교육 모두 해당하는 경우 동

그라미로 표시를 하 으며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는 세모로 표시를 하 다.

미국과 국내의 통령기록 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국내와 미국

통령기록 은 자아존 감 형성 증진요소에 

도움이 되는 표 하기, 정  사고, 요한 타

자와 계 맺기 등의 자아존 감 증진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습자의 자아를 돌아보고 미

래를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국

내의 경우 미국 통령기록 의 교육 로그램

과는 다르게 가족신문, 가족 앨범 만들기 등 이

용자의 자아와 뿌리의 기본인 가족에 한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부분의 로그램

에서 성공경험을 증진시켜 정  사고에 도움

이 된다. 하지만 미국의 통령기록 의 로

그램에 비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 는 등의 활동과 그룹 활동의 수가 었다. 

이에 따라 국내와 미국 통령기록 에서는 자

아존 감 증진요소를 포함하는 교육 로그램

을 제공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요소를 포함

하여 구성된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  언어, 

인종, 민족 등의 문화  차이와 사회  편견 등

으로 인한 이유로 인하여 정체성 형성의 결여

로 자아존 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

문화가정의 자녀의 특성에 따라 통령기록물

을 활용하여 다양한 나라와 문화가 공존하며 

상호작용한다는 사실과 사회소속감, 자아존

감 향상을 한 교육 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탐색  표 하기 정  사고 미래설계 요한 타자와 계 맺기

미국 ○ ○ ○

국내 △ △ ○ △

<표 7> 통령기록  교육 로그램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 감 증진 요인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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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문화가정 자녀를 한 교육 
로그램 개발

4.1 구성요소

본 연구는 통령기록 에서 제공하는 교육

로그램의 일환으로 통령기록물을 활용하

여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 자녀를 한 교육 

로그램 제안으로 이용자인 다문화가정 자녀

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아존 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 로그램의 기본 구성요소

인 인 요소, 물리  요소, 콘텐츠요소로 크게 

세 가지로 나 어 살펴보았다. 각각의 구성요

소는 <그림 1>과 같으며, 이 구성요소들을 기반

으로 하여 교육 로그램을 제안한다. 

4.1.1 인 요소

인 요소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고 크

게 이용자이자 학습자인 다문화가정 자녀, 기

록물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록연구

사, 교육 로그램을 진행하는 교사로 구성된

다. 이용자는 피부색, 언어발달의 지체, 경제  

요인, 특히 이 문화로 문화  차이와 사회  

편견 등으로 인한 이유로 인하여 정체성 형성

의 결여로 자아존 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림 1> 제안 교육 로그램 구성요소 계 

<그림 2> 인 요소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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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상으로 단지, 언

어, 사회 정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을 

두지 않고 스스로의 자생능력과 응능력 신장

에 을 맞춰 자아존 감 증진에 도움이 되고

자 한다. 기록연구사는 교육 로그램을 구성하

는 주체로서 학생들의 수 에 맞춰 다양한 로

그램과 로그램에 활용되는 기록, 교육 콘텐츠 

제안과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 

로그램 진행자로서 학생들의 지도를 해서 다

문화가정 자녀들의 특성과 통령기록 과 

통령기록물에 해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 로그램 진행시 활동목표에 맞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통령

기록 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기 과의 력체

계를 구축한다면 보다 다양한 주제와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1.2 물리  요소

통령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로그램은 통

령기록 에 한정되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에 맞게 학교교실, 외부기  등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들이 직  통령기록 을 방문하여 

시, 체험, 견학의 경험을 통해 효율 인 교육 

로그램의 증진을 이끌 수 있지만 통령기록 은 

물리 인 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이 제한된다. 이에 통령기록

이 제공하는 교육 로그램이 학교교실이나 다

문화센터 등 력 외부기 에서 이루어진다면 보

다 더 많은 교육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4.1.3 콘텐츠 요소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통령 기록물은 우

리사회의 정치, 경제 등 사회 체제 반에 한 

기본 인 사고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김솔, 2013) 학습자들에게 기록이 가지고 있

는 정보와 함께 그 시 의 정치사회 인 측면

과 함께 문화  측면의 사용을 통해 흥미로 인

한 동기와 진정성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본 교육 로그

램의 상인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생들에게는 

통령기록물자체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므

로 학생들의 특성과 학습능력에 따라 통령의 

구조와 맥락, 내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공

을 한 기록물 콘텐츠 사용을 활용해야 하며 시

청각 자료와 행정박물을 주제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4.2 교육 로그램 제안  용

본 연구의 교육 로그램은 정보 소외계층으

로 문화  차이와 사회  편견 등으로 인한 정

체성 형성의 결여로 자아존 감에 많은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자아정체

성과 자아존 감 형성을 확립하는 과정에 있는 

등학생을 상으로 언어, 경제력 등의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을 두지 않고 자생능

력과 응능력 신장에 을 맞췄다. 그리고 

사회  상호작용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을 표 함으로서 사회  계에서 자기 자신에 

해 정 인 생각과 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하기 해 역할극, 그룹 활동, 발표 등의 

활동을 활용하 다. 특히 자아존 감 형성 요인 

 문화  요인에 따라 본인의 정체성과 소속감, 

문화 응 스트 스라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특성에 따라 한민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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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라는 소속감과 자신의 뿌리인 어머니 는 

아버지의 나라와 문화에 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 다.

통령기록물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 감 향상을 한 교육 로그램 모형을 

제안하기 해 인 요소인 다문화가정 자녀들

과 교사, 기록연구사, 통령기록물이라는 고려

사항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존 감 증진

요소, 교육 로그램에 용 가능한 통령기록

물 주제별 콘텐츠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련

성이 높은 해외순방, 통령 선물 등을 용하

다. 이를 용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

감 향상을 한 교육 로그램을 3차시로 나

어 구성하면 <표 8>과 같다.

학습목표
- 통령이 하는 일, 통령의 책임과 의무 알기

- 나에 해 살펴보기
차시:1/3

학습명

(학습시간)
학습활동

통령이란?

(10분)

▶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통령이 하는 일과 통령의 책임과 의무에 해서 알아보기

- 통령의 역할과 의무에 해 물어보기

- 취임선서  취임사 련 기록물, 동 상 활용하기

ex) 

∙제 18  박근혜 통령 취임식  취임사, 사진(20130225)

∙제 18  박근혜 통령 취임식  취임사, 상(20130225)

∙ 통령기록학교 활용

  

- 자료제시 후 통령에 한 학습자의 생각 물어보기 

ex) 통령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학습요소
- 흥미유발

- 소속감 생성

나의 모든 것

(30분)

▶ 나의 특징과 가치 알아보기

- 통령 약력을 함께 살펴본 후 개인별 약력 작성해 보기

- 개인별 약력작성 후 역  통령들의 약력 비교해보기

∙제17  이명박 통령 약력 제시

∙제18  박근혜 통령 약력 제시

<표 8> 통령기록  교육 로그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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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요소

- 자아탐색: 자신에 해 살펴보기

- 정  사고: 자신의 특징, 가치와 가능성 알기, 자신의 성공 경험 살펴보기 

- 미래설계: 미래에 해 생각해보기

학습목표
- 통령이 하는 일, 통령의 책임과 의무 알기

- 다양한 나라와 문화 알아보기
차시:2/3

학습명

(학습시간)
학습활동

다양한 나라

(10분)

▶ 통령기록 이 보유하고 있는 통령이 해외순방  외교활동을 하면서 생산되는 문서, 사진, 

선물 등 다양한 기록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나라와 문화 알아보기

- 역  통령이 방문한 나라 알아보기

- 통령기록 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살펴보기

- 통령기록 이 보유하고 있는 련 기록물 활용하기

ex) 노무  통령의 국 해외순방

∙ 통령행사-해외순방( 국)/한- 국 확  정상회담 KR/PA/P12/RG2/S6-2/F15

  

∙설명

 - 노무  통령 내외는 2003년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국 을 국빈 방문하 다. 

 - 9일 오  만리장성을 방문하여 장성 리소 주임과 견하 다. 

∙ 국 만리장성 팔달령 기념패 / PLE0000072 

∙ 국 만리장성 팔달령 화보집/ PLE0000074 

∙ 국 만리장성 팔달령 등성 증서/ PLE000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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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요소 - 나라의 다양성 악하기

우리

부모님의 나라

(30분)

▶ 다양한 나라를 인지한 후 그룹을 형성하여 기록물을 활용하여 어머니․아버지의 나라와 문화에 

해 더 살펴보고 소개하기

- 부모님의 출신국과 문화에 따라 4~5명 그룹 만들기

- 부모님의 출신국에 더 살펴보기

- 통령이 해외순방  외교활동을 하면서 생산되는 문서, 사진, 선물 등 다양한 기록물을 활용하기

ex) 

  

ex) 부모님의 나라 는 문화 소개하기

∙ 국

  

- “우리엄마의 나라 국에서는 용이 왕을 상징하고 거북이는 장수를 상징해요.”

학습요소

- 자아탐색: 뿌리찾기

- 표 하기: 발표하기

- 요한 타자와 계 맺기: 어머니, 아버지 는 그룹 동료들

학습목표
- 통령이 하는 일, 통령의 책임과 의무 알기

- 통령 되어보기
차시:3/3

학습명

(학습시간)
학습활동

내가 통령

이라면

(20분)

▶ 역  통령별 주요사건과 련된 자료, 기록물을 활용하여 살펴본 후 역할극 해보기

- 교사와 함께 역  통령별 주요사건에 해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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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통령 주요사건

이승만
(1948~1960)

 통령
민주주의 제도 도입

3.15 부정선거
4.19 명

윤보선
(1960~1962)

4.19 만주 명 이후 상황 리
5.16 군사정변

박정희
(1963~1979)

산업화  한강의 기
새마을 운동

군사독재
노동운동 탄압

최규화
(1979~1980)

12.12 군사반란

두환
(1980~1988)

야간통행 지 해제
학원두발/복장자율화

삼청교육  창설
민주화 운동 탄압

노태우
(1988~1993)

북방외교
남북한 UN 동시가입

주 민주화 운동탄압

김 삼
(1993~1998)

군사정권 청산
외환 기 래

김
(1998~2003)

외환 기 극복
노벨평화상 수상

햇볕정책
한․미 동맹 냉각

노무
(2003~2008)

최  탄핵소추안 가결 
재벌개

서민정책 실패

이명박
(2008~2013)

미국 소고기 수입 강행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동 포격사건

박근혜
(2013~2017)

최 의 여성 통령
최 의 탄핵 통령

세월호 사건

- 살펴본 후 학습자의 능력에 따라 주제 선정하고 선택한 주제별 그룹 형성하기

  

ex) 김  통령의 햇볕정책 

- 남북정상회담( 문  평화의 집) 시청각기록물(CEN001986)

- 평화와 화합의 시 (남북한정상회담 합의서-남북정상회담) 시청각기록물(CEQ0004229)

- 등학생이라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기록물보다는 기록콘텐츠 활용하기

▶ 특정사건 련 역할극 해보기

- 사건에 해 살펴본 후 그룹학생들과 역할극 해보기 

학습요소 - 요한 타자와 게 맺기: 그룹 활동  역할극

이런 

통령이 될래요

(20분)

▶ 나의 장 과 단 을 살펴보고 통령 선공약  포스터 제작 

- 자기의 장 , 단 을 포함한 자기 소개서 작성하기

- 작성후 교사가 학생들이 작성한 자기 소개서를 읽어 주고 학생들은 활동지의 주인공 맞추기

- 활동 마무리 후 자기의 장 과 단 을 고려하여 통령 선 후보가 되어 선공약  포스터 

작성하기

- 선공약과 포스터 작성 후 그룹 내에서 발표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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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서 제안한 통령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로그램을 활동별로 나 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일차시 도입부분에서는 학습목표인 통

령의 역할과 의무를 악하고 교육 로그램의 

궁극 인 목표인 자아존 감 향상을 한 활동

에 앞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고 배경지식을 

제공하기 해 기록연구사 는 교사는 통령

의 역할과 의무에 해 간단히 물어 본 후 시각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다. 그 후 인스토 과 의견나 기를 통해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

분에서는 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회소속감

을 증진 시킬 수 있으며 본 활동 에 흥미를 

이끌 수 있다. 

활동으로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해 구체

인 교육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아존

감 증진을 도울 수 있도록 크게 다섯 가지 활동

을 제시 하 다. 첫 번째 활동인 ‘나의 모든 것' 

이라는 활동은 학생들의 특징과 가치를 알아보

는 활동으로, 기록연구사 는 교사들은 가장 

최근의 통령들의 약력을 제시하여 학생들과 

함께 살펴보고 학생들이 개개인의 미래 80년 

이후의 약력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

습자들의 작성이 끝나면 역  통령의 약력을 

비교하는 활동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과 

자아탐색, 자신의 특징과 가치, 가능성을 살펴

보고 미래에 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통령이라는 특별한 사람과의 공통

을 통하여 정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

간을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활동, ‘다양한 나라’

를 통해서는 통령이 해외순방  외교활동을 

하면서 생산된 문서, 사진, 선물 등 다양한 기록

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나라와 문화를 알아본다. 

표에서는 노무  통령의 국 해외순방과 

국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시로 제공하 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노무  통령은 역  

통령  가장 많은 해외순방을 한 통령으

로 23차례에 걸쳐 유럽 3개국, 아 리카 3개국, 

동 3개국 여러 국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해외

순방을 실시하 으며 다문화가족의 결혼 이민

자, 귀화자 등의 출신국  분포 값  가장 많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한국계를 포함한 

국으로 체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   5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함에 따라 선정하 다(통계청, 

2012). 이때 기록연구사는 국과 함께 다양한 

나라, 문화 륙별의 해외순방과 선물들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양한 나라의 인지 활동 후 아버지 는 어

머니의 출신 국가와 문화권에 따라 4~5명의 학

생이 그룹을 형성하고 아버지 는 어머니의 출

신국에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부모님의 나

라에 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진다.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교사는 시를 들어 학생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기록연구사와 함께 학생들의 부모님의 나라와 

심, 능력에 따라 주제와 상을 선정 할 수 있

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등학생이라는 학습자

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학생들 1차 사료인 기록

학습

요소

- 자아탐색: 스스로에 한 인식 확인하기

- 정  사고: 자신의 특징과 가치와 가능성 알기

- 미래설계: 미래 설계를 한 구체  방안마련하기

마무리 ▶ 발표 후 자신의 생각정리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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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활용보다는 련된 사진, 상 등 가공된 

기록콘텐츠와 한 설명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내용도 어렵지 않아야 한다. 이 활동은 학

생들의 부모님과 연 된 나라와 문화권을 심

으로 구성된 그룹 활동으로 통령기록 이 보

유하고 있는 해외순방, 외교활동 기록  선물을 

통해 다양한 나라와 문화의 인지와 함께 다문화

가정자녀의 자아존 감 형성 요인  문화  요

인인 문화 응 스트 스와 이 문화, 정체성에 

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자신의 뿌리

인 어머니 는 아버지의 나라와 문화에 해 살

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내가 통령이라면’이라는 활동은 역  

통령별 주요사건에 해 알아보고 학년과 심

사에 따라 다시 그룹을 형성하고 주요사건별로 

련된 자료, 기록물을 활용하여 사건에 더 자

세히 알아본 후 역할극을 해보는 활동이다. 맨 

먼  학생들은 교사와 함께 간략히 역  통

령별 주요사건에 해 살펴보고 심사에 따라 

주제별 그룹을 형성한 후 기록물을 활용해 사

건에 해 인지하는 시간을 가진다. 표에서 보

이는 시는 김  통령의 햇볕정책에 한 

내용으로, 등학생이라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사회과목과 연 된 내용을 선정하 다. 학생들

은 사건에 해 인지하게 한 후, 그룹 내에서 

각각의 역할을 정하여 하여 역할극을 통해 다

른 사람과의 계를 맺으면서 타인이 되어 솔

직하게 감정을 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 때 역할극 구성으로는 김  통령, 

김정일 원장, 남, 북한 국무장  등이 포함 될 

수 있다. 학생들은 당시 상황을 역할극으로 재

 하거나 각각의 입장에서의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다음 활동인 ‘이런 통령이 될래요’는 학생

들이 자신의 장 과 단 을 살펴보고 통령 

선공약  포스터 제작하는 활동으로 학생들

은 교사의 지도에 따라 자기의 장   단 에 

해 생각해보고 장․단 을 포함한 자기 소개

서를 작성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작성이 마무

리가 되면 무작 로 자기소개서를 읽어 주고 

학생들은 활동지의 주인공을 맞추는 활동을 통

해 흥미를 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장 과 단 에 해 생각해보

는 시간을 가지고 자신의 장 을 극 화 시키

고 단 을 극복시킬 수 있는 방법에 한 생각

과 자신이 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근거

에 하여 생각할 기회를 가지며 통령 선

후보가 되어 선 공약  포스터 제작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그림 는 로 표  할 수 있다. 

개 활동들이 마무리가 되면 기록연구사나 교

사는 정리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느낌을 간략히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통해 체 활동에 한 

정리를 한다.

4.3 제안 교육 로그램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 로그램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 

경력이 있는 등 교사를 포함하여 15명의 교사

를 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 으며 그  

5명과 면담  화 인터뷰를 진행하 다. 설문

지 문항은 이정은 외(2017)와 유 상(2015)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설문 문항을 참고하여 작

성하 고 인구통계학  특성 3개 문항, 통령

기록   기록  교육 로그램 인식 3개 문항, 

제안하는 로그램에 한 응답자의 인식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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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등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하 다. 본 설문

조사는 2017년 3월 17일부터 4월 10일까지 25

일간 남원시의 A 등학교와 남해군의 N 등

학교의 다문화가정 지도 경험이 있는 교사들을 

상으로 하여 총 18부를 직  방문 는 이메

일 방식으로 배부하 으며 이  15부가 회수

되어 이를 분석하 다. 

설문지의 각 문항은 ‘  하지 않다 

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1 )’에서 ‘매우 

하다 는 매우 도움이 된다(5 )’의 ‘Likert 

5  척도’로 구성하 으며, 회수결과 질문지를 

5  만 의 각 항목의 평균을 확인하여 일치된 

의견을 수량화한 내용 타당도 검증 방법인 내용

타당도 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값

을 구하여 단하 다.

설문을 통한 평가는 ‘제안하는 로그램에 

한 응답자의 인식 8개’ 문항에 한 결과 값을 

나타내며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CVR 값은 

모든 문항이 95% 신뢰수 인 0.49보다 높은 값

을 나타내었고, 평균은 5  만 에 모든 항목이 

4.20 보다 높은 값으로 비교  양호하게 나타

났다. 

각 문항의 응답으로는 8번 문항인 ‘ 요한 

타자와 계 맺기 요소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

는 문항에서 ‘보통이다(3 )’라는 2개의 응답

과 ‘자아존 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자아탐색 

요소’, ‘ 정  사고 요소’, ‘미래설계 요소’ 문항

에서는 각각 하나의 ‘보통이다(3 )’라는 답변 

이외에는 모든 문가들이 ‘ 하다 는 도

움이 된다(4 )’와 ‘매우 하다 는 매우 

도움이 된다(5 )’에 응답하 다,

설문결과의 의견을 종합하면 체 평균의 값

은 4.38, CVR 평균값은 0.89로, 평가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제안하는 교육 로그램은 

통령기록  로그램으로 합하고 다문화가

정자녀 상 교육 로그램의 합하다’라는 

평가를 하 으며 자아탐색, 표 하기, 정  

사고, 미래설계, 요한 타자와 계 맺기 요소

를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존 감 형성

에 도움이 되는 교육 로그램으로 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제안한 교육 

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 감 향

상을 한 교육 로그램으로 합하다고 볼 

수 있다. 

문항 문항 평균(M) CVR

1 통령기록  로그램으로 하다. 4.53 1

2 다문화가정자녀를 상으로 하는 교육 로그램으로 하다. 4.47 1

3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자아존 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 4.40 0.86

4 자아탐색 요소 부분에 도움이 된다. 4.40 0.86

5 표 하기 요소 부분에 도움이 된다. 4.47 1

6 정  사고 요소 부분에 도움이 된다. 4.30 0.86

7 미래설계 요소 부분에 도움이 된다. 4.30 0.86

8 요한 타자와 계 맺기 요소 부분에 도움이 된다. 4.20 0.73

체평균 4.38 0.89

<표 9> 문가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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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인터뷰 내용으로는 ‘언어  발달과 장

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자녀라

는 학습자의 특징에 따라 수필, 쓰기 주의 

활동이 아닌 반 언어  표 을 활용한 활동으

로 표 하기 요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의

견이 있었으며 ‘교육 로그램을 비하고 이

끌어가는 진행자인 기록연구사와 교사의 역할

이 매우 요하며 학습자의 흥미와 난이도에 

따른 한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

었다. 

4.4 기 효과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층을 세분화하여 정보 

소외계층을 한 교육 로그램 제안으로 통

령기록물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자아존 감 향상을 목 으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 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첫째, 기존에 연구가 미미하 던 사회․정보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한 로그

램 모형을 개발하 다는 이다. 국민 서비

스를 통해 쉽게 근하고 활용되고자 하는 

통령기록 의 비 과 기록 에서도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각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론에 따라 인종, 문화 으로 다른 부

모님들 사이에서 문화  갈등을 겪으면서 혼돈

을 경험하며 한국인 임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습

능력이 다른 래에 비해 히 낮아 정체성 

혼란, 자아존 감 손실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정보소외계층인 다문화 가정자녀

들을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통령기록물에 한 심을 증진시키

고 통령 기록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평

소에 근이 용이하지 않은 통령기록물을 활

용하는 교육 로그램을 통해 통령기록물 보

다 리 하며 통령기록물에 한 지식과 

련 자료들의 유무를 알 수 있으며 학습자의 

심에 따른 기록물들에 한 탐색과 이를 원하

는 형태로 가공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잠재 인 이용자  연구자가 될 수 있는 가능

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단순한 홍보차원을 넘어 교육 로그램

을 통해 자아존 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을 상으로 단지, 언어, 

사회 정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을 두지 

않고 스스로의 자생능력과 응능력 신장에 

을 맞춰 자아존 감에 한 문제 해결과 함께 

더 멀리 나아가 사회  부 응과 같은 잠재 인 

사회문제해결이 가능하다.

5. 결 론

통령기록 은 2008년 이래로 이용자들에

게 이용자서비스  하나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통령기록 에서 진행

되는 교육 로그램은 ․ 학생의 정규교육 

과정을 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학습자를 

한 교육 로그램 개발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한 실정이며(이은진, 2015) 이는 국민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하는 통령기록 의 비 과 

조  다른 실로 사회․정보 소외계층의 이용

자들을 상으로 진행되는 교육 로그램을 찾

아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필요성 하에, 

본 연구에서는 통령기록물을 활용하여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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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정의 자녀들을 상으로 자아존 감 향상 

교육 로그램을 제안하 다. 

본 연구는 통령기록물을 활용하여 이용자

를 좀 더 세분화 하여 다문화가정의 등학생 

자녀들을 상으로 사회 소속감과 자아존 감 

증진을 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여 다문화

가정 자녀 지도 경력이 있는 등교사를 상

으로 한 설문을 통하여 체 평균의 값 4.38, 

CVR 평균값은 0.89로 한 교욱 로그램을 

제안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많은 사

회․정보소외계층 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용자층의 한계와 실제 으로 교육 로그램

을 장에 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후속 연구로 학습

자를 다문화가정 자녀 상으로 개발된 교육 

로그램을 직  수행하여 자아존 감 만족도

의 변화를 구체 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

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계층을 상으로 통령기록물을 활용한 교육 

로그램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특히, 단편 인 통령기록물 기반

의 교육 로그램의 개발의 한계를 넘어서 통

령기록물의 유형별 특징에 따라 효과 인 교육

분야와 상 등에 한 보다 세부 인 연구들

이 수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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