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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그림책을 활용한 언어지도가
발달지체 유아의 자발적 언어 표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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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미 ․이병인

본 연구를 통해 동요 그림책을 활용한 언어지도가 발달지체 유아의 자발적 언어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D구에 위치한 K유아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발달지체 유아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세 명의 유아를 사전 관찰과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실험은 대상자간 중다기초선
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실험 기간은 2005년 9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로 총 12주 동안 실
시되었다. 실험은 기초선 3-7회기, 중재 단계인 동요 그림책을 이용한 활동은 5권의 동요
그림책을 각 동요 그림책 당 5차시로 나누어 매일 1회, 주 5회씩 총 25회기 지도하였고,
유지는 중재가 종료된 2주 뒤에 연속적으로 5회기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 회기가
끝난 후에는 동요 그림책의 삽화를 이용하여 대상 유아의 자발적인 어휘 표현에 대한 검
사를 하였고, 중재 중에는 유아가 표현하는 자발적 발화 횟수를 보조 연구자와 측정 도구
의 기준에 따라 회기별로 분석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동요 그림책은 유아의
자발적 발화 횟수 및 자발적 어휘 표현을 증가시켰으며, 중재의 조건이 소거된 후에도 동
요 그림책을 이용한 활동의 효과가 지속되었다. 따라서 동요 그림책은 발달지체 유아의
자발적인 언어 표현에 효과적인 자료로서 즐거운 언어적 경험이 될 뿐만 아니라 노래와
다른 영역을 통합한 통합적 접근으로 확장해서 사용한다면 효과적인 중재 및 학습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동요 그림책, 자발적 발화 횟수, 자발적 어휘 표현, 발달지체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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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는 언어의 습득과 활용에 흥미가 많기 때문에 자발적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어릴 때
부터의 바른 언어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유아기 때의 언어 교육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특별히 유아기의 언어 교육은 의사소통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 인지, 사회성 등
정서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언어 발달이 뒤떨어지면 지적 수준의
지체를 가져오고 사고의 폭이 좁아 창의성 발달이 늦어질 뿐 아니라, 대인 관계 또한 원만
하지 못하게 된다(이영자, 2004). 이처럼 언어 능력은 대인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다른 모든 학습과 발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기 때의 언어 교육은 매우 중
요하다.
일반 유아들의 언어는 주위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능동적인 활동이나 인식 활
동을 통하여 그들의 표상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욕구나 흥미가 유발되는 것을 촉진
시킬 수 있다. 이것은 유아로 하여금 어른과의 교류를 통하여 어휘를 증가시키고 말의 새로
운 의미를 인지하고, 단어들을 결합하게 하며 이러한 언어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나 감
정, 타인에 대한 태도 등을 표현하게 한다.
발달지체 유아에게 있어서도 언어 발달은 역시 일반 유아와 마찬가지로 풍부한 환경의 영
향과 주변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한 질적인 언어 지도를 함으로써 결정 된다.
비록 그들이 또래 일반 유아들과 비교하여 주위 사람들과 언어적으로 교류할 필요성을 강하
게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달지체 유아로 하여금 언어의 실제 사용이라는 기능성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장주숙, 2002), 이러한 언어 발달 지체를 보이는 발달지
체 유아들에게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언어는
의사소통 기능뿐만 아니라 사고 기능, 행동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중요한 기능
이 지체된 발달지체 유아들에게 언어를 향상시키는 일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정진용,
1999).
발달지체 유아의 경우 같은 연령의 일반 유아와 비교할 때 감각 자극을 인지, 변별, 통합
및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 문제를 가지며 지적, 환경적인 결함에 의해 전반적인 언어 발달에
지체를 보이며, 심하게 언어 획득이 지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발달지체 유아들은
스스로 말하거나 언어를 표현하는 자발적인 언어 표현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
을 구조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유아가 흥미를 나타내는 과제를 이용해서 언어 지도를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지연, 2004). 표현 어휘에 지체를 보이는 발달지체 유아들이 자유놀이
시간이나 혼자서 작업을 할 때 동요를 흥얼거리거나 음악 소리가 나는 쪽으로 집중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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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자주 보게 되는데 이는 그만큼 유아들에게 동요를 배우고 부르는 것은 아주 즐겁고 재
미있는 활동이며, 흥미 있는 언어 학습으로 집중하도록 해서 자발적인 언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남기진, 2003).
유아들은 반복되는 말의 운율을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익히게 되는데 이러한 패
턴의 가장 효과적인 노래가 바로 동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요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
모님의 목소리를 타고 귀에 이른 것으로 친숙하고 반복과 구어적 표현이 풍부해서 어린 유
아들의 언어 발달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유아는 자연스럽게 동요의 리듬을 흥얼거
리면서 동요의 가사를 모방해봄으로써 유아의 자발적 표현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정묘연,
2000). 동요를 들을 때 발달지체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면서 노래의 리듬을 흥얼
거리게 되고 비슷한 발음으로 노래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언어 표현력을 보인다. 또한 같은
구절 반복의 묘미를 살린 노랫말, 후렴이 반복되는 노랫말, 문답식으로 이루어진 노랫말과
같이 형식이 쉽고 재미있는 동요를 이용해서 단어나 문장을 표현하도록 하면 일반적인 단어
의 모방보다는 어휘를 더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계속적인 반복에도 싫증을 덜 내게 된다(백
운찬, 1998). 특히 동시나 동요는 일정한 형태, 반복, 후렴, 리듬감 등이 있어 유아들이 좋아
하고 쉽게 외우기도 하며, 동요와 같이 간단한 멜로디를 가진 노래들은 발달지체 유아의 자
발적인 언어 표현을 위한 학습 매개체로 매우 효과적이다(김경희, 2005 재인용). 또한, 동요
를 즐겨 듣거나 동요를 배우고 즐기기 위해서는 노랫말을 사용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어휘
가 습득되고 단어가 익혀지며 특히, 동요의 리듬감이 유아들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을
시켜주므로 자발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표현력에 도움을 준다(Edelsky & Draper, 1989).
음악 활동 시 언급 되는 언어는 문법적으로 올바르게 말하는 것보다는 유아로 하여금 언
어 표출에 대한 기쁨, 그리고 의욕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수진, 1997). 이러한
관점에서 유아가 흥미로워 하는 노래를 통한 언어 지도는 유아에게 언어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유아의 학습 동기를 유발 시켜 줄 수 있다.
노래 부르기와 말하기는 발음하기, 강도, 말하는 속도의 리듬, 주파수의 영역 등에서 많은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노래는 언어에 필요한 많은 행동, 기술 등과 결합되어 있어 언어
산출에 필요한 많은 기술의 발달을 돕게 된다. 이렇게 유아들이 흥미를 가지는 동요를 그림
책으로 만들어 제시하면, 그림책의 그림을 통해 동요의 어휘를 익히고 리듬을 통해서는 자
발적인 언어 표현력의 기회를 높여주는데 효과적인 학습 매개체가 된다(Harp, 1988; Renegar,
1990).
「동요 그림책」이란 선정된 노래의 가사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만든 책으로(McGirr, 1995),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책장을 넘기고 그림을 통해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흥미로운
매체이므로 발달지체 유아들에게 더욱 적합하다 하겠다. 동요 그림책은 또한 발달지체 유아
들이 좋아하는 노래의 리듬감, 멜로디, 단순성, 반복성 등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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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고 풍부한 어휘력과 문장의 확장을 도우며 노래 내용을 삽화로 구성하므로 매우 구
체적이며, 동요를 주 매개체로 사용하므로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켜 자발적인 언어 표
현력에 도움을 준다(김경희, 2005). 최근에 동요를 활용한 언어 지도가 유아의 언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이유묘, 2002; 권점숙, 2004), 이러한 동요와 관련된 연
구의 경우 동요를 듣고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동요를 언어 지도의 주된 매개
체로 이용하는 다른 접근 방법과, 동요의 내용을 그림책으로 만들어서 유아에게 제공함으로
써 언어를 표현하도록 하는 다른 방법적인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발달지체
유아의 경우 자발적인 언어 표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어 지도에 있어
매우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언어와 음악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노래가 언어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해 볼 때 동요 그림책의 활용이 발달지체 유아의 자발
적인 언어 표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지체 유아들이 배우는 동요를 선별하여 동요 그림책을 제작하고,
동요 그림책을 활용하여 노래를 듣고 보는 활동을 통합적으로 접근해봄으로서 동요 그림책
이 발달지체 유아의 자발적 언어 표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2. 연구 문제
동요 그림책을 활용한 언어지도가 발달지체 유아의 자발적 언어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동요 그림책이 발달지체 유아의 자발적 발화 횟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동요 그림책이 발달지체 유아의 자발적 어휘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의 정의
1) 동요 그림책
「동요 그림책」은 동요의 가사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만든 책이다(McGirr, 1995). 본 연구에
서는 일정한 구절이 반복되는 동요, 문답식 형태가 있는 동요 중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동
요를 선별한 후, 동요의 가사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제작한 그림책을 동요 그림책이라 하며,
문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동요 그림책의 그림은 인터넷상의 동영
상 플래쉬(Flash) 화면을 수정․편집해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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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발적 언어표현
자발적 언어 표현은 교사가 언어적 시범을 보여주지 않고, 모방 발성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아 스스로 음성 언어로 단어나 문장을 표현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이상
복ㆍ이유진, 1999).
3) 자발적 발화
자발적 발화는 교사가 언어적 시범을 보여 주지 않고 모방 발성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아 스스로 사물이나 그림을 보면서 음성 언어로 단어나 문장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남기진, 2003).
4) 자발적 어휘 표현
자발적 어휘 표현은 유아가 사물이나 그림을 보고 언어로 명명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
며, 본 연구에서 어휘 표현은 음성 언어를 통해 명칭․의성어․의태어를 말하는 것으로 정
의하였다(이상복․이유진, 1999).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 유아들은 연구자가 근무하는 서울특별시 D구에 위치한 K유아특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발달지체 유아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세 명의 유아들로 사전 관찰과
담임교사와의 면담 그리고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첫째, 발달지체로 진단 받은 유아
둘째, 약물을 복용하거나 다른 신체적 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신체적 결함)를 갖지 않은
유아
셋째, 간단한 단어를 통한 언어 표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유아
넷째, 음악적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유아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대상 유아들의 현재 발달 수준 및 언어와 행동 특성을 살펴보면
<표 1>,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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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 유아별 현재 발달 수준
사회성숙도 검사

영ㆍ유아 언어발달검사

대상자

성별

생활 연령(CA)
(05.9.1기준)

SA

SQ

수용 언어

표현 언어

유아 1

남

6세 3개월

3.00

64.23

36개월

33개월

유아 2

남

5세 8개월

2.10

55.4

26개월

20개월

유아 3

남

5세 1개월

2.27

51.4

30개월

25개월

<표 2> 대상 유아의 언어 및 행동 특성
대상유아

언어 특성

행동 특성

․자신의 의사를 두 어절의 문장으로 말할 수 있
다.
유아 1

․표현 언어를 많이 시도하는 편이지만 사용하는
단어나 어휘가 한정적이다.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나 ‘가자, 안돼’ 등의 상투
적인 말로 이루어진 문장을 많이 사용한다.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노래를 부르
면 활동에 대한 집중도가 향상된다.
․친구에게 관심이 많고 수업 활동이나 주
변 환경에도 관심이 많은 밝은 성격이지
만 친구를 때리거나 고집을 부리는 행동
을 특별한 전후 상황 없이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모방해서 발성할 수 있지만 단어나 문장의 명료
도가 매우 떨어진다.
․의미 없이 ‘없다, 안돼, 아버지’ 등의 표현을 자
주 사용한다.
유아 2

․모방해서 말하기 힘든 단어의 경우 ‘아빠’라고 발
음한 다.
․자신의 요구를 모방해서 불완전한 두 어절 문장
으로 말할 수 있지만 주로 익숙한 어구로만 말
하고 나머지는 동작으로 표현해서 자발적인 표

․친구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친구가 하는
행동을 따라 하는 모습을 보인다.
․교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넘어지
거나 친구를 괴롭히는 등 과장된 행동을
많이 한다.
․충동적으로 깨무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현력의 향상이 필요하다.
․단어나 문장의 발음 명료도가 좋은 편이다.
․단어의 모방이 가능하고 두 어절의 서술형 문장

․기분이 너무 좋거나 과제가 어려울 때 소
리 지르는 행동을 보인다.

의 경우도 모방해서 발성할 수 있지만 다시 말 ․좋아하는 친구가 하는 행동은 거의 다 모
유아 3

하도록 요구하거나 모방을 하도록 요구했을 때

방하고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

는 말하지 않는다.

어진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언어 발성의 폭이나 횟수 ․수업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자신의
에 많은 차이를 보여 지속적인 자발 발화에 대

기분과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편

한 언어 지도가 필요하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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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설계 및 절차
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은 동요 그림책을 활용한 언어 지도이며 종속 변인은 발달지체 유아
의 자발적 언어 표현에 미치는 영향이다. 본 연구는 3명의 발달지체 유아에 대한 대상자간
중다기초선 설계(이소현ㆍ박은혜ㆍ김영태, 2000 재인용)를 사용하였다.
실험 절차는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 이루어졌으며, 유아 1의 기초선 측정에서 3회 연속
비슷한 안정적인 점수가 나오면 중재를 시작하였고, 유아 1의 중재 후 언어 표현력의 증가
추세가 확인되면, 유아 2의 중재를 시작하였다. 유아 2의 중재 후 역시 자발적인 언어 표현
력의 증가 추세가 확인되면 유아 3의 중재를 시작하였다. 실험으로 인한 자발적인 언어 표
현력의 결과가 유지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재가 종료된 2주 후 연속해서 5회기에 걸쳐
유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실험은 2005년 9월 5일부터 2005년 11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중재 시
작 전 3주간 대상 유아의 선정 및 정보를 위해 필요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기초선은
2005년 9월 12일부터 28일, 중재는 9월 21일부터 11월 7일, 유지 검사는 11월 14일에서 25일
사이에 실시하였고 총 실험 기간은 12주였다.
(1) 실험 환경
기초선, 중재, 유지 기간의 측정 및 중재는 유아가 다니고 있는 K유아특수학교의 ○○반
교실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위한 기초선 자료 수집은 유아의 등교 후 자유 선택 놀이
가 이루어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15분간 이루어졌고, 중재는 교사와 일대일로 이루어졌는
데, 다른 유아들이 등교하기 전 오전 9시 10분~30분(유아 1), 다른 유아들이 하교한 후 오후
1시 40분~2시(유아 2), 오후 3시~3시 20분(유아 3)까지 한 회기 당 20분씩 이루어졌으며, 유
지 단계는 기초선과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서 실시하였다. 실험 장소는 유아가 친숙함을 느
끼는 교실 환경이었고, 교실에는 각 놀이 영역별로 교구 및 장난감, 도서 등이 비치되어 있
는 일반 유치원과 동일한 환경이었다.
(2) 기초선 단계
기초선 단계는 연구의 종속 변인인 대상 유아의 자발적 언어 표현(자발적 발화 횟수, 자발
적 어휘 표현)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루 일과 중 자유 놀이가 이루어지는 오전 9시 30분부터
15분간 이루어졌다. 동요 그림책이 비치되어 있는 책 읽기 영역으로 유아가 자연스럽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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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도록 했으며, 그림책의 노랫말이나 그림을 전혀 설명해 주지 않는 특정한 단서나 자극
이 없는 자연스런 환경에서 실시하였다.
유 아

기초선 기간

기초선 회기

유아 1

2005년 9월 12일 ~ 9월 14일

3회기

유아 2

2005년 9월 12일 ~ 9월 21일

5회기

유아 3

2005년 9월 12일 ~ 9월 23일

7회기

① 자발적 발화 횟수
이 연구에서 대상 유아의 자발적 발화 횟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아의 자발적 표현을 관찰 용지에 기록했으며 이를 이영철(1993), 김명배(2004), 박은주(2004)
의 자발 표현 기록법과 김영태(2002)의 자발화 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대상 유아의 언어 특
성에 맞게 수정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5분간 유아가 말하는 모든 표현 언어를 관찰 용지에 기록하며 유아가 말할 때의 전,
후 상황을 간단히 함께 기록한다.
▶ 연구자의 언어 모델링에 의해 표현하거나, 연구자가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에 의해
발화하는 언어를 제외시키고 유아가 스스로 말하는 음성 언어만을 자발적 언어로 체크
한다.
▶ 단순 대답(예, 아니요), 감탄사(이야, 와), 무의미한 음절로 이루어진 발성은 제외하며 유아
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사용하거나 중간 중간에 사용하는 상투적인 어투는 제외한다.
▶ 유아가 반복적으로 발성하는 단어나 문장은 각각을 발화 횟수로 체크한다.
▶ 15분 동안 유아의 전체 자발적 발화 횟수를 기록한다.
② 자발적 어휘 표현
본 연구에서 대상 유아의 자발적인 어휘 표현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한국 교육 개발원의 한국 아동의 언어 발달 연구(권경안, 1981), 그림 어휘력 검사 실
시 요강(김영태․장혜성․임선숙․백현정, 1995), 표현 언어 의사소통 기술 검사 Level Ⅰ
(Riley, 1984)의 ‘사물 명칭 표현하기’를 참고하여 대상 유아의 언어 특성에 맞게 수정해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 각 동요 그림책마다 지도 목표 어휘를 둔다.
(반복적으로 제시된 명사․의성어․의태어 표현을 중심으로 지도 목표 어휘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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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권경안(1981)의 어휘 목록을 참고하여 유아에 해당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하였다.)
▶ 그림책의 삽화를 이용해 “이게 뭐예요?”(명사의 경우), “어떤 소리가 날까요?”(의성어의
경우), “~게 되었어요?”(의태어의 경우)라고 묻는다.
▶ 각 어휘 표현 문항을 0점, 1점, 2점(목표 어휘를 표현할 수 없다-0점, 부족하긴 하나 표
현할 수 있다-1점,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다-2점)으로 평가한다.
(3) 중재 단계
중재 단계는 유아 1의 기초선이 3회 연속 안정되는 시점에 적용하였으며, 유아 1의 중재
기간의 자료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때, 유아 2의 중재를 실시하였고, 유아 2의 중재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때 유아 3에 대한 중재를 시작하였다.

유 아

중재 기간

유아 1

2005년 9월 21일 ~ 10월 27일

유아 2

2005년 9월 26일 ~ 11월 1일

유아 3

2005년 9월 29일 ~ 11월 4일

중재 회기

25회기

중재는 주 5회(월~금) 한 회기 당 20분씩 이루어졌으며, 교사와 유아가 마주 보고 일대일
로 활동하였다. 동요 그림책은 총 5권으로 1권당 5회기를 적용 하였고, 중재에 사용된 동요
는 <표 4>와 같고, 회기별 동요 그림책과 활동의 내용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중재 매 회기마다 연구자가 중재 중에 직접 관찰을(도입 5분을 제외, 15분 동안 관찰) 통
해 기초선에서 제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유아의 자발적 발화 횟수를 기록하였고, 한 회기가
끝난 후에는 동요 그림책의 삽화를 이용해서 기초선에서 제시한 방법과 동일하게 자발적 어
휘 표현을 분석한 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① 동요 그림책 프로그램
이 연구에 있어서의 동요 그림책 프로그램은 김정규(1998)의 유아 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이혜경(2001), 백운찬(1998), 최신애(2003)의 음률 활동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연구자와 유아특
수교육 경력 3년, 5년 이상의 경력자 2인의 검토를 통해 내용을 선정하였다.
동요의 선정 기준
노명완․이차숙․조정숙(1997)이 제안한 유아가 좋아하는 노래 형태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
은 기준에 의해 연구 대상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요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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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의성어나 의태어가 포함되어 있는 노래
▶ 문답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아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노래
▶ 리듬이 반복되어서 유아가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
▶ 노래의 전 곡에 5개 이하의 단어가 포함되어 유아가 쉽게 언어 표현 할 수 있는 노래
이상의 기준에 의해 선정된 노래는 단어 수가 적게 포함된 노래에서부터 단어와 문장 수가
많아지는 복잡한 노래 순으로 나열하였다. 이에 따라 선정된 동요 목록은 <표 3>과 같다.

<표 3> 선정된 동요
번 호

동요형태

동 요명

1

번호

살랑살랑 바람
반복되는 구절이

2
3

동 요명

4

문을 똑똑

포함된 노래

동요형태

여우야 여우야
문답식 노래

5

뚜벅뚜벅 구두

우리 집에 왜 왔니

② 동요 그림책의 제작
동요 그림책은 <표 3>에 선정된 동요의 내용을 그림으로 제작해서 만든 그림책으로서,
문자가 없고 동요의 내용과 동일한 그림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림책 한권 당 4~6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기별 동요 그림책과 활동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회기별 동요 그림책과 활동 내용
회 기

동요 형태

1~5
6~10

동요명
살랑살랑 바람

반복되는 구절이
포함된 노래

문을 똑똑

11~15

뚜벅뚜벅 구두

16~20

여우야 여우야

21~25

활동 내용

문답식 노래

․동요 그림책 보기
․동요를 카세트로 듣기
․동요 그림책 보면서
노래 부르고 어휘 익히기

우리 집에 왜 왔니

(4) 유지 단계
유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재가 종료된 2주 후 연속해서 5회기에 걸쳐 실시하였고, 기
초선 단계와 동일한 상황을 제공하여 평가한 후 대상 유아들의 반응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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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아

유지 기간

유지 회기

유아 1

2005년 11월 14일 ~ 11월 18일

유아 2

2005년 11월 16일 ~ 11월 22일

유아 3

2005년 11월 21일 ~ 11월 25일

5회기

3. 관찰자간 신뢰도
관찰 기록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1명의 평가자로 관찰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실험이 시작되기 전에 평가 기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사전 자료를 이용하
여 훈련 후 일치도가 85%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기초선, 중재, 유지의 전 과정을 직접 관찰
하여 전체 실험 회기의 25%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연구자와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관찰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 결과는 <표 5>와 같다.
관찰자간 신뢰도(%) = {일치된 점수 / (일치된 점수 + 불일치된 점수)} × 100

<표 5> 관찰자간 신뢰도
대 상

신뢰도

자발적 발화 횟수

자발적 어휘 표현
평균

(%)
유아 1

유아 2

유아 3

91.4

93.0

92.3

(88.5~98.0)

(87.0~98.0)

(86.4~98.0)

93.3

93.4

95.0

(86.5~98.9)

(90.0~100)

(89.0~100)

92.35

93.2

93.65

전체 평균

93.06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대상 유아의 자발적 언어 표현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
루어졌다. 대상 유아의 자발적 언어 표현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적 관찰법을 사용하였다.
1) 자발적 발화 횟수
제한된 시간 동안의 전체 자발적인 발화 횟수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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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발적 어휘 표현
자발적인 표현 어휘력 평가 결과는 평가지에 따라 3점 척도로써 평가하며 결과 처리 시
점수를 합산해서 계산한다.

III. 연구 결과
동요 그림책을 활용한 언어지도가 발달지체 유아의 자발적 언어 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연구 문제별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발적 발화 횟수의 변화
중재 이전 유아의 자발적 발화 횟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대상 유아별로 3-7회기 동안
기초선 평가가 실시되었고 중재 기간 동안 각 대상 유아별로 25회기의 중재가 실시되었다.
유지 기간 동안은 5회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표 6>, <표 7>, <표 8>, [그림 1]은 유아 1,2,3의 자발적 발화 횟수의 변화를 나타내주
고 있다.
<표 6> 유아 1의 자발적 발화 횟수의 변화
단계 기초선

중 재

유 지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횟수 6 7 6 8 10 14 23 21 14 19 23 22 26 13 15 16 13 15 15 18 26 27 24 13 17 16 22 23 18 19 20 21 20

<표 7> 유아 2의 자발적 발화 횟수의 변화
단계

기초 선

중 재

유지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횟수 2 3 2 3 3 7 10 13 15 13 8 13 16 15 15 7 10 13 13 15 8 9 12 16 18 7 10 13 13 15 10 11 11 10 13

<표 8> 유아 3의 자발적 발화 횟수의 변화
단계

기 초선

중 재

유 지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횟수 1 2 2 1 2 2 1 5 7 6 9 13 8 12 15 15 17 6 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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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

중 재

유 지

유아1

횟

유아2

수

유아3

회 기
[그림 1] 유아 1,2,3의 자발적 발화 횟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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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 1
<표 6>에서와 같이 유아 1은 중재 5회기를 간격으로 자발적 발화 횟수가 증가폭을 보였
다. 유아 1은 동요 그림책의 중재가 처음 이루어진 4회기부터 동요 그림책 자체에 대한 매
우 높은 관심으로 중재에 임했으며 동요 그림책이 반복적으로 제공된 6회기부터는 매우 높
은 발화 횟수의 증가폭을 보였다. 즉, 동요 그림책의 삽화나 동요의 리듬에 익숙해진 유아는
자발적 발화 횟수의 증가폭이 매우 높았으나, 중재 5회기마다 동요 그림책이 바뀌어져 제공
되었기 때문에 중재 5회기를 간격으로 자발적인 발화 횟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재 시 5권의 동요 그림책을 각각 5회씩 사용 하였는데, 5회 중 3, 4, 5번째 활동할 때 가
장 높은 자발적 발화 횟수의 증가를 보였다. 매 5회 때마다 다른 동요 그림책이 제공되기
때문에 5회를 간격으로 자발적 발화 횟수가 줄어들었으나 전 회기에서 배운 동요 그림책의
어휘나 노래를 표현하였기 때문에 기초선 보다는 높은 자발적 발화 횟수를 보였고, 다시 동
요 그림책의 가사와 리듬을 알고 나면 증가세를 보였다.
유아 1의 경우 동요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계속적인 흥미를 유지하고 있어서
자발적 발화 횟수가 5회기를 간격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14회기~18회기까지의 동
요 그림책(뚜벅뚜벅 구두)에 대해서는 노랫말에 대한 흥미나 노래의 리듬에 대한 흥미를 적
게 보여 자발적 발화 횟수가 다른 동요 그림책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유아 1은
흥미를 보이는 동요 그림책과 흥미를 적게 보이는 동요 그림책에 따라 자발적 발화 횟수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동요의 리듬과 가사에 대한 선호도를 인식하고 있는 유아 1의 인지
특성에 기인한 결과이다. 유아 1의 중재 후 유지 검사를 보면 각 동요 그림책 당 2번째 중
재 시 보이는 자발적 발화 횟수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2) 유아 2
<표 7>에서와 같이 유아 2는 중재 5회기를 간격으로 자발적 발화 횟수가 증가하였다. 중
재 시 5권의 동요 그림책을 각각 5회씩 반복 하였는데 5회 중 3, 4번째 활동 시 가장 높은
발화 횟수의 증가를 보였으며, 5번째에도 계속적인 증가를 보이거나 4번째 활동과 비슷한
자발적 발화 횟수를 보였다.
유아 2는 5권의 동요 그림책에 대한 자발적 발화 횟수의 편차가 심하지 않았는데, 이는
유아 2가 5권의 동요 그림책 중 특정한 그림책을 선호하기 보다는 5권의 동요 그림책에 대
한 관심을 골고루 가졌음을 의미한다. 유아 2는 자발적 발화 횟수에서 의성어, 의태어(살랑
살랑, 똑똑똑)의 반복 표현이 많았고, 어휘력 부족으로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떠오르
지 않으면 교사를 쳐다보면서 동요 그림책의 그림을 손으로 지적해서 ‘어?’라는 의문사를 표
현하는 행동을 많이 보였다. 하지만 유아 2의 경우 원래 자발적 발화에서 상투적인 어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중재 초기에 그림책을 보고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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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알고 있지만 어휘가 생각나지 않을 때나 활동이 지속되어 지루해질 때 ‘아아, 아빠, 띠띠,

간다’ 등의 무의미한 음절이나 상투적인 어투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중재 회기에 지속되면서
의미 있는 표현으로 발화하려는 언어 표현이 관찰되었다. 중재 후 유지 검사를 보면 첫 번
째부터 네 번째까지 비슷한 자발적 발화 횟수를 보였으나 마지막 다섯 번째에서는 자발적
발화 횟수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3) 유아 3
<표 8>에서와 같이 유아 3은 동요 그림책을 통한 활동이 반복되면서 중재 5회기를 간격
으로 자발적 발화 횟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각 동요 그림책 당 4-5번째의 활동에 있어 가장
높은 발화 횟수의 증가를 보였다.
유아 3은 동요 그림책의 중재 초기 세 번째 회기까지는 동요 그림책에 대한 낯설음을 보
여서 자발적 발화 횟수가 적고 활동에 대한 흥미가 다소 적었으나, 중재가 거듭될수록 자발
적 발화 횟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요 그림책의 활동을 네 번째 중재 했을 때부터 동요 그림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
졌으며, 동요 그림책의 그림이나 노래의 가사에 대한 높은 이해력을 보여서 ‘살랑살랑’이라
는 말에 손을 위로 뻗어 바람이 부는 동작을 표현하는 등 자신의 움직임으로 동요 그림책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 3의 경우 동요 그림책 각각에 대한 선호도가 달라서 동요의 리듬이나 반복되는 명칭
의 노랫말에 따라 선호하는 동요 그림책과 선호하지 않는 동요 그림책을 확연히 구분 짓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18회기-22회기까지 제공된 동요 그림책 ‘뚜벅뚜벅 구두’의 경우 다른
동요 그림책보다 낮은 흥미를 보여 전체적인 자발적 발화 횟수가 다른 동요 그림책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고, 23회기-27회기까지 제공된 ‘여우야 뭐하니’의 경우 다른 동요 그림책에
비해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면서 자발적 발화 횟수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여우’
라는 반복되는 명칭 표현에 대한 자발적 발화가 많이 표현되었기 때문이며, 유아 3의 경우
다른 동요 그림책에서도 반복 되는 명칭에 대해서는 높은 발화 횟수를 보였다. 중재 후 유
지 검사를 보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비슷한 자발적 발화 횟수를 보였다.

2. 자발적 어휘 표현의 변화
중재 이전 유아의 자발적 어휘 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대상 유아별로 3회기-7회기 동
안 기초선 평가가 실시되었고 중재 기간 동안 각 대상 유아별로 25회기의 중재가 실시되었
다. 유지 기간 동안은 5회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표 9>, <표 10>, <표 11>, [그림 2]는
유아 1,2,3의 자발적 어휘 표현의 변화를 나타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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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유아 1의 자발적 어휘 표현의 변화
단계 기초선

중 재

유지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점수 4 5 4 7 9 13 15 18 18 23 22 20 21 20 20 22 26 28 28 27 29 28 29 30 30 28 28 30 24 25 25 25 25

<표 10> 유아 2의 자발적 어휘 표현의 변화
단계

기 초선

중 재

유 지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점수 1 1 2 2 2 4 6 5 5 5 7 7 8 8 8 8 8 7 9 9 11 13 13 14 14 12 13 13 12 12 9 10 9 9 9

<표 11> 유아 3의 자발적 어휘 표현의 변화
단계

기 초선

중 재

유 지

회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점수 2 2 3 2 3 2 2 3 5 5 6 6 7 7 8 8 9 10 12 11 11 13 12 12 15 17 17 16 16 17 16 18 15 16 16 16 16

1) 유아 1
<표 9>에서와 같이 동요 그림책을 통한 활동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결과 유아 1의 자발적
어휘 표현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동요 그림책의 삽화를 이용해서 자발적 어휘 표현에
대한 검사를 하였는데, 유아 1은 5회기마다 동요 그림책이 바뀔 때에도 그 전 회기에 배운
어휘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전 회기에 습득한 어휘를 기억해서 표현 하였으므로, 전반적으로
어휘 표현이 증가세를 보였다.
유아 1은 동요 그림책을 이용한 활동이 시작된 4회기부터 계속해서 자발적인 어휘 표현의
증가를 보이다가 10회기 전후로는 비교적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10회기를 기점으
로 어휘 표현이 다소 떨어졌는데, 이는 앞서 습득한 어휘를 유아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
지만 10회기 후까지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어휘들은 유아 1의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계속적으로 표현함을 관찰 할 수 있었다.
15회기-16회기 사이 유아 1은 다시 자발적 어휘 표현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유아가
많은 흥미를 느꼈던 동요 그림책인 ‘여우야 뭐하니’를 배우게 되면서 어휘 습득의 양이 많아
졌기 때문이다. 유아 1은 중재 후 유지 검사에서도 5회기 모두 비슷한 자발적 어휘 표현을
보여 자발적 어휘 표현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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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

중 재

유 지

유아1

점

유아2

수

유아3

회 기
[그림 2] 유아 1,2,3의 자발적 어휘 표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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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 2
<표 10>에서와 같이 유아 2는 동요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이 반복 될수록 유아가 표현하
는 자발적 어휘 표현이 조금씩 증가 하였다. 유아 2의 경우 어휘 표현이 급격한 상승을 보
이지만 않았지만, 꾸준히 자발적 어휘 표현이 조금씩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유아 2의 경우
습득한 어휘를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해서 배운 어휘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어휘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래서 자발적 어휘 표현의 폭이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유아 2는 모르는 어휘의 경우 ‘아빠, 여우, 똑똑’ 등 유아가 동요 그림책을 통해 습득
해서 알고 있는 어휘로 대체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어휘 표현 시 조음에 많은 어
려움을 보며 발음하기 힘든 어휘의 경우 ‘가가, 나디’ 등과 같은 불분명한 음절로 연결된 단
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유아 2는 20회기를 기점으로 자발적 어휘 표현이 다
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유아 1과 마찬가지로 문답식 형태의 노래인 ‘여우야 뭐
하니’ 동요 그림책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동요 그림책에 많은 흥미를 보였고 이를 통해 어휘
를 습득하는 양이 많아 졌기 때문이다.
중재 후 유지 검사를 보면 유아 2는 5회기 모두 비슷한 점수의 자발적 어휘 표현을 보여
자발적 어휘 표현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유아 3
<표 11>에서와 같이 유아 3은 동요 그림책을 통한 활동이 반복되면서 유아가 표현하는
자발적 어휘 표현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유아 3은 급격한 변화나 다시 어휘력이 감소하는
등의 큰 폭의 변화 없이 꾸준한 증가폭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유아 3이 습득한 어휘를 비교
적 자발적 언어로 잘 표현했고, 새롭게 습득하는 어휘의 표현에도 적극성을 가졌기 때문이
다.
하지만 유아 3의 경우 중재 첫 단계에서는 어휘를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
움을 보여서 힘들어했지만 중재가 거듭될수록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어휘가 매우 일관적이었
다.
유아 3의 경우 특히 명칭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자발성이 매우 높아 ‘여우’, ‘구두’, ‘은행

잎’과 같은 어휘를 반복적으로 노래 부르듯이 자발적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주변
사물을 보고도 ‘은행잎’, ‘구두’ 등 배운 어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
었다. 중재 후 유지 검사를 보면 5회기 모두 비슷한 자발적 어휘 표현을 보여 어휘 습득의
결과가 유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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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동요 그림책을 활용한 언어지도가 발달지체 유아의 자발적 언어 표현력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었으며, 본 연구 결과 동요 그림책을 활용한
언어지도가 발달지체 유아의 자발적 언어 표현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통
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동요 그림책을 보면서 연구 대상 유아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의 리듬을 흥
얼거리면서 따라 부르게 되고, 동요 그림책의 그림을 스스로 넘기는 적극적인 탐색 과정을
통해 발성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자발적 발화 횟수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특히 많은 자발적 발화를 보인 것은 동요 그림책에 나오는 반복되는 의성어․의
태어였는데, 그 이유는 동요 그림책의 그림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고, 듣게 되는 그림과 어휘
에 유아들이 흥미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에는 자연스러운 리듬과 멜로디가 있으므로 노래 부르기는 또 다른 언
어 발성의 아름다운 방법이며 언어에 있는 ‘음악적 속성’을 이용할 경우 언어 학습의 흥미를
높인다는 Harp(198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동요 그림책은 예측 가능한 패턴과 유머가 있
어서 유아의 언어 학습 흥미를 증가시키고 유아들이 좋아하는 노래의 리듬감, 멜로디, 단순
성, 반복성 등을 쉽게 익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동요 그림책은 자발적인 표현
력에 대한 동기 유발을 돕는다는 Barclay와 Walwer(1992)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음악과 언어는 많은 공통된 특성을 지닌 의사소통의 체계이므로 언어와 음악의 자연
스러운 통합은 발달지체 유아의 언어 표현력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McGirr(1995)의 연구와,
노래 가사와 결합된 노래의 멜로디는 음악을 즐기면서 언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므로 노
래하기는 언어 표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신정숙(200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
한다. 이러한 반응은 앞서 언급한대로 본 연구 대상 유아들의 자발적 발화 횟수에서 나타났
는데 유아들은 동요 그림책 자체를 매우 흥미 있어 했고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쉽게 그림책
의 내용을 이해하고 노래의 가사와 그림책을 일치시켜 가사에 맞게 그림책의 책장을 넘기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실제로 유아들의 경우 동요 그림책을 보면서 그림을 손으로 지
적하면서 중얼거리듯이 말하기, 책장을 한 장씩 넘기면서 반복되는 어휘를 말하는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일과 중 자유 선택 놀이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동요 그림책과 관련된 노래를 카세트로 틀
어주면 동요 그림책을 책읽기 영역의 책꽂이에서 가져 왔으며, 동요 그림책을 손가락으로
지적하면서 문장이나 단어를 표현하는 자발적 발화를 보이는 등 유아들이 일과 중 표현하는
언어의 빈도가 동요 그림책을 볼 때 많아짐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동요 그림책이 유아
에게 흥미를 주는 매력적인 매체가 되었으며 유아의 자발적 발화에 대한 동기를 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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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전체 발화 횟수를 증가시키는 도구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발적 발화 횟수의
동요 그림책별로 평균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중재 때는 동요 그림책이 5회기마다 바뀌어 제
공되어 전체적인 발화 횟수의 꾸준한 증가세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동요 그림책은 발달지체 유아의 자발적 어휘 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동
요 그림책을 보면서 어휘를 표현하기 시작한 본 연구 대상 유아들의 어휘력은 다소 증가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노래라는 즐거움과 줄거리를 통해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를
더 쉽게 기억하고, 의미 있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어휘를 접하므로 유아의 어휘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Jalongo와 Bromley(1984)의 연구 결과와, 동요 그림책은 탐색할 수 있는 내용과
언어가 풍부하므로 유아의 어휘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Barclay와 Walwer(1992)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동요 그림책은 노래를 배우면서 익숙해진 단어를 동요 그림책의 그림을
통해 제공하므로 어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데 효과적이었다는 신정숙(2000)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동요 그림책을 보면서 교사가 노래를 불러주고 목표 어휘가 나오는 부분에 노래를
멈추어서 유아가 어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법, 문답식 노래를 통해 교사가 부
른 노래의 다음 소절은 유아가 불러보도록 하는 등의 방법은 어휘를 유아가 스스로 표현하
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살랑살랑 바람~’하고 멈추면 유아가 ‘불어옵니다’라고
말하거나,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어~’하고 멈추면 유아가 ‘누구세요’라고 말하거나, ‘여

우야 여우야 뭐하니’라고 물으면 ‘잠잔다’ 등의 방법을 이용해 유아가 어휘를 자연스럽게 표
현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동요 그림책을 통한 자발적인 어휘 표현의 확장에 대한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었
다. 유아에 따라 어휘 발달에 어려움을 보였는데, 어휘의 즉시 모방이 힘들어 어휘 표현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적 발달의 어려움을 보여 어휘에 대한 이해력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새롭게 배우는 어휘의 양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 못하였고, 어휘를 명확히 알기
보다 비슷하게 말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어휘의 습득에 있어 지적 발달의 어려움이
나 조음의 부정확 등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김경희(2005), 신정숙(2000)의 동요
그림책을 통한 활동으로 유아의 어휘 표현이 약 50단어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동요 그림책을 활용한 언어지도가 발달지체 유아의 자발적 언어 표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동요 그림책이 유아들의 자발적인 발화 횟수, 자발적인 어휘
표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것이므로 동요 그림책은 발달지체 유아들의 언어 표
현 확장 활동을 돕는 도구이자 매개체로 활동될 것을 제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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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유아들이 교실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교육적인 방법을 통하여 획득한 언어 표현력
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가정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동요 그림책은 보관이나 이
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가정과 연계 활동을 하기에 더욱 편리하며 지속적인 연계 활동은 유
아의 언어 표현 언어 능력이나 이해력 발달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발달지체 유아의 자발적인 언어 표현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언어
표현의 양적인 부분인 자발 횟수나 어휘 표현의 수를 평가의 근거로 사용하였는데, 일반적
으로 언어 표현력의 향상을 볼 때는 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질적인 부분도 함께 다루어 주
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발달지체 유아 언어의 양적인 발달측면뿐만 아니라 질
적인 발달측면도 고려한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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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hildren's Song Picture Book on Spontaneous
Expressive Language Abilities of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Lee, Won-Me ․ Lee, Byoung-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ildren's song picture book to increase
spontaneous expressive language abilities of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This study used
a multiple baseline across three subjects. In demonstrating the intervention, children’s song picture
book was used by the teacher(face-to face), provided to each participant for 20 minutes. Two weeks
after the intervention was completed, maintenance effects were evaluated in the same settings as the
baseline condition.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requency of participant’s spontaneous utterance was increased through intervention with
children’s song picture book.
Second, the frequency of participant’s spontaneous vocabulary expression was increased through same
intervention.
Third, the frequency of participant’s spontaneous expressive language abilities was maintained
through intervention with children’s song picture book.
The results of this study has significance not only to increase children’s spontaneous expressive
language, but also to develop other methods of intervention by integrating other areas.
Key words : Children’s song picture book, utterance, vocabulary expression,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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