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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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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멀티미디어 동화와 그림 동화 듣기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교수-학습 과정에 효과적인 교수매체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대전 D어린이집 만 5세 각 20명씩 총 40명으
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자료 분석 방법은 빈도분석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멀티미디어 동화 듣기 활동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별로는 대인관계형성 능력, 유아교육기
관 적응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서는 기존의
평면적인 교수매체 보다는 멀티미디어 교수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ive teaching media for infants' teaching-learning process
by comparing the effects of multimedia fairytale activities and picture fairytale listening activities on infants' prosocial
actions. Follow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studied any effect to infants’ prosocial actions from multimedia
fairytale activities by dividing in two group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5-year-old infants (total 40; 20
experimental group & 20 comparison group) in D daycare center in Daejeon. Verifying data tool were time series
corresponding t-test, independent t-test and multi-variant analyses. As a result, multimedia fairytale listening activities
are more effective for infants' prosocial actions. It has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kills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dapt which is sub-area of infant’s prosocial actions. So, for various and high-qua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using multimedia teaching media is more effective than existing teaching media.

Keywords : Multimedia, Prosocial behavior

1. 서론

때문에 유아들에게 동화에 대한 다양한 경험은 언어발
달, 정서발달 및 가치관 형성 및 모든 영역과 관련하여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다[16,48]. 이에 유아를 위한 동화

유아기는 전 생애를 통해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는 직접 체험의 기회가 적은 유아에게 삶의 의미와 지혜

것을 배우며, 여러 행동양식이 결정되는 시기이다. 특히

를 터득하기 위한 가장 좋은 매체이다[12,14]. 유아는 동

유아들은 호기심이 많고, 탐색과 탐구를 즐기고 상상력

화를 통하여 욕구불만을 해소케 하고 새로운 지식을 제

이 풍부하며 더불어 모방을 잘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공해 주며 감정을 풍부하게 한다. 이는 곧 감동과 선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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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판단력을 길러주어, 성격과 습관형성에 도움을 준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시청각 매체는 생생한 현장

다[12]. 즉 교수-학습 방법 중 동화를 중심으로 하는 통

감을 제공해 주며 시각과 청각적 경험이 동시에 일어나

합적 접근은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

유아가 마치 현장에서 직접 경험 하는 듯한 느낌을 갖게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수매체라 하겠다[1].

한다[4].

유아를 위한 교수매체 중 동화는 상상력, 창의력, 사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는 정보화 사회(Information

고력을 길러주고, 경험을 확장하고 풍부하게 해주어 자

Society)이다.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TV나 신

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능력, 심미적 감상력을

문에서 정보를 얻기보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

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아들의 삶에 영향을 주

하여 정보를 찾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다. 이처럼 빠른

어 장래에 밝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도움

정보화 속도는 교육현장의 교육적 사고와 교수-학습 방

을 준다[52]. 동화가 유아에게 가치 있다는 믿음은 유아

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아교육 분야도 멀티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

미디어를 활용한 교수매체 활용의 중요성이 강하게 대두

들 또한 인정하고 있다[1,48]. 이에 가정에서 부모들은

되고 있다[3]. 또한 실제적인 경험과 함께 풍부하고 다양

유아들이 늘 그림책을 가까이 하고 재미있게 잘 듣고 혼

한 대리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활동을 자극하여

자서 읽기를 원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도 교사들은 하루

사고와 어휘를 발달시키며 학습을 효율적이고 깊이 있게

일과 중 활동주제와 관련한 그림책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하는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역할을 한다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는 교수-학습 자료로 자주 사용

[4]. 따라서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감각에 의존한 지각적

한다. 이렇듯 동화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쉽게 접할

인 사고가 우선하는 유아들의 경우 선천적으로 탐색하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자 하는 본능과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자 하는 기본 능력

유아는 교사가 들려주는 동화를 들으며 문제 상황을

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유아를 위한 교수매체는 활동을

가정하는 기회를 갖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분석하고

학습으로 연결시키고, 구체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학

그 정보를 평가 사용함으로써 사고의 확산과 풍부한 경

습 내용을 통합하도록 돕는 제반 요인들을 포함해야 한

험을 하고 동시에 주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다[54]. 멀티미디어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감각적으로 보

기른다[9].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동화를

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을 컴퓨터를 통

들려 줄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동화

해 제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

책 선정과 더불어 어떤 형태로 접근할 것인지 에 대한

고 제시하여 학습자들의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

방식이다. 보통 동화책은 일반적으로 혼자 보기에 적합

으며 이는 여러 연구들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한 크기로 이는 혼자 또는 소집단에서 적합하지만 대집

나타났다[4,11,41]. 또한 [44]연구에서는 교실 멀티미디

단활동인 경우에는 많은 유아들이 함께 보아야하기 때문

어 시스템 학습 환경은 학습자들의 자아개념, 학습태도

에 일반크기로는 역부족하다. 그래서 대집단활동에서는

및 학습습관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이를 통해 교실

일반 크기의 동화책을 확대하여 보여주기도 하고, 그 외

멀티미디어 시스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 활용하여

에 앞치마 동화, 융판 동화, 자석 동화 등 다양한 방법을

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여러 멀티미디어 시스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 멀티미디어의 발전은 유아의 교

학습 환경 중 컴퓨터는 유아교육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으

수매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바로 컴퓨터를 활

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

용하는 방법이다. 컴퓨터는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문제

는 효과적인 교수매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멀티미디어

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48]. 다시

의 효과적 매체 중 하나인 컴퓨터를 이용한 연구[3,56]

말해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은 멀티미디

에서는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효과성에 대해 입증한 바

어시대의 유아의 감각적 기능을 자극함으로써 유아 발달

있다. 컴퓨터는 한 프로그램 안에 다양한 매체를 포함하

에 적합하다. 유아들이 가정환경의 멀티미디어경험을 통

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매체를 동시에 사용할 수

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소리와 그래픽으로 교수-학습 과정 중에서 유아

교육과의 접근성을 제기했을 때 동기부여의 수준이 높아

들을 무의식중에 압도하고 집중시켜 흥미를 불러일으킬

지고 주의집중 시간에 따른 교육적 효과도 더 큰 영향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8]. 더불어 컴퓨터를 매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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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창의성[45],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28], 문제해결

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상황을 인식하고 감정이입이 되는

력 증진[35]등의 연구결과에서 컴퓨터의 활용이 긍정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정서조절 능력은 만

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즉, “컴퓨터

족스런 사회적 관계를 확립하고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가 인간의 일상생활 중 일부가 되어 정보화 사회에서 컴

정서를 사회나 문화의 기준에 일치되는 방식으로 조절·

퓨터의 사용이 필수적인 만큼 일찍부터 유아들에게 소개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면서 유아들의 발달에

유아교육기관 적응 능력은 집단생활을 통해 타인의 진리

적합하다는 결과들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에 대한 존중감을 갖고 예절을 지키며 유아교육기관의

[51]. 빠른 정보화의 속도로 유아들은 멀티미디어 매체

규칙이나 규범 안에서 남과 더불어 집단에 적응할 수 있

의 애니메이션에 익숙해져 있어 기존의 평면 자료를 교

는 능력과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

육과정에 맞춰 단순하게 전개시키는 교수매체로는 유아

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근에는 친사회적 행동 증

들의 지속적인 흥미와 발산적 사고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3], 또한 대상에 따

고 인식 하게 되면서 현장에 있는 교사들은 이미 여러

른 것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10,17,30.34,43], 부모를 대

영역에 멀티미디어 교수매체를 적용하고 있다[14]. 유아

상으로 [15,32,39], 교사를 대상으로 [22,23,24]한 연구

교육기관에서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활동은 이야기나

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듯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누기, 음률, 자유선택활동, 동화, 동시, 게임 등 대부분의

동화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각 분야에서

수업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다양한 영역과 함께 많이 개발되었으나, 세계화․정보화

중 대표적인 활동이 유아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방법으로

사회에 맞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동화활동이 친사회적

교사가 그림 동화를 들려주는 일반적인 교수-학습 방법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다른 연구들에 비해 드물었다. 이

에서 탈피하여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동화를 들려주는

에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1999년도를 시작으로 하여

교수-학습 방법으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멀티미디어 동화를 중심으로 친사회적 관계를 연구 한

[12,38].

논문은 겨우 7편에 불과했다[8,13,27,28,38]. 이렇듯 요

현재 모든 학교 교육이 일찍부터 과열된 조기교육과

즘 아이들에게 친사회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유아의 발

특기교육의 열풍으로 인해 사회적인 측면의 교육은 무시

달 특성상 동화를 통한 교육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된 채 인지적인 측면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로 인

반면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친사회적 행동

해 유아들은 타인을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못하는 자기중

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교수매체 중의 하나가 동

심적인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다[21]. 유아의 사회성과

화를 활용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교실이 멀티미디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인으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은 개

어 환경으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그림 동화 보다는 멀티

인이 속한 그룹 속에서 어떤 다른 개인을 돕거나 이익을

미디어 동화 활용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주기 위하여 의도된 자발적 행동을 일컫는다[38]. 즉, 사

에 따른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회에서 타인과의 성공적인 유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따라서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 동화와 그림 동화 듣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유아들이 자신의 감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정을 조절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아교육기

봄으로써 교수-학습 과정에 효과적인 교수매체를 알아보

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 증진에 관련된

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20,25,27,31,55]. 이렇듯 각
학자마다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들은 다소 차이를 보이는

1.2 연구 문제

데 [59]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친사회적 행동의 유형은

1.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유아교육현장에 적합하게 적용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유아의 표현이 가능한 친사회적 행동의 항목을 개인정서

1-1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조절 능력, 대인관계형성 능력, 유아교육기관 적응 능력

중 개인정서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으로 나누었다[21,29].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1-2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대인관계형성 능력은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다

중 대인관계형성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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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있도록 연구자가 직접 그린 후 채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kill Situations Measure' 검사 도구

중 유아교육기관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의 40개 문항을 개인정서조절 능력, 대인관계형성 능력,

한가?

유아교육기관 적응 능력으로 범주화하였으며, 각 범주
당 유아의 반응이 가능한 5개 문항을 선정하여 총 15개

2. 연구방법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유형 및 세
부 항목은 유아가 이해하기 쉽도록 각 문항의 내용은 문

2.1 연구대상

제 상황이 설명된 글과 그림 자료로 함께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D어린

Table 2과 같다.

이집의 2개 학급 만 5세 유아 40명이다. 만 5세 유아는
Table 2. The specific item and category of infants’
pro-social actions test

개월 수와 성별을 고려하여 학급이 편성되어 있어 1개
학급을 비교집단으로, 1개의 학급을 실험집단으로 배정

Type of
pro-social
action

하였다. 연구대상의 D어린이집은 가정환경 및 사회 경
제 문화수준이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시작하였다. 이에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 및 연령 및 성별 분포는 Table 1
과 같다.

personal
emotion
control
ability

Table 1. The age and gender distribution of target infants
division

gender

N

M

SD

comparison
group
- picture
fairy tale

male

12

7.04

.56

female

8

7.07

.42

total

20

7.11

.50

male

12

7.20

.49

female

8

6.97

.45

total

20

7.10

.48

experimental
group
- Multimedia
fairy tale

t

personal
relation
making
ability

.054

1.212
infant
educational
institution
adjustment
ability

2.2 연구도구

specific item
- When infants are treated distantly by
their friends
- When infants are angry without
condition
- When friends jeer without condition
- When friends are not fair
- When infants are punished after
misbehaving
- To newly participating in play with
friends
- To take up the ball
- To comfort friends’ sad mind
- To play with sharing friends’ fun
tool
- To help friends
- To speak opinion or feeling bravely
- To ask for understanding
- To obey instructions
- To do one’s best even it is hard
- To ask something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picture
nu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1.1 친사회적 행동 검사 도구

2.1.1.1 검사도구 구성

2.1.1.2 채점 방법

본 연구에서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검사 도구로[57]

본 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 검사 점수는 15문항의 각

의 기술상황척도 ‘Skill Situations Measure'를 [53]가 번

문항마다 3점씩 개인정서조절 능력 15점, 대인관계형성

안·발췌 한 것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연구자
가 유아교육과 교수 1인, 유아교육을 전공한 경력 7년의
현직 교사 2인, 대학원 재학 중인 원장 2인의 자문을 구

능력 15점, 유아교육기관 적응 능력 15점으로 점수의 총
점은 45점이다. 각 문항에 대한 유아의 반응이 친사회적
반응의 경우 3점, 무응답·무관련 반응의 경우 2점, 반사

하였다. 이에, ‘기관적응 능력’을 ‘유아교육기관 적응능
력’으로, ‘순희와 영희는’을 ‘00(이)는 영희(친한 친구 이
름)’으로, ‘∼할까?, ∼하고 있어’ 등의 질문 형태를 ‘∼

회적 반응의 경우는 1점 처리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
아의 친사회적 행동 정도가 높은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
록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정도가 낮은 것이다.

할까요?, ∼있어요.’ 등의 질문 형태로 수정하였다. 그리
고 최종적으로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검사 도구를 완성

2.1.2 동화 활동 구성

후 문제 상황이 설명된 그림을 유아들이 잘 알아 볼 수

2.1.2.1 멀티미디어 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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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멀티미디어 동화는 유아들의 발
달수준에 적합하며 주의집중이 가능한 동화로 친사회적

본 연구의 절차는 예비검사, 교사교육, 사전검사, 실

행동의 교육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화의 길이와

험처치, 사후검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화면수가 비슷하고 그래픽이 매력적이며 음향과 음성이
유아에게 흥미롭고 동일한 그림 동화자료 제작이 가능한

2.3.1 예비검사

지를 고려하여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2011년 권장

본 연구의 실험처치를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대

도서와 [60]가 제시한 문학작품 선정 기준을 기초로 하

상과 사회적 환경이 비슷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였으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9, 46].

대전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H어린이집 만 5세 유아 8명

첫째, 잘 묘사된 등장인물과 명백한 배경, 분명한 주

을 대상으로 2012년 5월 10일에서 5월 11일까지 검사도

제가 있으며, 주인공의 목표성취와 해결책을 성공적으로

구의 적합성, 절차 및 방법의 적절성과 문제점, 소요 시

이끄는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둘째, 주인공과 그

간, 유아의 언어적 이해를 살펴보고자 예비검사를 실시

상황이 유아에게 이해될 수 있는 그림과 글로 연관되는

하였다.

가? 셋째, 내용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넷째, 문

예비검사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2인에 의해 실시되

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

었다. 먼저 검사도구의 적절성과 문제점, 소요시간을 파

하는가? 다섯째, 등장인물과 그 행위가 타당성 있게 표

악하고 예상되는 유아의 답변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

현되는가? 여섯째,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긍정적이며

자가 1:1 면접 방법으로 자유놀이시간 중 조용한 공간을

높은 수준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가? 일곱째, 유아들에게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유아가 언어적으로 반응한 것을

충분한 정보를 주고 있는가? 여덟째, 삽화가 이야기 내

친사회적 행동 반응 기록지에 그대로 기록하였으며, 검

용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가? 에 기준을 두었

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위의 선정기준에

또한, 선정된 12편의 동화 내용이 유아의 흥미와 발달

근거하여, [47] ‘인터넷 동화 사이트의 현황과 멀티 동화

수준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2년 5월 14일에서

의 특성 분석’의 연구에 수록되어 있는 인터넷 동화 사

18일까지 연구보조자 2인과 함께 동화 듣기 예비검사를

이트를 참고로 유아들이 자주 접하지 않은 길벗어린이,

실시하였다. 동화 들려주기 형태는 오전 자유놀이 시간

동사모, 채널예스의 웹사이트에서 창작동화 25편을 선

을 이용해 조용한 방에서 대그룹 형태로 들려주었으며,

정하여 유아교육과 교수 1인, 유아교육을 전공한 경력 7

그림 동화는 연구보조자가 직접 들려주었고, 멀티미디어

년의 현직 교사 2인, 대학원 재학 중인 원장 2인이 동화

동화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들려주었다. 동화를 들려주기

의 적합성 및 우수성에 기준을 두고 협의를 통해 최종

전 동화의 제목을 이야기 해 주고 내용을 예측해 보도록

12편의 동화를 선정하였다.

하였으며, 동화를 들려준 후 동화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
누는 시간을 가졌다. 동화 1편을 들려주는 과정에 소요

2.1.2.2 그림 동화

되는 시간은 약 10분, 동화 내용과 연계한 친사회적 행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 동화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2편의 멀티미디어 동화를 그림 동화를 제작하여 제시

10분, 평가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5분으로 1편의

하였으며, 멀티미디어 동화 내용과 동일하게 들려주었

동화를 들려주고 상호작용과 평가에 소요시간은 약 25

다. 그림 동화 자료는 본 연구자가 멀티미디어 동화의 화

분 이었다.

면을 복사하여 컬러프린터로 출력한 후 가로*세로(450

예비검사 후 가진 교사 협의 과정에서 친사회적 행동

㎜*330㎜) 크기로 멀티미디어 동화의 장면수와 동일하

검사 도구의 질문 내용을 유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

게 직접 그려 구성하였다. 또한 실험처치에 사용하기 전

분이 있어 해당 질문의 내용을 수정하여 사용하기로 하

연구대상 유아의 담임교사와 그림 동화의 선명도, 멀티

였다. 수정된 질문 내용은 Table 3과 같다. 또한, 유아가

미디어 동화의 특징 반영 여부 등의 적절성을 의논하여

동화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멀티미디어 동화를 들려줄 때 컴퓨터의 모니터를 사용하
는 것 보다는 대형 프로젝션 TV와 연결하여 들려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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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컴퓨터의 영상을 대형 프로젝

형성한 후 그림을 보여주며 문제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

션 TV와 연결하여 들려주기로 하였다.

을 하였다. ‘00야,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림을 보여 줄 텐
데 00의 생각을 선생님에게 말해주겠니? 정답은 없으니
까 00의 생각을 이야기 해 주면 돼’ 라고 질문을 하였으

Table 3. The modification content of pro-social actions
test tool
Type of
pro-social
actions
personal
relation
making
ability

며, 유아가 1분 이상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 문항으

Questions
Number

7

12
infant
educational
institution
adjustment
ability
13

Before
modification
It is the turn
of friend for
shooting. What
should you do
during friend’s
turn?

00 can’t see well
because
someone
blocks. What
can 00 do?

When teacher
says sit quitely
on carpet, what
should 00
do?

로 넘어갔다. 그림 자료에 대한 유아의 언어적 반응을 검

After
modification
00 wants to
shoot but
other friend is
shooting. What
should 00 do
during waiting
00’s turn?
When 00 goes
to the cinema,
00 can’t see well
because
some tall man
takes 00’s front
seat. What
can 00 do?
When 00 is
playing with
building blacks,
teacher talks to
meet in
talking place.
What should
00 do?

사자가 친사회적 행동 반응 기록지에 그대로 기록하고
검사가 끝난 후 연구자와 2명의 교사가 내용을 분석하여
채점하였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2.3.4 실험처치

실험처치는 2012년 6월 4일에서 8월 24일까지 12주
간 실시하였으며, 하루일과 중 이야기나누기 시간을 이
용하여 대그룹의 형태로 1주일에 1회씩 친사회적 행동
과 관련이 있다고 선정된 동화 12편을 두 집단의 유아들
에게 들려주었다.
비교집단은 실험집단에 처치한 동일한 내용의 동화를
교사가 그림을 보여주며 들려주었고, 실험집단은 대형
프로젝션 TV를 연결하여 컴퓨터로 동화를 들려주었다.
두 집단 모두 동화를 들려주기 전 동화의 제목을 이야기
해 주고 동화 내용을 예측해 보도록 하였으며, 동화 들려
주기가 끝난 후 동화 내용과 주인공, 일어난 사건, 동화
주제와 관련한 유아의 이전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

2.3.2 교사교육

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험의 동일성과 공정성을

본 연구의 실험처치에 앞서 2012년 5월 21일에서 22

위해 동일한 내용으로 이야기 나누기를 전개하였다. 본

일까지 실험처치를 위한 교사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사교

연구의 실험처지 일정과 활동방법은 Table 4, Table 5와

육은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목적·방법·교사

같다.

의 역할 및 채점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
는 교사의 발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

Table 4. Schedule of test management
groups
and
suggestion
method

문에 예비검사에도 살펴보았듯이 동일한 발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비교집단과 실험집
단의 교사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으며

comparison group – picture fairy tale
experimental group – multimedia fairy tale

The Taurus
man

Type of pro-social
actions
personal emotion
control ability
personal relation
making ability
infant educational
institution
adjustment ability
personal emotion
control ability
personal relation
making ability

A dot

infant educational

교육경력은 7년이다.

Weeks

picture title

2.3.3 사전검사

First
week
Second
week

Crocodile teeth
yum-yum

본 연구의 실험처치에 앞서 2012년 5월 29일에서 31
일까지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연구자와 비
교집단과 실험집단의 교사가 함께 실시하였다. 사전검사
는 각 문항 당 1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1:1 개별 면접 방
법으로 오전 자유놀이시간을 이용하여 조용한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검사를 시작할 때 먼저 유아와 Rapport를

Third
week
Fourth
week
Fifth
week
Six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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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Seventh
week
Eighth
week

Say “I’m sorry.”
When spring
comes
A baby
sparrow
sho can’t sing
I tremble with
fear
and four monster
brothers

Ninth
week
Tenth
week
Eleventh week
Twelfth
week

badger’s flower
garden

석(Frequency Analysis)과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institution adjustment
ability
personal emotion
control ability
personal relation
making ability
infant educational
institution
adjustment ability
personal emotion
control ability
personal relation
making ability
infant educational
institution adjustment
ability

멀티미디어 동화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를 살펴보고자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집
단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으로 비

Table 5. The action method of comparison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comparison
group

division
Frequency of test
management

Development
contents
and
method

comparison
division

Infants can
hear multimedia
fairy tale by big
projection TV
linked to
computer .

Intro
duction
(5’)

Tell the name of selected fairy tale and
ask guess its story.

Develop
ment
(15’)

1. Teacher tell
fairy tale with
6 pictures
which is made
by teachers.
2. After hearing,
talk about
feeling.

1. Teacher play
multimedia
fairy tale by
computer.
2. After hearing,
talk about
feeling.

- To evaluate
picture fairy
tale activity.

- To evaluate
multimedia
fairy tale

Wrap
-up
(5’)

Table 6. pro-social action comparison result of
comparison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Manage once a week for
12 weeks, total is 12 times.
Infants can hear
picture fairy tale
by teacher
directly.

Activity form

experimental
group

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experimental

group(n=20)

group(n=20)

t

M

SD

M

SD

Before

2.43

.24

2.45

.22

-.28

After

2.59

.24

2.71

.14

2.19*

*

p<.05

멀티미디어 동화에 따른 집단별 친사회적 행동 전체
를 보면 사전의 경우 비교집단(M=2.43, SD=.23)과 실험
집단(M=2.45, SD=.22)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t=-.28, p>.05)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후의 경우 비교집
단(M=2.59, SD=.24)과 실험집단(M=2.71, SD=.14)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2.19, p<.05)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멀티미디어 동화 듣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가 그림 동화 듣기 활동을 실시한 비교집단의 유아
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의 점수가 향상됨을 의미한다. 즉,
멀티미디어 동화 듣기 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에 더 효과
적임을 알 수 있다.

2.3.5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2012년 8월 27일에서 29일까지 사전검사

3.1.1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의

와 동일한 조건과 방법으로 본 연구자와 비교집단과 실

하위 요인 중 개인정서조절 능력 비교 결과

험집단의 교사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 요인
중 개인정서조절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

2.4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리는 SPSS 15.0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첫째, 연구대
상 유아의 연령 및 성별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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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result of personal emotion control
ability of comparison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division

comparison

experimental

group(n=20)

group(n=20)

수가 향상됨을 의미한다. 즉, 멀티미디어 동화 듣기 활동
이 대인관계형성 능력에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3.1.3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의

t

하위 요인 중 유아교육기관 적응 능력 비교

M

SD

M

SD

Before

2.39

.33

2.33

.41

.51

After

2.49

.40

2.55

.32

-.52

결과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 요인
중 유아교육기관 적응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 분석한 결과는 Table 9과 같다.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 요인
중 개인정서조절 능력을 보면 사전의 경우 비교집단
(M=2.39, SD=.33)과 실험집단(M=2.33, SD=.41)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51, p>.05)를 보이지 않았으며,

Table 9. comparison result of infant educational
institution adjustment ability of comparison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사후의 경우에도 비교집단(M=2.49, SD=.40)과 실험집
단(M=2.55, SD=.32)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division

comparison
group(n=20)
M

(t=-.52, p>.05)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멀티미디어
동화 듣기 활동과 그림 동화 듣기 활동이 개인정서조절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SD

experimental
group(n=20)
M

t

SD

Before

2.30

.35

2.37

.39

-.60

After

2.54

.28

2.68

.28

2.08*

*

p<.05

3.1.2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의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 요인

하위 요인 중 대인관계형성 능력 비교 결과

중 유아교육기관 적응 능력을 보면 사전의 경우 비교집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 요인
중 대인관계형성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
분석한 결과는 Table 8와 같다.

Before
After

comparison
group(n=20)
M
SD
2.59
2.74

.28
.24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60, p>.05)를 보이지 않았으
나, 사후의 경우 비교집단(M=2.54, SD=.28)과 실험집단

Table 8. comparison result of personal relation making
ability of comparison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division

단(M=2.30, SD=.35)과 실험집단(M=2.37, SD=.39)은 통

experimental
group(n=20)
M
SD
2.64
2.89

.27
.14

(M=2.68, SD=.28)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2.08,
p<.05)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멀티미디어 동화 듣기 활
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가 그림 동화 듣기 활동을
실시한 비교집단의 유아에 비해 유아교육기관 적응 능력

t

의 점수가 향상됨을 의미한다. 즉, 멀티미디어 동화 듣기
-.57
-.24*

활동이 유아교육기관 적응 능력에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

p<.05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 요인

4. 논의 및 결론

중 대인관계형성 능력을 보면 사전의 경우 비교집단
(M=2.59, SD=.28)과 실험집단(M=2.64, SD=.27)은 통계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57, p>.05)를 보이지 않았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봄으로써 교수-학습 과

나, 사후의 경우 비교집단(M=2.74, SD=.24)과 실험집단
(M=2.89, SD=.14)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24,
p<.05)가 나타났다. 이 결과는 멀티미디어 동화 듣기 활
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가 그림 동화 듣기 활동을
실시한 비교집단의 유아에 비해 대인관계형성 능력의 점

정에 효과적인 교수매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
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있어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그림 동화 듣기 활동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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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교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을 알 수 있다. 유아들은 부모, 형제, 친구 등 주변 사람

났다. 이를 친사회적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들과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회에 적응해 가는 방식을 배

다.

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제와 갈등의 상

개인정서조절 능력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황에 부딪히게 되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것으로 나타나,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은 개인정서조절

따라 유아의 적응도는 달라진다[2]. 특히 유아교육기관

능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적응 능력은 연령과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22]연구에서는 멀티미디어 동화활동이 유아의 개

[6].

인정서 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과는 반

즉, 멀티미디어 동화는 텍스트, 내레이션, 음악, 효과

대의 결과이다. 유아의 개인정서 조절능력에 영향을 미

음,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요소들이 유아로 하여금 동

치는 요인은 연령, 성 등과 같은 개인 요인과 대인간의

화에 몰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아가 동화의 내용을 좀

관계인 사회 맥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33]본

더 구체적으로 회상하는데 도움을 주어 교사와의 상호작

연구에서는 개인 요인의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유

용 과정에서 확산적 사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된

아는 자기중심성이 강한 발달적 특성으로 상대방을 이해

다. 멀티미디어 매체에서의 동영상에 대한 유아들의 주

하기 쉽지 않아 개인정서 조절능력에서 요구하는 다른

의 집중도 및 태도는 “인간이 학습할 때 청각은 10%, 시

사람이나 사물과의 상호작용 시 자신의 감정대로 되지

각은 80% 이상을 기억하며, 기억을 하는 데는 청각을

않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통하여 20%를 획득하고 50%는 시각과 청각을 함께 사

과 욕구를 조절해야 하는 것은 아직 어려움이 있다는 연

용한다[57]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아들의 교수-

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5].

학습에 있어서 그림 자료 보다 멀티미디어 동영상을 이

대인관계형성 능력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용한 교수매체 활용은 매우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

것으로 나타났다. 즉, 멀티미디어 동화 활동은 유아의 친

었다. 또한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질 높고 다양한 교육을

사회적 행동과 하위영역인 대인관계형성 능력에 긍정적

위해서는 기존의 평면적인 교수매체 보다는 멀티미디어

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멀티

교수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미디어를 활용한 집단이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멀티미디어 교수매체를 적용하여 교

집단보다 주의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는[11]의 연구결

수-학습 활동을 할 경우 우선 먼저 학습자들이 학습에

과와 멀티미디어 동화를 활용한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만족하고 흥미롭게 참여한다는 [11,4,42]등의 연구와 교

행동에 효과적이었다는[21,2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다.

실 멀티미디어 시스템 학습 환경은 학습자들의 자아개

즉,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서로 간의 관계 형성

념, 학습 태도 및 학습 습관에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44]

을 하게 되며 이는 인위적인 교육을 통해 획득되어 지는

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멀티미디어는 그 자체로

것이 아닌 놀이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으며 놀이는

서 장점을 가진 유용한 교수매체로 기존의 평면적인 교

즉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동화가 된다. 특히

수매체는 고정된 틀을 지니고 있는 반면 멀티미디어는

친사회적 행동은 개인 또는 집단이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고정된 틀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미지

자신이 소속된 집단이나 사회의 가치와 환경에 적응하면

와 적절한 음악과 소리 등을 삽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서 구성원으로 써 역할을 해나간다. 또한 [18]연구의 동

매력적인 요소가 유아의 학습 동기를 촉진하는 요인이

화를 통한 문제해결학습에서도 대인관계형성 능력은 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접적으로 긍정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결론을 토대로 시

유아교육기관적응 능력은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멀티미디어를 동화 활동은 유아

첫째, 지식 정보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유아교육현장

교육기관 적응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

에서 멀티미디어 교수매체의 활용은 유아의 지식과 기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술, 태도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멀티

도 구체물을 이용한 활동과 유사하게 친사회적 행동을

미디어 교수매체가 교수-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

증진시킬 수 있었다는 [28]의 연구도 부분적으로 일치함

해서는 유아교육 현장이 멀티미디어를 활용 가능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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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Approach . Children's Media Research, 8(2),

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

295-321, 2009.

단체 그리고 유아교육기관장의 지원과 협조가 반드시 필

[2] Ahn, Jung Im․Oh, Yeon Joo, The influences of

요하다고 하겠다.

watching multimedia fairly tales and discussion activities

둘째, 멀티미디어 교수매체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적

on children's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여

prosocial behavior. Children;s Literature Research, 7(1),

줄 수 있는 교사 교육과 더불어 충분한 교수학습 자료의

41-58, 2006.

제공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멀티미디어 교수

[3] Yoo, Ku-jong·Kim, Min-Kyung·Lee, Kyung-Mi, The

매체 활용에 있어서 교육목표, 유아의 발달 특징, 동기와

Development of Grandparents' Traditional Storytelling
Program Based on Concept Learning Situation Model.

흥미 유발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5),

셋째,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수업주제 및 동화의 내용

339-372, 2014.

에 따라 동화 제시방법이 다르게 선택되어야 한다. 멀티

[4] Jeoun,

Kyoung-Suk·Lee,

So-Eun,

The

effect

of

미디어 동화 제시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 방법만을

open-ended software experience on young children's

고집하게 되면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떨어뜨리는 결과

creativit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다양하고 충분한 동

Early Childhood Education 5, 2001.
[5] Choi, Eun-ah·Song, Ha-na, Development of Children's

화 자료를 준비하여 동화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효과를

Cool and Hot Executive Function and its Relationship to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유

Children's Self-Regulation. The Korean Society for Child

아교사들의 교수매체 활용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연구

Education, 34(5), 99-114, 2013.

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6] Ohjae yeon·Kim Gyeong-Ran·Su Ying Huang·Min-u
Nam, The first entrance care Sicily adaptation of infants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

under

면 다음과 같다.

2

years

of

age

at

the

time

research:

social-emotional competence, with overt behavioral

첫째, 본 연구는 D시 소재 D어린이집의 만 5세 40명

problems,

만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처치로 이루어졌으므로 이

inner,

central

control

problems.

Early

Childhood Education Ecology Research , 11(1), 149-168,

연구결과를 전체 유아에게 일반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

2012.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의 만 3∼5세 유아를

[8] Kang, Yarg-Ja, The Effect of Fairy Tale Activities

무선 표집 하여 연령별, 지역별, 기관별 등에 따라 차이

Utilizing Multimedia on Young Children's Pro-social

가 있는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Behavior and Leadership.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현장의 미흡한 교육여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oongbu

University, 2014.

건으로 대그룹 형태로 동화를 들려주고 이야기나누기를

[9] Kim, Yoon-Hee, The Effects of Solving Activities using

실시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소그룹 형태로 집단을

Fairy Tales on Fostering of Young Chideren's Creativity.

구성하고 동화 제시 방법과 다양한 확장활동에 따른 효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과 검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of Education Soongsil University, 1999.

셋째, 본 연구는 멀티미디어 교수매체 중 컴퓨터를 활

[10] Ko, Sun-Ha, The relation among a mother`s anger

용한 연구로 제한하였으나, 멀티미디어 종류에 따라 유

expressions mode, parenting stress and an child's
prosocial behavior.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아들의 교육적 효과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won University,

의 멀티미디어 교수매체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

2008.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1] Gwon, mi-ae,Infant educational multimedia media effects
research development and application.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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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중)

<관심분야>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 지 은(Ji- Eun Yoo)

[정회원]

•2006년 2월 : 중부대학교 교육대학
원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석사)
•2010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교육학박사)
•2007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외래강사

<관심분야>
교수-학습방법, 보육실습, 유아수학교육, 아동건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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