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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야기나누기 활동 중 인터넷동화와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경우 유아―교사 간의 언
어 상호작용의 양적, 질적인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야기나누기활동을 위해 인터넷 동화와
그림책동화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교사 4명의 이야기나누기를 48회 관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를 요약하면 이야기나누기 동안 두 집단 모두 교사―유아 간의 교수적 대화는 1～2수준의 인
지적 요구가 낮은 언어 상호작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측, 비교, 이유 설명 등의 3
수준의 언어 상호작용은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경우가 더 높을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사―유아
간의 관리적 대화 중 주의환기는 인터넷 동화를 활용한 경우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매체유형과 상관없이 언어 상호작용의 유형은 유사하였으나 그림책동화의 경우가 도입과 마무리
과정에서 삽화와 내용에 관련된 맥락을 탐색하는 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 즉, 교수매체
특성을 반영한 교수 방안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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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치원에서 교사가 계획하여 실시하게 되는 의도적인 학습활동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
는 것은 이야기나누기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나누기 시간은 교사가 유아
들에게 생활주제에 대한 지식이나 개념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 제공하고 있
으며, 다양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수용하는 기회뿐 아니라 유아와 교사 간 언어 상
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활동이라 하겠다. 또한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유아와 교사 간
의 언어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매체로 전통적으로 그림 동화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림 동화를 활용한 교수―학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많은 편이다(이영자, 이기숙, 1986;
한유진, 유안진, 2001; Sawyer & Comer, 1991; Slaughter, 1993).
일반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시간은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언어로 표현하여 보
고, 다른 사람의 표현을 이해하여야 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유
아는 언어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Spears & Gamberll, 1993; Wllhousen,
1993). 더욱이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사용하는 교수매체의 시각적 자극은 유아의 흥미와
관심뿐 아니라, 주의집중도, 이야기 이해도, 언어표현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양순애, 2003; 이영자, 박미라, 최경애, 2000; 이외자, 2003). 특히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인터넷 동화는 문자정보, 소리정보, 그림, 에니메이션 등의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
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태식, 최대훈, 박주희, 2002) 그림동화를 활용하는 경
우와는 다른 형태로 정보를 제공받으며, 이는 이야기 나누기 동안의 다루어지는 내용에
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사용하는 매체의 선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유아 관련 인터넷 사이트는 500여개나 되며, 유아교육현장에서 상용화된 사이트
를 나름대로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인터
넷동화를 활용하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에 관련된 문헌에 의하면 인터넷의 활용은 생활주제나 단원에 통합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하고(김선영, 2001; 유구종, 2002),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효
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정도이다(유구종, 2002; 유구종, 정상녀, 2002;
이정환, 2001). 또한 인터넷 활용에 있어서도 정보검색 혹은 e―mail로 활용되거나 상용
화된 인터넷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안동근, 2000; 이영석,
이소희, 2001), 유아 교육에서 인터넷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
심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를테면, 최근에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사용이 보편화되
면서 새로운 교수매체로서의 활용적 가치가 높이 인식되고 있으나, 효과적 활용이나 이
에 대한 효과를 밝히는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이라 하겠다(Branscombe, Castle, Dorsey,
Surbeck, & Taylor, 2000; Frey, 2000; Osborne, 1995; Larson, 1998). 그러나 이미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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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에서는 인터넷 동화를 손쉽게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이에 대한 효과를 밝히거
나 이에 대한 가치를 검증하여 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본다.
대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기나 그림동화 읽기활동 동안의 언어 상호작용을 분석한 연구
는 비교적 많으나(이태영, 1995; 채유진, 김명순, 1999; 한유진, 유안진, 2001; 홍혜경
1998) 인터넷 동화와 비교한 연구들은 매우 적은 편이다. 이들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 영어동화가 구연기법보다 학습과 흥미에 효과적이었
으며(이은경, 2002), 인터넷 동화가 그림동화를 활용한 경우 보다 유아의 주의집중도와
이야기 이해도에 효과적이었고(양순애, 2003), 언어표현능력과 그림 표현능력에도 효과적
이었다는 보고 등(서광선, 홍혜경, 2004)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인터넷 활용에 대한 긍정
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한 이야기 나누기의 효과를 밝히는 연
구들은 주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이야기 나누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
아와 교사간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다룬 연구들은 아니다. 이러한 일부 연구들이 인터넷
동화가 그림동화보다 언어능력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는 있으나 두 매체를 사용하는
이야기 나누기 과정에서 어떠한 언어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를 밝
히는 연구들도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는 교수매체의 특성에 따른 효과적 교수―학습방안
을 모색하는 작업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무엇보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활용되고 있는 그림동화와 인
터넷의 동화의 활용에 따른 과정에서의 내용과 그 차이를 밝히는 연구들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유아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교수매체를 활용
하는 교사가 매체에 따라 유아와의 언어 상호작용유형이 달라지는 지에 밝히고자 하였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간의 언어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이야기 나
누기 시간동안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과 기존의 그림 동화를 활용한 수업 간 교사와 유
아의 언어 상호작용 유형에 따른 차이를 비교분석 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터넷 동화와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 동안 교수적 언어
상호작용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인터넷 동화와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 동안 관계적 언어
상호작용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인터넷 동화와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 동안 관리적 언어
상호작용 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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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G광역시의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여부, 활용영역, 활용빈도, 활용교사의 배경 등에 대한 기초 조사와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교사 간의 차이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연구대상을 인터넷동화와 그림책동화를 병행하여 사용하는 교사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유아들의 환경적 배경과 교사의
배경이 유사한 어린이집 2곳과 유치원 2곳의 교사 4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유아교육기관의 교사들은 일상적으로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인터넷동화 주 2회, 그림책동
화 주 3회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교사들은 모두 유치원 2급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경력은 2～3년이었고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다.

2. 연구 도구
유아교육현장에서 이야기나누기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와 교사간의 언어 상호작용
을 비교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유아와 교사의 언어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도구 중 교수적 대화는 Massey(2004)의
Teacher-Child Conversation in the Preschool Classroom의 범주와 수준을 그대로 적용
하였으며,
Preschools와

관계적,

관리적 대화는 Smith와 Dickinson(1994)의 Content

Harman,

Egelson,

Hood와

O'comnell(2002)의

Observing

of

Talk in
Life

in

Small-Class Sign Classroom의 범주를 포함하여 보완하였다. 이 도구의 분석 범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교수적 대화는 유아에게 동화의 내용, 의미, 관련경험 등
인지적 요구가 포함되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숫자가 적을수록 인지적 요구가
낮은 수준의 대화이다. 또한 관리적 대화는 유아를 이야기 나누기 활동에 집중하도록 관
리하기 위한 언어적 상호작용이며, 관계적 대화는 유아에 대한 일상적 관심과 정서에 대
한 배려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분석 범주는 유아 언어교육 전문가 2
인에 의해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분석범주의 내용은 <표 1>과 같이 구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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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야기나누기 활동 중의 교사―유아 언어 상호작용 분석 범주와 수준
영역

하위영역

반응/동의
1수준

2수준

교수적
대화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명명

물체나 인물의 이름 대기

질문

관련된 상황에 대한 정보 요구하기

회상

관계적 대화

관리적 대화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의 상황을 기억하여 연결하기

답변/설명

사건, 상황, 질문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단서제공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기

비교대조
판단

4수준

교사나 유아가 말한 것에 수긍하거나 동조하기

제시

요약
3수준

개념 정의

예측

상황이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기
사건, 상황 등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사건이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하기
사건이나 상황을 기초로 결과를 추측하기

이유설명

동기나, 근거, 이유 등을 말하기

칭찬/지지

사건이나 상황, 반응에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격려하기

사적담소

사건이나 상황에 관계없는 개인적인 이야기하기

주의환기

이야기에 주의집중을 유도하기

지시

기대되는 행동이나 반응을 위해 구체적으로 말하기

3. 연구절차
1) 예비연구
연구도구의 적합성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2005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교사―유아, 유아―유아 간의 언어 상호작용 범주의 타당
성 및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대상이 아닌 타 기관의 교사 3명의 이야기나누기 활
동을 2회씩 참여관찰하면서 이를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녹화한 자료를 보면서 언어 상호
작용을 분석해 본 결과, 등장인물이나 물체가 있는 위치를 말하기(locate), 문장을 끝내
기(complete sentence)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 분석 범주에서 제외하였으며, 반응 또는
동의하기, 단서 제공하기, 질문하기의 발생 빈도수가 많아 이를 하위범주로 재구성하여
연구도구를 수정하였다.
2) 관찰 및 분석자 훈련
본 연구의 관찰 및 분석 작업은 박사과정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면서 3년 이상의 교
사 경력이 있는 2명의 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본 관찰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원들
에게 1차로 언어 상호작용의 범주에 대한 정의를 설명한 후 범주에 익숙해지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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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차로 예비연구에서 녹화한 비디오 자료를 시청하면서 범주에 따라 교사―유아의 언
어 상호작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는 관찰자 훈련을 2회씩 실시하였다. 분석 훈련과정에서
제기된 분석단위와 주도적 언어적 상호작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분석단위는 하나의 발화를 단위로 하였으며, 하나의 의미와 단위를 구성하
는 문장을 기초로 하였고, 교사가 언어 상호작용을 시작하였으면 교사주도라고 하였으
며, 유아가 언어 상호자용을 시작하였으며 유아주도라고 재 정의하였다. 또한 분석자 간
에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서로 논의하여 범주를 명료화하는 작업을 반복 실시하였으며,
관찰자 훈련 과정을 마친 후 분석자간 일치도는 92%로 나타났다.
3) 본 관찰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5년 7월 11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6주간에 걸쳐 대집단
활동시간인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두 집단 모두 40분 동안 이야기 나누기
활동시간을 가졌다. 이들이 다룬 생활 주제는 여름과 건강한 몸과 마음이라는 주제였으
며, 인터넷동화와 그림동화의 내용은 생활주제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건강한
몸의 생활 주제의 경우, 인터넷 동화 ‘즐거운 목욕날’ 과 그림동화 ‘목욕탕 아저씨’가 다
루어졌다.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정해진 날에 인터넷 동화와 그림책 동화를 계획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한 교사 당 매주 인터넷동화 1회 그림책동화 1회씩 총 48회의 이야기나누
기 활동을 관찰하였다.
연구대상기관 중 2곳은 컴퓨터 영역 안에, 2곳은 교실의 중앙에 위치한 대집단 영역에
컴퓨터와 연결된 48인치 디지털 TV가 배치되어 인터넷 동화를 보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인터넷 동화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의 문제로 사이트 제공자가 창작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저자나 삽화자를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비해 그림동화의 경우는 큰 그림동화책이나 테이블 동화자료를 활용하여 유아들
에게 직접 보여주며 전개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대상 교사들의 수업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하면서 동시에 현장노트를
기록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비디오는 교사와 유아의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고정시켜 촬영하였고, 연구원은 관찰 장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현장노트를 작성하였다. 녹화된 비디오 자료는 당일 전사하였고 현장노트와 대조하면서
언어 상호작용 범주에 따라 분석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 중 언어 상호작용의 범주에 따른 매 발화 문장별로 빈도를 산출하고 이
를 점수화하였으며, 인터넷동화를 활용한 경우와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경우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수업에서 나타난
언어 상호작용 과정을 기록한 현장노트와 전사본을 기초로 언어 상호작용의 과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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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적 분석을 하고, 질문―답변―피이드백 확장의 과정과 반응―수용/거부―피이드백
/확장의 과정에 대한 주요사례를 추출하여 인터넷 활용 집단과 그림책동화 활용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교사의 매체에 따른 언어 상호작용의 유형에 대한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같은 동화를 사용할 경우 동화 횟수의 변인이 언어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에 두 매체를 활용한 동화의 내용이 생활주제에 맞는 것으로 국한하였다. 더욱이
동화의 내용과 구조가 비슷한 요건을 갖춘 인터넷 동화와 그림동화를 선정하는 것은 현
실적으로 어려워 통제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인터넷과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의 교수적 언어 상호작용
1) 인터넷과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의 양적인 교수적 언어 상호작용
인터넷동화와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교사―유아의 언어 상호작용을 비교하여 알아본
결과 인터넷 동화(M=18.83, SD=12,14)와 그림책동화(M=19.25, SD=9.84)에 따른 교사―
유아의 전체적인 언어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31,
p=.897). 즉. 교사―유아의 전체 언어 상호작용에서 인터넷동화 집단과 그림책동화 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동화와 그림동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 동안 유아와 교사가 언어
상호작용을 주도한 언어상호 작용을 살펴보면, 교사 주도(M=18.96, SD=10.74)가 유아
주도(M=.21, SD=.5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2.08, p=.000). 이 결과는 동
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의 언어 상호작용이 주로 교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사와 유아의 주도적 언어 상호작용이 인터넷동화
와 그림동화 간에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 주도적인 언어 상호작용의 주위환기에서는 그
림동화가 인터넷동화보다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26, p=.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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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체 대화빈도에 대한 집단간 비교
영 역

전체 대화
주의환기

교사주도
언어상호작용

계

유아주도
언어상호작용

계

계

구 분

N

M

SD

인터넷동화

24

18.83

12.14

그림책동화

24

19.25

9.84

인터넷동화

24

.46

.88

그림동화

24

1.04

.91

인터넷동화

24

18.96

11.86

그림동화

24

18.96

9.75

인터넷동화

24

.17

.38

그림동화

24

.25

.60

교사주도

48

18.96

10.74

유아주도

48

.21

.50

t

.131
*

-2.26
.00
.57

***

12.08

*p< .05, ***p< .001

인터넷동화와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교사―유아의 대화 유형 중 ‘교수적 대화’의 결과
에 의하면, 인터넷동화와 그림책동화의 경우 모두 교수적 대화의 2수준을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수준이었으며, 3수준과 4수준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교수적 대화의 전체 수준에서는 두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t=.220, p=.827).
그러나 교수적 대화의 수준에 따른 차이는 <표 3>의 결과에서 보듯이 3수준의 경우
인터넷동화(M=.67, SD=.70)와 그림책동화(M=1.29, SD=1.12)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313, p=.026). 즉, 그림책 동화 경우 인터넷동화 보다 교수적 대화 3
수준의 언어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동화와 그림책동
화 간 교수적 대화 3수준의 하위 항목인 요약, 비교/대조, 판단에서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교수적 대화’ 수준에 대한 집단간 비교
하위항목

반응/동의
교수적 대화

제시

1수준

명명
계

구분

N

M

SD

인터넷동화

24

3.38

2.36

그림책동화

24

4.04

3.53

인터넷동화

24

.83

1.24

그림책동화

24

1.29

1.57

인터넷동화

24

.38

1.17

그림책동화

24

.17

.38

인터넷동화

24

4.58

3.09

그림책동화

24

5.50

3.88

t

.769
1.121
-.828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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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항목

질문
회상
교수적대화
답변/설명
2수준

단서제공
계
요약
교수적대화

비교/대조

3수준

판단
계
예측

교수적대화
이유설명
4수준

계
계

구분

N

M

SD

인터넷동화

24

4.17

3.95

그림책동화

24

4.79

3.11

인터넷동화

24

3.67

5.62

그림책동화

24

2.17

1.99

인터넷동화

24

.75

1.76

그림책동화

24

1.04

1.03

인터넷동화

24

.54

.83

그림책동화

24

.54

.83

인터넷동화

24

9.42

8.13

그림책동화

24

8.25

4.15

인터넷동화

24

.38

.58

그림책동화

24

.63

.82

인터넷동화

24

.08

.28

그림책동화

24

.04

.20

인터넷동화

24

.25

.53

그림책동화

24

.58

.78

인터넷동화

24

.67

.70

그림책동화

24

1.29

1.12

인터넷동화

24

.58

.78

그림책동화

24

.71

.96

인터넷동화

24

.38

.58

그림책동화

24

.46

.78

인터넷동화

24

.96

.95

그림책동화

24

1.16

1.13

인터넷동화

24

15.63

10.08

그림책동화

24

16.21

8.22

t

.609
-1.233
-.701
.000
-.626
1.218
.586
1.737
2.313*
.498
.421
.690
.220

*p< .05

2) 인터넷과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의 질적인 교수적 언어 상호작용

① 이야기나누기 활동의 도입 과정
인터넷동화와 그림책동화를 들려주기 전 이야기나누기 활동의 도입 단계로서 이야기
에 대한 주의집중과 유아의 호기심을 유도하기 위한 교사―유아의 언어 상호작용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 [예 1]에 제시되어 있듯이 인터넷동화를 통한 도입 단계에서는 동화에 나오는 등
장인물이나 장면에 대한 수수께끼를 활용하여 유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시하기’나
‘예측하기’ 행동이 나타나지만 교사와 유아의 대화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교사가
줄거리에 대한 암시를 직접 제공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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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
교：나풀나풀하고, 갈기갈기, 삐죽삐죽 손톱, 으르렁 목소리, 누구를 설명할까요?
유：사자요, 호랑이요, 공룡이요
교：맞는 답도 나왔네, 오늘 선생님이랑 볼 동화는 사자가 친구가 없어서 심심한가
봐요. 어떻게 친구를 만나나 우리 함께 봐요
(인터넷동화, K교사, 커다란 가방 속에 무엇이 있을까?)
교：이 동화 제목이 뭐예요?
유：옹달샘 이야기
교：이 화면을 보면 무슨 내용일 것 같니?
교：자 조용히 잘 보세요.
(인터넷동화, P교사, 옹달샘 이야기)

이에 비해 [예 2]의 사례인 그림책동화 ｢무엇이든 잘 먹어요｣, ｢자기 꾀에 넘어간 도
깨비｣의 경우 교사는 그림책동화책의 표지, 제목, 글 작가와 그림 작가, 출판사 등에 대
해 유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유아의 사전 경험과 연결하여 호기심을 유도한 후 그림책동
화를 들려주는 ‘제시하기’ 행동을 보이고 있다.
[예 2]
교：내일은 무슨 날이지요?
유：생일 잔치날이요
교：그럼 우리 생일 잔치날에서는 무엇을 먹어요?
유：통닭, 치킨, 과일, 과자, 요쿠르트, 떡, 바나나 먹어요
교：그래요. 이런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오늘 선생님과 동화여행을 떠날 친구는 음
식을 골고루 먹는 친구인지, 편식하는 친구인지 만나보기로 해요.
자아.. 수리수리 마수리 동화야 나와라
유：얏!
교：와 이 친구는 무엇을 먹고 있죠? 오늘 동화의 제목은?
유：무엇이든 잘 먹어요
교：자, 이 책은 김난희 선생님께서 지으셨구요, 그림은 김점순 선생님께서 그리셨구
요. 출판사는?
유：한국듀이요
교：그래요 한국듀이 출판사에서 이걸 만드셨어요
그럼 우리 이 동화를 살펴볼까요?
(그림책동화, K교사, 무엇이든 잘 먹어요)
교：선생님은 밤에 귀신이 가장 무서워요. 근데 귀신보다 더 무서운게 있을까요?
유：유령이요. 유：도깨비요. 유：드라큘라요. 유：악마요.
교：그럼 도깨비는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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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부와 놀부에서요. 유：텔레비에서요. 유：혹부리 영감님
교：자 오늘 동화는 ‘자기 꾀에 넘어간 도깨비’ 예요. 터킬여 라는 선생님이 지으시고,
이경호 선생님이 그렸어요. 그림만 봐도 도깨비가 너무 머누 무섭다.
(그림책동화, P교사, 자기 꾀에 넘어간 도깨비)

동일교사의 인터넷동화와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사례에서 보듯이, 인터넷동화보다 그림
책동화를 활용한 경우에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면서 그림책 자체에 대한 탐색도 포함
하는 상호작용을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② 이야기나누기 활동의 전개 과정
이야기나누기활동의 전개 과정에서 인터넷동화와 그림책동화 경우의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두 경우의 언어 상호작용 유형은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이가 난 부분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비교/대조하기’는 동화의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을 서로 견주어보거나 차
이를 찾아 보는 것으로 비교적 교사―유아의 대화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는 언어 상호작
용 유형이다.
[예 3]
교：자기집! 자기집으로 돌아갔잖아, 엄마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역시 우리집이 최
고야’ 했지? 우리 친구들은 자기 집이 좋아? 남의 집이 좋아?
유：우리집, 자기집
(A교사, 인터넷 동화, 달팽이 집)
교：재밌니?
유：또 보고 싶다.
교：뭘 또봐. 오늘 두개나 봤잖아
유：어제랑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교：오 좋은 이야기 했어요. 자 얘들아, 어제 혹시 ｢우리 아기구름의 고민｣기억나지
그거랑 비슷하지?
유：똑 같아요.
교：똑 같아? 비슷하지.
(C교사, 인터넷 동화, 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예 4]
교：먹어보면 감과 곶감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유：감은 먹었을 때 사각 사각하구요, 곶감은 조금 쨈이 있었어요.
교：쨈이 있었어요?
유：감은 딱딱한데 곶감은 물렁물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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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 그림책동화, 곶감을 무서워하는 호랑이)
교：세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죠. 그 친구들이 어떻게 가져다 주었나요?
유：키 큰 순서대로 갔어요. 큰 토끼 위에 두더지, 두더지 위에 작은 다람쥐가 올라
가서 허수아비 모자를 송이에게 가져다 두었어요.
(C교사, 그림책 동화, 우산 비려줄까요)

[예 3]의 인터넷동화 ｢달팽이 집｣에 제시된 대화를 살펴보면 유아에게 자신의 것에 만
족할 줄 아는 태도와 가치관을 길러주기 위해 교사가 유아들이 살고 있는 자기의 집이
더 좋은지 또는 남이 집이 더 좋은지를 단순히 비교/대조하는 질문을 하였다. 또한 어제
본 ｢우리 아기구름의 고민｣과 ｢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의 내용이 같지 않고 비슷함을
단순히 제시하고 있다. 반면 [예 4]의 그림책동화 ｢곶감을 무서워하는 호랑이｣에 대한
언어 상호작용의 사례에서는 동화의 중요한 소품이자 매개체인 곶감에 대한 경험을 교
사와 유아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 곶감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켜 주기 위해 교사가
유아에게 곶감과 감의 차이를 비교/대조하는 질문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림책 동화｢우산
을 빌려줄까｣에서는 질문을 통해 세 친구의 키 관계를 비교하도록 하였다.
‘예측하기’는 동화의 내용이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는 등장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미리 파악하여 예견하는 것으로 교사들은 주로 동화를 유아에게 소개하거나 또
는 동화를 들려주는 도중에 이야기가 진행될 방향에 대해 ‘예측하기’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예 5]
교：이 동화 제목을 읽어볼까요?
유：‘나 오늘 놀거야’
교：이 화면을 보면 무슨 내용일 것 같니?
유：유치원에서 모래놀이 할 것 같아요
유：그리고 싸울 것 같아요
(K교사, 인터넷 동화, 나 오늘 놀거야)
교：아니 비가 오려면 어떤 다른 일들이 일어날까?
유：동물들이 다른 곳으로 가요.
교：맞아요. 새들도 더 낮게 날아다녀요. 이렇게 동물들을 통해 알 수 있어요.
(C 교사, 인터넷 동화, 아기구름의 고민)
교：이게 뭘까?
유：지구본
교：사람들은 어디어디 살고 있을까?
유：대한민국, 중국, 유럽,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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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그란 것을 찾아볼까?
유：콧구멍, 단추, 시계, 조명
교：지구말고 다른 별은 누가 살고 있을까?
유：외계인, 동물, 토끼
교：이 장면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있을까?
유：태양신이 곰을 혼내는 장면이요
(K교사, 그림책동화, 지구를 돌리는 곰)
교：바람이 사는 데 중요해 안 중요해?
선풍기 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유：땀이 많이 나서 땀띠가 나요. 나도 났었어요.
유：죽어요.
교：숲, 선풍기, 어디서 오는 바람이건 간에 바람이 없으면 힘들고 중요한거 알겠죠?
(C교사, 그림책 동화, 아기의 부채)

[예 5]에서 교사는 인터넷동화｢나 오늘 놀거야｣와 ｢아기 구름의 고민｣에서 그림과 내
용에 근거해 유아에게 다음 장면의 이야기들을 예측해 보도록 하였다. 반면, 그림책동화
｢지구를 돌리는 곰｣와 ｢아기의 부채｣ 에 제시된 대화에서 보듯이 유아 자신의 지식을
기초로 회상하도록 하였으며 비록 단순히 예측이지만 관련된 내용의 맥락 안에서 이루
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유 설명하기’는 동화의 내용이나 상황과 관련된 이유나 의미를 알기 쉽게 표현하는
대화의 수준이다. [예 6]의 인터넷동화｢비오는 날｣에서 교사는 동물들이 비를 반기는 이
유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에 직접적 설명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반면 그림책동화｢무엇이
든 잘 먹어요｣에서 교사와 유아는 건강하게 지내는 법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유아에
게 추가적 정보를 주어 적당히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예 6]
교：또 다른 생각이 있는 친구는? 빗방울이 떨어지니까 동물이랑 개구리들이 춤을
추며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유：축제를 열어서요.
교：그것도 있지만 빗방울이 떨어지지 않으면 꽃이나 동물들이 잘 자랄 수 있어요.
(P교사, 인터넷동화, 비 오는 날)
교：그럼 건강이 친구가 되려면, 우리가 비실이와 뚱뚱이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자.
유：운동하라고 해요
유：아이스크림을 안 먹으라고 해요
유：채소 많이 먹으라고 해요
교：그래요. 그런데 선생님은 적당히 먹으라고 해 주면 좋겠어요. 또 살찔 수도 있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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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P교사, 그림책동화, 무엇이든 잘 먹어요)

이야기 나누기 활동의 전개과정은 두 경우 모두 이야기 전체를 한번 읽어 준 후 다시
동화의 각 장면을 찾아서 이야기 나누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진행과정상 두 매체
의 사용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동화를 사용한 경우 언어
상호작용이 길게 지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③ 이야기나누기 활동의 마무리 과정
‘회상’은 동화의 전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여 다시 상기해 보는 것으로 주로 동화의 내
용을 다 들려준 후 마무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상호작용 유형이었다. [예 7]에서
보듯이 인터넷 동화 ｢커다란 가방 속에 무엇이 있을까｣와 ｢아기 곰은 더웠어요｣ 의 경
우 교사와 유아가 함께 본 후 동화의 흐름에 대한 정리하고자 교사가 전체적인 줄거리
에 대해 계속 질문을 하고 유아는 대답을 하였다. 반면 그림책동화｢목욕탕 아저씨｣와｢
우산 빌려줄까｣를 본 후 교사는 유아에게 질문과 함께 그림을 다시 보면서 동화의 줄거
리에 대해 회상을 하도록 돕고 있다.
[예 7]
교：사자가 친구를 사귀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뭐죠? (회상하기)
유：나풀나풀한 갈기 때문에요
유：그런데, 이발사 아저씨가 가방에서 가위를 빼서 싹둑싹둑 잘라줬어요
유：또 삐죽삐죽 손톱이 무섭다고 하니까 장갑장수 아저씨가 장갑을 줬어요
교：그래도 놀아주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사자가 풀이 죽었는데 어떻게 되었지요?
(회상하기)
(K교사, 인터넷동화, 커다란 가방 속에 무엇이 있을까?)
교：방금 어떤 친구가 나왔니?
유：아기곰이요.
교：아기곰이 더워서 냉장고를 열었더니 뭐가 있어지?
유：아이스크림
교“ 아이스크림이 몇 개 있더라
(P교사, 인터넷동화, 아기 곰은 더웠어요)
교：다시 한번 그림만 봅시다.
우람이는 아저씨가 무엇을 붙이고 있는가를 봤을까요? (회상하기)
유：샴푸와 린스양을 줄입시다.
교：자, 우람이처럼 우리도 집에서 머리를 무엇으로 감죠?
유：샴푸나 린스로 감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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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교사, 그림책동화, 목욕탕 아저씨)
교：동화 잘 들었어요? 어떤 친구들이 나왔지? (교사가 책을 보여준다).
유：송이요, 토끼요. 두더지요.
교：할머니댁에 갈려는 데 우산이 없었죠. 그래서 누가 도와주러 왔지?
(P교사, 그림책동화, 우산 빌려줄까)

‘요약하기’는 동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추출하여 자기만의 언어로 다
른 사람에게 해석하여 들려주는 것이다. [예 8]은 두 형태의 동화를 마무리하며, 교사와
유아가 함께 나눈 대화의 내용이다. 이들 사례에서 교사들은 동화의 주인공이 처한 상황
에 대해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방법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
며 내용을 요약을 해 주었다.
[예 8]
교：수아가 동생을 데리고 나갔는데 동생이 아프지 않게 데리고 나가는 방법 말고?
유：놀린 친구를 열 번 때려버려요. 그리고 가버려요
교：열 번을 때리고 가버리면 친구는 어떨까?
유：아파요
교：그쵸 아프겠죠.. 그럼 때리는 방법 말고 ‘나 동생있어’하고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유：친구야, 우리집에 와서 아기봐 할꺼에요
유：엄마한테 이야기해요
교：그래요. 엄마한테 이야기하거나 친구들한테 집으로 오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냈
어요
(A교사, 인터넷동화, 동생아 미안해)
교：이처럼 우산없어도 우산을 대신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비닐봉지도 좋을 꺼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산 대신에 다른 거 생각해 볼까요?
유：모자, 의자, 해바라기, 커다란 잎, 냄비요.
교：그래요 책에 나왔던 두더지 아저씨처럼 커다란 잎으로도 우산을 할 수 있겠다.
친구들한테도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여러분 머리 속에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
결하길 바래요.
(P교사, 그림책동화, 우산을 빌려줄까)

2. 인터넷과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의 관계적 언어상호작용
1) 인터넷과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의 양적인 관계적 언어 상호작용
인터넷동화와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교사―유아의 ‘관계적 대화’ 는 인터넷동화 집단이
그림책동화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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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735, p=.466). 또한 하위항목인 칭찬/지지와 사적 담
소에서도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관계적 언어상호작용’에 대한 집단간 비교
하위항목

칭찬/지지
사적담소
계

구분

N

M

SD

인터넷동화

24

.67

.82

그림책동화

24

.42

.58

인터넷동화

24

.38

.58

그림책동화

24

.42

.65

인터넷동화

24

1.04

1.08

그림책동화

24

.83

.87

t

-1.220
.234
-.735

2) 인터넷과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의 질적인 관계적 언어 상호작용
‘칭찬/지지하기’는 교사가 기대하는 질문을 유아가 발화하였을 때 그 대답을 인정해 주
고 격려해주는 대화이다. [예 10]은 교사가 유아의 반응에 대해 격려하거나 유아의 구체
적 행동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동화와 그림책 동화
의 경우 모두 유아의 반응에 긍정적으로 답하여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 10]
유：어제랑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교：오! 좋은 이야기 했어요
(C교사, 인터넷동화, 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요)
교：원시인들은 뭐 먹고 살았어요?
유：사과, 물고기, 토끼 고기요
교：이 원시인들은 무엇을 먹고 싶어 했어요?
유：사과요
교：어려운 걸 잘 기억해냈구나
(C교사, 그림책동화, 우가우가 사과를 먹고 싶어해요)

3. 인터넷과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의 관리적 언어상호작용
1) 인터넷과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의 양적인 관리적 언어 상호작용
인터넷동화와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교사―유아의 ‘관리적 언어 상호작용’ 은 전체적으
로 인터넷 동화 집단과 그림책동화 집단이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표 5>에 제시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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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관리적 대화의 하위항목인 주
의환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t=.2.421, p=.019). 즉, 교사―유아의
관리적 대화 중 ‘주의환기’는 인터넷동화 집단(M=.42, SD=.88)보다는 그림책동화 집단
(M=1.04, SD=.91)에서 더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관리적 언어상호작용’에 대한 집단간 비교
하위항목

주의환기

지시

계

구분

N

M

SD

인터넷동화

24

.42

.88

그림책동화

24

1.04

.91

인터넷동화

24

1.75

3.64

그림책동화

24

1.17

2.62

인터넷동화

24

2.17

4.32

그림책동화

24

2.21

2.77

t
*

2.421

-638

.040

*p< .05

2) 인터넷과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의 질적인 관리적 언어 상호작용
‘주의환기’는 동화를 듣고자 하는 유아의 관심이나 흥미를 지속시키기 위하여 교사가
사용하는 대화의 전략이다. [예 9]의 인터넷동화｢옹달샘 이야기｣와 ｢아기 곰은 더웠어요
｣에서 처럼 교사들은 인터넷 동화를 들려줄 때 주로 손유희나 수수께끼 같은 말놀이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동화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반면 그림책동화 ｢목욕탕 아저씨｣와 ｢자
기 꾀에 넘어간 여우｣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림책동화를 들려주는 교사는 손유희나 말놀
이 보다는 그림책동화책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림책동화책의 그림을 제시하여 유
아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예 9]
교：자 선생님을 보세요
유：짠짠 짠짠짠
(C교사, 인터넷동화, 옹달샘이야기)
교：그래 우리 별님반 친구들은 하루에 한개씩만 먹기로 했지요?
유：더 많이 먹으면 안돼요.(시끌, 시끌, 시끌)
교：박수 세 번
(A교사, 인터넷동화, 아기 곰은 더웠어요)
교：오늘 동화책을 어디에 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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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릎에 두어요
교：무릎에 둘까?
유：좋아 좋아
교：승민이가 항상 일요일에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승민이가 항상 주말 지
낸 이야기 할 때 말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디였죠?
유：목욕탕이요
교：그래요. 목욕탕이에요
(C교사, 그림책동화, 목욕탕 아저씨)
교：동화 제목은? 씩씩한 어린이 목소리로
유：자기 꾀에 넘어간 여우
교：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듣는 귀
자 한번 그림만 봅시다.
(A교사, 그림책동화, 자기 꾀에 넘어간 여우)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수매체로써 인터넷동화를 활용한 수업과 기존의
그림동화를 활용한 수업 동안에 언어 상호작용 유형의 양적과 질적 측면의 차이를 비교
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매체 유형과는 상관없이 교사―유아 간의 전체 대화의 빈도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Ali & Franklin(2001)이 인터넷 활용시 교사―학생간
의 상호작용이 감소되는 부정적인 측면을 우려한 지적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
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 중 교사―유아 간의 교수적 대화는 질문하기, 반응/동의하기, 회
상하기 등의 인지적으로 낮은 요구를 포함한 1～2수준의 언어 상호작용이 빈번히 일어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측, 비교―대조의 분석, 이유 설명 등의 높은 인지적 요
구의 상호작용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개별적 이야기책 읽기의 경우
교사가 피드백, 연관짓기, 명료화하기를 많이 하고 예측하기, 정교화하기 등의 상호작용
은

적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홍혜경,

1998;

Dickinson

&

Smith,

1994;

Trawick-Smith, 1994). 그러나 교수적 대화 3수준의 교사―유아 언어 상호작용의 정도
는 낮으나 그림책동화의 경우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그림책동화의 경우, 교
사가 보다 유아의 높은 수준의 인지적 대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교사가 인터넷동화 보다는 그림동화에서 비록 적지만 인지적으로 높은 수준의 언어 상
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동화의 내용과 구조를 통제하
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는 차이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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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수매체 유형과는 상관없이 교사―유아 간의 관계적 대화의 빈도에는 차이가
없으나 관리적 대화 중 주의환기에서는 그림동화가 의미있는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두
경우 모두 관계적 대화가 적다는 연구결과는 교사와 유아 간의 대화분석 연구에서도 유
아 개개인과의 상호작용이 빈번치 않았다는 보고(Wilcox-Herzog, Kantos, 1998)와 일치
한다.
그러나 그림동화를 활용한 경우가 인터넷동화를 활용한 경우보다 주의환기를 위한 언
어 상호작용이 높았다. 이 결과는 인터넷동화가 그림책동화보다 주의집중에 효과적이었
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들(권미애, 2000; 서광선, 2003; 양순애, 2003)과 일치한다. 이는
정지된 그림보다는 움직이는 동영상, 효과음 등이 유아의 흥미와 주의집중을 계속 유지
하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반면, 그림책 동화를 활용의 경우 유아의 주의집
중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교수전략 개발에도 관심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교수매체 유형과는 상관없이 유아―교사의 언어 상호작용은 주로 교사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치원 교사가 지배적 언어와 교사중심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교사의 일반적 언어형태를 분석한 연구들(김성희, 2002;
이상민, 2005)과 이야기책읽기 중 교사가 어머니보다 더 주도적이라는 연구들(홍혜경,
1998; Dickinson, De Temple, Hirscher, & Smith, 1992)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유아―교사 간의 언어 상호작용에 있어 유아가 주도할 수 있는 유아 자신들
이 만든 이야기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수매체 유형별 유아―교사의 언어 상호작용의 질적 차이를 비교한 결과 그림
책동화의 경우 도입과정에서 동화책 내용과 관련된 맥락의 탐색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으며 그리고 마무리과정에서도 그림을 다시 보며 내용의 전개를 요약하는 활동
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도입과 마무리
과정외의 언어 상호작용 과정에서 두 매체 간에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교
사가 인터넷 동화를 그림동화와 같은 방법으로 다루고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
로도 볼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인터넷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통적 교수―학습매
체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Doberty, 1998)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동화의 특성을 반영한 교사―유아 간의 새로운 언어 상호작용의 모형
을 위한 다각적 탐색도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인터넷은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교수매체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유아의 주도성, 능동적 탐색과 조절, 상호작용적 피이드백
등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 수동적 교수매체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이 갖는
교수매체로써의 특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수―
학습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림책동화를 활용한 효과적 교수에 관하여서는 누적된 연구들이 있는 반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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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동화를 활용한 교수방법에 대한 개발과 그 효과를 밝힌 연구는 미흡하므로 추후 지
속적으로 관련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그림동화책의 경우처럼 인터넷동화
도 그래픽, 애니메이션, 제시방법 또는 영유아 발달 수준에 따라 내용의 질적 수준을 평
가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평가내용이 현장에서 손쉽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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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rbal Interactions of Teacher-Child in Story Telling Activities
Using Internet and Picture Book

Hong, Hae-kyung(Profess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ype and level of teacher-child interaction in
story―telling

activities

using

internet

story

sites

and

picture

books.

Forty-eight

story-telling activities of four teachers were observed and analyzed. The teachers
of both groups mostly engaged children in lower level of cognitively challenging
talks, such as level, recall, and asking. However, the higher level of cognitively
challenging talks were more occurred in the picture book story telling activities,
while the talks of management internet story telling activities were less occurred.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teachers tend to apply the method for picture book
story telling to that for internet story telling. This study imply that new way for
presenting internet story telling with animation and sound effects unlike picture
book should be appli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