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듣기 능력과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심 정 림*

《요 약》
본 연구는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듣기 능력과 이야기 이해력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2개의 공립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5세 유아 32명(실험
집단 16명, 통제집단 16명)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총 20회 걸쳐 실험처치를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의 듣기 능력 검사는 Royer(1979)의 듣기 능력에 듣기 이해력을 위해 개발한 문장수정기법(Sentence
Verification Teaching : SVT)검사를 참고로 정남미(1996), 최윤영(2000)이 수정·보완한 듣기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 측정을 위해 김경철, 채미영(2001)이 개발한 이야기 이해력 평가 도구를
사용하여 유아의 듣기 능력과 이야기 이해력에 미친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듣기 능력과 이야기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이야기전달하기(Story Retelling to Parents)
듣기 능력(Listening Ability)
이야기 이해력(Story Comprehensin Ability)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언어를 통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언어의 사용으로 상호간의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는 학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유아기 때에 언어
의 기초가 확립되지 않으면 이후 학교에서의 학업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
유아의 언어교육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들 영역

※ 논문접수 6. 30. / 수정본접수 7. 20. / 게재승인 8. 20.
* 시흥계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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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듣기와 말하기는 음성언어에 속하고 읽기와 쓰기는 문자언어에 속한다. 듣기와 읽기는
외부에서 받아들인 시각적·음성적 기호를 해석하는 수용 언어기술, 즉 이해 언어기술이고,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 언어기술로 유아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산출하고 표현하는 시각
적·음성적 기호이다(이영자, 2009).
유아 언어 교육의 네 가지 영역 중 듣기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유아가 처음 언어를
인식하고 소리를 모방하는 것은 듣기를 통해서이다. 듣기는 구어적 상징의 변별이며 경험
에 의해 의미를 부여한다. 듣기란 지속적으로 들리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다른 형태로 반응하는 정신적이며 지적인 사고 과정(한국유아교육학회,
1996)이다.
유아가 듣기를 하는 동안 구어적 상징을 동일시하게 되고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듣기를 잘 하려면 소리에 주의 집중해야 하며 생각을 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유아들은 어떻게 듣고 또 들은 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지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듣는 어휘는 어린이가 실제 말하고 읽고 쓸 수
있는 어휘보다 훨씬 많다. 유아는 듣기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제시되지 않은 개념과 아이디
어를 학습하고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반응하게 된다(김옥련, 이원영, 주영희, 이태영, 권
광자, 노영희, 1988).
대부분의 유치원 활동은 교사와 유아, 유아와 유아들 간의 듣기와 말하기로 진행되어 유
치원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듣기는 이처럼 유치원 생활에서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유치원 교실에서는 듣기 지도가 소
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많은 교사들이 듣기 지도를 별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듣기는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전은주, 1999; Brown, 1994; Childers, 1970; Rubin, 1990; Wood, 1994)에 의하
면, 듣기능력은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일정 부분의 듣기 기술과 함께 지도를 병행하면 크게
향상된다. 따라서 듣기 능력의 발달을 위해 유치원 교육활동 속에서 유아들이 능동적, 적극
적으로 참여하는 듣기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들은 듣는 이야기가 자신의 실제 생활과 연관되어 있거나 실제적 이야기들, 또한 들
은 내용에 대한 배경 경험, 바탕지식이 있으면 흥미를 느껴 활발하게 경청하게 되고(이경우,
1998; 이연섭, 강문희, 2003; Salinger, 1996),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듣기 능력이
향상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 현장에서 듣기 지도의 교육 활동 방법으로 가정과 연계하여 언
어전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언어전달활동은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하여 듣고 낱말 또는
문장 단위의 전달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가정과 연계되어 이루어
지는 언어전달활동은 유아의 언어 발달을 도와주는 방안의 하나로 가정에서 부모와 유아가
함께 할 수 있는 언어활동자료를 제공하고 활동결과물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교수활동
(Morrow, 2005)이다.
그러나 언어전달활동 실시 결과를 평가한 연구에서 보면 전달내용이 흥미롭거나 친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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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유아 수준에 어려운 내용이 많았다. 또한 유아들이 낯선 어휘를 어려워하며 전달과
정에서의 정확한 철자와 어휘 사용 등 언어전달의 정확성과 전달유무를 확인하는 것에 취중
하는 문제점을 보였다(김민진, 2010).
한편 Williams와 Fromberg(1992)는 유아 문학이 언어교육에 가장 강력한 교수 매체로 작
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아문학은 성인이 읽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귀로 들어서 언
어의 소리부분에 의지하고, 그림을 보면서 언어의 이미지화에 의존하고, 언어의 세계에 들어
간 인간 체험의 교류를 경험하게 하는 독특한 매체이기(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현
은자, 1997) 때문이다.
특히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시 말해보게 하는 활동에 참여한 유아들이 이야기를 듣
기만한 유아보다 이해력에 있어서 더 많이 향상된다는 주장들(Morrow, 1985; Wellhousen,
1993)은 그림책을 이용한 이야기 들려주기가 유아의 언어 발달뿐 아니라 듣기 교육에도 중
요한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Morrow(1985)는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이야기 다시 말하기 활동을 통해 이야
기를 기억하고 회상한 내용을 재구성함으로서 유아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정보를 통합하
고 내면화한다고 주장하였다. Morrow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여러 학자들(조성라, 1998;
하양승, 1994; 황정임, 1999)도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시 말해보게 하는 활동이 이야기
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켜 긍정적인 듣기 태도는 물론 이야기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 따라서 이야기 듣고 다시 말하기 활동은 언어 발달 뿐 아니라 듣기교
육의 교육적인 활동방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언어적 능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말하기, 읽기, 쓰기와 관련된 연구에 집중
되어 있으며, 듣기 교육의 방법이나 듣기 능력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는 비교적 드문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치원 현장에서 듣기 활동의 효율적 매체인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부모
에게 전달하기를 실시하여 유아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청자가 되는 것은 물론
이야기를 잘 이해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가 들려주는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유아가 부모에게 이야기를 다시
전달하는 활동이 유아의 듣기 능력과 이야기 이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이야기 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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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C시에 소재한 2개의 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2학급 만 5세 유
아 32명이다. 실험집단은 G초등학교병설유치원 만 5세 유아 16명(남자 7명, 여자 9명)이며,
통제집단은 D초등학교병설유치원 만 5세 유아 16명(남자 8명, 여자 8명)이다.

B. 연구 도구
1. 듣기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듣기 검사 도구는 Royer 등(1979)이 듣기 이해력을 위해 개발한 문장
수정기법 검사(Sentence Verification Teaching: SVT)를 참고로 정남미(1996), 최윤영(2000)
이 수정·보완한 듣기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1) 검사 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듣기 검사 도구(SVT)는 한편의 짧은 동화와 그 내용과 관련된 12개의 검사 문
항으로 되어 있다. 사전·사후 검사로 두 편의 짤막한 동화와 그 내용에 관련된 12개 검사 문
항으로 듣기 기능의 하위 능력요소별 검사문항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듣기 검사의 하위 능력 요소별 검사문항내용
영역

하위능력
청각적 식별

듣기 능력

정보 확인

내용 이해

문항내용
본문과 정확하게 같은 문장
본문에 있는 주요 정보를 변화시켜 의미가 변형된
문장
본문과는 다른 단어나 문장을 사용했지만 결과적
으로는 의미가 같은 문장

문항수
4문항
4문항

4문항

2) 검사 방법
본 검사는 1:1 개별 면접 검사로서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검사자는 유아와 라포를 형
성한 후 동화를 들려준다. 유아는 동화를 듣고 난 후 내용에 대한 검사자의 질문에 맞으면
‘맞아요’ 틀리면 ‘틀려요’라고 대답하고 검사자가 ( )안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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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점 방법
듣기 검사(SVT) 채점은 유아가 동화를 듣고 난후 검사자의 질문에 예, 아니오 라고 답하
는 반응에 따라 12문항에서 바른 반응의 답에는 한 문항에 1점을 주었다.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2점까지이다.
2. 이야기 이해력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이야기 이해력 측정을 위해 김경철, 채미영(2001)이 제작한 이야기 이해력 평
가도구를 사용하였다.
1) 검사 도구의 구성
이야기 이해력 검사 도구는 다시 말하기와 듣기 이해력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사후 검사로 네 편의 동화와 그 내용에 관련된 12개씩의 검사 문항으로 표 2와 같다.
<표 2> 이야기 이해력 평가도구의 하위 요인 검사문항내용
영역

하위 요인

검사 문항 내용

문항수

동화를 듣고 동화의 줄거리를 포함한 핵심 문장을 선정
다시말하기

하여 동화를 읽어 준 다음, 유아에게 줄거리를 말해보게

12문항

하고 핵심 문장으로 정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측정한다.

이야기
이해력

동화 내용 중 핵심문장을 선정하고 추출된 내용에 대해
듣기이해력

질문하여 유아가 이야기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측정

12문항

한다.

2) 검사 방법
본 검사는 1:1 개별 면접 검사로서 조용한 원내 방에서 실시하며 검사자는 유아와 라포를
형성한다. 다시 말하기의 동화를 들려주고 유아에게 줄거리를 말해보게 하고 핵심 문장으로
정한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측정한다. 듣기 이해력의 동화를 들려 준 후 핵심 문장에 대해
질문하여 유아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측정한다.
3) 채점 방법
다시 말하기 검사 채점은 유아의 다시 말하기 반응을 연구자가 기록하고 12개의 핵심문장
과 관련된 반응 여부를 점검하였다. 핵심 문장과 관련된 반응을 할 경우에는 관련 문장 당
1점을 주었다.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2점까지이다. 듣기 이해력 검사는 각 문항에
대한 유아의 반응(어휘)를 기록하고 12개의 검사 문항에 각각 1점을 주었다. 바른 반응에는
1점을 잘못된 반응에는 0점을 주었다. 듣기 이해력에서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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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최고 12점까지이다.

C.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예비연구,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의 순으로 실시되었다. 10주간의 실험처
치는 주 2회씩 총 20회를 실시하였다. 연구 일정에 따른 절차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절차
추진 내용

기 간

기

간

사전 검사

1주

2013. 04. 29 ~ 2013. 05. 03

실험 처치

10주

2013. 05. 06 ~ 2013. 07. 12

사후 검사

1주

2013. 07. 15 ~ 2013. 07. 19

1) 예비 검사
본 연구에 앞서 검사도구의 소용시간과 내용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
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는 2012년 12월 18일(화)에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의 대상
은 연구 대상과 환경이 유사하며 실험·통제 집단이 아닌 K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만 5세 유아
(남아: 3명, 여아: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 검사를 통해 두 개의 검사 도구 소요시간을 알아본 결과 1인당 약 15~20분정도의 시
간이 소요되었으며, 두 개의 검사도구가 전반적으로 유아들에게 큰 무리가 없어 본 연구에
서 그대로 사용하였다.
2) 예비 실험
본 연구의 소요시간, 진행방법, 인원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 검사를 실시한 K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유아 6명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19일(수)에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을 통해 그림책 듣고 이야기나누기 활동은 총 2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유아들
이 소집단으로 구성되어 그림책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관찰되지 않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2. 본 연구
1) 검사자 교육
실험집단의 유아는 실험집단 담임교사인 연구자가 직접 검사하였고, 통제 집단의 유아
는 통제집단 담임교사가 각 문항을 검사하였다. 연구자는 통제집단 담임교사에게 사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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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유아의 듣기 능력과 이야기 이해력의 사전·사후 검사 실시
방법, 검사의 기록방법, 검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검사문항을 함께 검
토하였다.
2) 사전 검사
본 연구의 사전 검사는 2013년 4월 29일(월)에서 5월 3일(금)까지 5일 동안 실험집단 유아
16명과 통제집단 유아 16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은 이 학급 담임교사인 본 연구자가 검사하
였고, 통제집단은 통제집단의 학급 담임 교사가 검사하였다. 검사는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
을 이용하여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 교실에서 유아 한 명씩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3) 실험처치
(1) 실험 기간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은 2013년 5월 6일(월)부터 2013년 7월 12일(금)까지 10주 동안 주 2
회씩 총 20회 실시하였다.
(2) 실험 처치 일정
본 연구에서의 이야기 전달하기 활동은 1일차와 2일차의 과정으로 실시하였다. 1일차는
매주 목요일 아침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세 개의 소집단(A집단: 5명, B집단: 5명, C집단: 6
명)에게 순서대로 교사가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림책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었다.
2일차는 다음날인 금요일 오후 대집단 시간에 전날에 들었던 그림책 이야기를 다시 듣고
회상한 후 가정에 가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가정에서 부모가 기록
한 이야기전달장을 교사에게 개별적으로 가져오게 하였다. 실험처치 일정은 표 4와 같다.

<표 4> 실험처치 일정
주

1

2

기간

그림책

05. 09(목)

비가 오는

~ 05. 13(월)

날에

05. 16(목)
~ 05. 20(월)

모두깜짝

1일차

요일

활동내용

집단 구성

목

그림책 들려주기 활동

소집단(A, B, C)

그림책 회상하기 후

대집단

금

이야기전달하기 실시

개별(가정)

2일차

월

이야기전달장 가져오기

개별

1일차

목

그림책 들려주기 활동

소집단(B, C, A)

그림책 회상하기 후

대집단

이야기전달하기 실시

개별(가정)

이야기전달장 가져오기

개별

2일차

금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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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3

05. 23(목)

나는

~ 05. 27(월)

괴물이다

2일차

1일차
4

05. 30(목)

빨래하는

~ 06. 03(월)

날

2일차

1일차
5

06. 05(수)

장수탕

~ 06. 10(월)

선녀님

도깨비
6

06. 13(목)
~ 06. 17(월)

귀가

2일차

1일차

2일차

아파요

1일차
7

06. 20(목)

세 엄마

~ 06. 24(월)

이야기

2일차

1일차
8

06. 27(목)

요술

~ 07. 01(월)

항아리

2일차

목

그림책 들려주기 활동

소집단(C, A, B)

그림책 회상하기 후

대집단

이야기전달하기 실시

개별(가정)

월

이야기전달장 가져오기

개별

목

그림책 들려주기 활동

소집단(A, B, C)

그림책 회상하기 후

대집단

이야기전달하기 실시

개별(가정)

월

이야기전달장 가져오기

개별

목

그림책 들려주기 활동

소집단(B, C, A)

그림책 회상하기 후

대집단

이야기전달하기 실시

개별(가정)

월

이야기전달장 가져오기

개별

목

그림책 들려주기 활동

소집단(C, A, B)

그림책 회상하기 후

대집단

이야기전달하기 실시

개별(가정)

월

이야기전달장 가져오기

개별

목

그림책 들려주기 활동

금

금

금

금

그림책 회상하기 후

대집단

이야기전달하기 실시

개별(가정)

월

이야기전달장 가져오기

개별

목

그림책 들려주기 활동

금

금
월

1일차
9

07. 04(목)

줄넘기를

~ 07. 08(월)

깡총깡총

2일차

목

금
월

1일차
10

07. 11(목)

이 사슴은

~ 07. 15(월)

내거야

2일차

소집단
(A, B, C)

목
금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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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B, C, A)

그림책 회상하기 후

대집단

이야기전달하기 실시

개별(가정)

이야기전달장 가져오기
그림책 들려주기 활동

(C, A, B)

그림책 회상하기 후

대집단
개별(가정)

그림책 들려주기 활동

10분

20분
10분

개별
소집단

이야기전달하기 실시
이야기전달장 가져오기

20분

20분

10분

개별
소집단
(A, B, C)

그림책 회상하기 후

대집단

이야기전달하기 실시

개별(가정)

이야기전달장 가져오기

개별

20분
10분

(5)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의 절차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은 그림책 탐색하기, 그림책 이야기 듣고 내용 이해하기, 그림
책이야기 회상하기, 가정으로 이야기 전달하기, 평가하기의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의 절차를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절

차

활동 과정

 그림책 표지 보기
그림책
탐색하기
(5분)

 그림책 제목과 작가살
펴보기
 그림책 내용을 기존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추
측하기

지도 방안
 소집단으로 모여 유아들과 제목
이 가려진 책표지를 탐색하며 어
떤 제목이 어울릴지 자유롭게 이
야기 한다.
 책제목을 함께 보며 이야기 속에
누가 등장할 지, 어떤 내용이 전
개될 지 자유롭게 상상해 본다.
 책의 주제와 관련된 유아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충분히 감
 그림책 이야기 들려주기
<듣기 기술 요소 적용>
1

- 세부내용 정확하게 기억

일

하기

차

- 이야기 듣고 중심생각
그림책이야기
듣기
(10~15분)

찾아내기
- 이야기 듣고 다음내용
예견하기

상할 수 있도록 천천히 책장을 넘
기며 내용을 들려준다.
 듣기 기술 요소를 적용하여 그 그
림책에 해당하는 듣기 기술을 유
아들에게 알려주며 듣기의 중점을
지도한다.
 유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유
롭게 반응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
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
고 수용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림책을 들려준 후 그림책 내용
을 회상하며 유아들이 자신의 생
각이나 경험과 관계 지어 이해할

 그림책 내용 이해하기
- 사실적, 추론적, 종합적
이해를 돕는 질문하기

수 있도록 질문하여 돕는다.
 사실적 이해
-(인물) 누가 나왔니?, 뭐라고 했니?
어떻게 했니?
(사건) 어떤 일이 생겼니?
어디서 일어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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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론적 이해
- (인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 마음이 어땠을까?
(사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되었니?
 종합적 이해
- (배경)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니?
(종합) 이 이야기는 무엇이었니?
(주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1일차에 들은 그림책
이야기 회상하기
그림책
회상하기
2

(5-10분)

 그림책 다시 들려주기

 대집단으로 모여 어제 들려주었
던 이야기 내용을 회상하면서 다
시 유아들에게 그림책을 보여주
며 들려준다.
 그림책을 들려주며 듣기 중점을
다시 환기시키며 재미있는 장면
이나 말을 유아들이 이야기 해
본다.

일
차

 이야기전달하기
안내하기

이야기
전달하기(가정)

평가하기
(유치원)

 개별유아는 가정으로
이야기 전달하기

 이야기전달장 가져오기
 교사가 개별 확인하기

 가정에 가서 부모님에게 오늘 들
은 그림책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안내한다.

 유아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이야
기를 전달하고 부모는 전해들은
이야기내용을 전달장에 기록한다.

 개별유아는 전달장을 유치원으로
가져오고 교사는 개별적으로 확
인을 하고 평가한다.

[그림 1] 이야기전달하기 활동 절차

1일차에서 그림책 탐색하기는 소집단으로 모여 유아들과 그림책의 표지, 제목을 보
며 책을 탐색하였다. 충분히 그림책에 대해 탐색한 후 유아들에게 오늘의 듣기 기술
요점을 미리 알려주고 그림책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난후 이야
기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사실적, 추론적, 종합적 이해를 돕는 질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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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인 2일차는 대집단으로 모여 목요일에 들려주었던 이야기 내용을 회상하면서
다시 그림책을 보여 주었다.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 내용을 가정으로 가서 부모님에
게 이야기를 전달해 볼 수 있도록 유아들에게 안내하였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유아들
이 전달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야기 전달장에 그대로 기록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유아
가 교사에게 가져오도록 진행하였다.
(6) 이야기전달하기 활동 교수-학습 과정안
이야기전달하기 활동 1일차 교수-학습 과정안의 예는 표 5와 같으며, 2일차 교수학습 과정안의 예는 표 6과 같다.
<표 5> 그림책 이야기 듣기를 통한 이야기전달하기 활동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1일차)
그림책 제목

활동목표
활동자료
차

단 계

활동일시

비가 오는 날에

대

상

2013. 05. 09(목)
1차시- 소그룹(A, B, C)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순서를 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다.

『비가 오는 날에』그림책
활동 절차

활 동 내 용
y

 그림책 표지

그림책 표지를 보며 어떤 내용일지 예측해 본다.
- 우리 이 책의 표지를 보니까 어떤 내용 같아요?

보기

(비가 오나 봐요, 동물들이 우산을 쓰고 있어요)
- 누가 나올 것 같니?

1

그림책

일

탐색하기

차

(5분)

 그림책 제목

y

그림책의 제목과 작가를 소개한다.

과 작가 살

y

그림책의 내용에 대해 추측해 본다.

펴보기, 그림

- 비가 오는 날은 어떨까?

책 내용추측

- 그림책 속에서 누가 나오는지 그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 잘

하기

들어보도록 하자.
y

 듣기 기술요

- 이야기 속에 어떤 동물친구들이 순서대로 나오는지 잘 기억하며

소 알려주기
y

들어 보자.
그림책에 이야기 그림을 보여주며 들려준다.

y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 발문을 한다.

y

그림책
이야기

 그림이야기

듣기

들려주기

사실적 이해하기
- 누가 나왔니?
- 비오는 날에 치타는 무엇을 했니?

·

- 비가 오는 날 사자는 어떻게 했지?

내용

 그림책 내용

이해하기

이해하기

(10~15분)

듣기기술(세부내용 정확하게 기억하기)요소를 알려준다.

y

추론적 이해하기
- 내가 사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 내가 나비라면 기분이 어떨까?
- 번개가 치자 모두 어떻게 했니?
- 만약 비가 그치면 어떻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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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종합적 이해하기
- 비가 오는 날 치타가 우산을 꼭 잡고 걸어간 뒤에 누가 나왔
는지 순서대로 이야기 해 볼까?
-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니?
- 앞으로 어떻게 될까?

<표 6> 그림책 이야기 듣기를 통한 이야기전달하기 활동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 (2일차)
그림책 제목

활동목표

활동자료
차

2차시-대집단/ 개별(가정)

상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



들은 이야기를 다시 말해본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다.

『비가 오는 날에』그림책, 이야기 전달장
활동절차
 그림책

활
y

- 누가 제일 먼저 나왔니?

회상하기

- 동물들이 비가 오니 어떻게 했니?
y

그림책

 그림책 다시

회상하기

들려주기

(10분)

y

기
안내하기

일차

다시 잘 듣고 집에 가서 이야기를 전달해 보아요.
그림책이야기를 다시 들려준다.

y

들은 그림책 이야기를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전달해 줄 것에
대해 안내한다.
- 너희들이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려 줄 수 있겠니?

y

그림책이야기 들려준 것을 이야기 기록장에 부모님이 받아 적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유아들에게 안내한다.

y
 가정으로

각 개별유아는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야기 전달하기 활동(가정)
- 오늘의 이야기전달하기 그림책 소개해 주기
(부모에게 이야기전달장을 통해 그림책의 제목, 저자를 알려준다.)

이야기

- 유아가 듣고 온 이야기 묻기

전달하기

전달하기

그림을 보며 유아들이 함께 이야기를 말해본다

y

y

이야기

어제 들은 그림책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이야기에 어떤 동물 친구들이 나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전달하
2

동 내 용

1차시 활동을 회상한다.
- 비가 오는 날에 어떤 동물들이 나왔니?

이야기

가정)

대



단계

(개별유아/

2013. 05. 10(금)

활동일시

비가 오는 날에

- 유아가 이야기 전달하기
 가정에서

- 부모는 유아의 이야기에 적절히 반응해주며 듣기
- 유아의 이야기 내용이 본 내용과 차이가 있어도 부모는 유아가 듣고

부모의 연계

이해한 이야기 내용 그대로를 받아 적기 (부모가 이야기를 수정해 주

활동지도

지 않기)
y

평가하기

이야기기록장에 기록하여 다음 주에 유치원으로 가져온다.

y

유아들은 개별적으로 이야기 전달장을 가지고 오기

y

교사는 개별 유아의 전달장 내용들을 확인하고 개인차 파악하기

y

교사는 전달한 이야기의 그림책 원문 내용을 전달장에 붙여 돌려 보내준다.
부모들이 유아가 전달한 내용과 비교하여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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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치원- 가정 연계활동 안내
가정과 연계활동을 하기 위해 이야기전달하기활동의 취지, 실시일정, 활동방법을 소
개한 안내문을 가정통신문으로 전달하였다. 또한 그림책 선정을 위해 그림책 목록표를
함께 보내어 가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림책을 조사하였다(부록).
(8) 통제 집단의 처치
통제집단은 실험집단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그림책을 교사가 대집단으로 이야기를 들
려주고 언어영역에 제공하여 유아가 선택해서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라. 사후검사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한 후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사는 2013년 7월 15일
(월)부터 7월 19일(금)까지 5일 동안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 검사와 이야기 이
해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D. 자료 처리
본 연구에는 그림책 이야기 듣기를 통한 이야기전달활동이 유아의 듣기능력과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사전,
사후 증가분의 평균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처리는 SPSS/ for Window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결 과
A.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그림책 이야기 듣기를 통한 이야기 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야기전달하기 활동 실시에 따라 유아의 듣기능력발달은
사전 검사 시 실험집단의 평균은 4.75, 통제집단의 평균은 4.69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
검사 시에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6.75, 통제집단의 평균이 5.13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험
처치 효과에 의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사 점수를 뺀
유아의 듣기 능력 점수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42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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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
의 유아가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유아보다 듣기 능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표 8> 집단 간 유아의 듣기 능력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증가분 비교(N=32)
실험집단(n=16)

통제집단(n=16)

M

SD

M

SD

사전검사

4.75

.775

4.69

1.138

사후검사

6.75

.683

5.13

1.310

증가분

2.00

.966

.44

.629

듣기 능력

t

p

5.421***

.000

***p<.001

1.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듣기 능력인 하위요인 중 청각적 식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그림책 듣기를 통한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듣기 능력인 하위 요인 중 청각
적 식별 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집단 간 유아의 청각적 식별 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증가분 비교 (N=32)
실험집단(n=16)

통제집단(n=16)

(청각적 식별)

M

SD

M

SD

사전검사

1.63

.500

1.56

.512

사후검사

2.38

.500

1.81

.544

증가분

.75

.447

.25

.447

듣기능력

t

p

3.162**

.004

**p<.01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야기전달하기 활동 실시에 따라 유아의 듣기능력 유아의
지적 능력과의 하위요인 중 청각적 식별 능력은 사전 검사 시 실험집단의 평균은 1.63,
통제집단의 평균은 1.56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 검사 시에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2.38,
통제집단의 평균이 1.81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험처치 효과에 의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사 점수를 뺀 유아의 청각적 식별 능력 점수의 증가
분에 대한 t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162,

- 274 -

p<.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
의 유아가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유아보다 듣기 능력의 하
위요인인 청각적 식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듣기 능력인 하위요인 중 정보 확인능력에 미치는
영향
그림책 듣기를 통한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듣기 능력인 하위 요인 중 정보
확인 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집단 간 유아의 정보 확인 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증가분 비교(N=32)
실험집단(n=16)

통제집단(n=16)

(정보확인)

M

SD

M

SD

사전검사

1.56

.512

1.56

.512

사후검사

2.19

.403

1.69

.602

증가분

.63

.500

.13

.342

듣기능력

t

p

3.303

.003

**p<.01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야기전달하기 활동 실시에 따라 유아의 듣기능력의 하위
요인 중 정보 확인능력은 사전 검사 시 실험집단의 평균은 1.56, 통제집단의 평균은 1.56
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 검사 시에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2.19, 통제집단의 평균이 1.69
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험처치 효과에 의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사후검사 점수를 뺀 유아의 정보 확인 능력 점수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303, p<.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
단의 유아가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유아보다 듣기 능력의
하위요인인 정보 확인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3.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듣기 능력의 하위요인 중 내용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그림책 듣기를 통한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듣기 능력인 하위 요인 중 내용
이해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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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집단 간 유아의 내용 이해력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증가분 비교 (N=32)
실험집단(n=16)

통제집단(n=16)

(내용 이해력)

M

SD

M

SD

사전검사

1.56

.512

1.56

.512

사후검사

2.19

.403

1.63

.500

증가분

.63

.500

.06

.250

듣기 능력

t

p

4.025**

.001

**p<.01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야기전달하기 활동 실시에 따라 유아의 듣기능력의 하위
요인 중 내용 이해력은 사전 검사 시 실험집단의 평균은 1.56, 통제집단의 평균은 1.56
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 검사 시에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2.19, 통제집단의 평균이 1.63
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험처치 효과에 의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하여 사후검사 점수를 뺀 유아의 내용이해력 점수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한 결과 두 집
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025, p<.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
의 유아가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유아보다 듣기 능력에 하
위요인인 내용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B.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그림책 이야기를 듣기를 통한 이야기 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 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집단 간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증가분 비교 (N=32)
실험집단(n=16)

통제집단(n=16)

M

SD

M

SD

사전검사

10.81

.750

10.81

.750

사후검사

13.94

.998

10.94

.680

증가분

3.13

.806

.13

.500

이야기 이해력

t

p

12.649***

.000

***p<.001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야기전달하기 활동 실시에 따라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은 사
전 검사 시 실험집단의 평균은 10.81, 통제집단의 평균은 10.81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 검
사 시에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13.94, 통제집단의 평균이 10.94로 나타났다. 이에 실험처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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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의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사 점수를 뺀 유아의 이야
기 이해력 점수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2.649, p<.0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가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유아보다 이야기 이해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1.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 하위요인 중 듣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그림책 듣기를 통한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 하위 요인 중 듣기 이
해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집단 간 유아의 듣기이해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증가분 비교(N=32)
이야기이해력

실험집단(n=16)

통제집단(n=16)

(듣기 이해력)

M

SD

M

SD

사전검사

5.56

.512

5.50

.516

사후검사

7.25

.683

5.56

.512

증가분

1.69

.602

.06

.443

t

p

8.699

.000

***p<.001

표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야기전달하기 활동 실시에 따라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의 하
위요인 중 듣기 이해력은 사전 검사 시 실험집단의 평균은 5.56 통제집단의 평균은 5.12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 검사 시에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7.25, 통제집단의 평균이 5.56으로 나타
났다. 이에 실험처치 효과에 의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검사
점수를 뺀 유아의 듣기 이해력 점수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8.699, p<.0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
아가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유아보다 이야기 이해력의 하위요인
인 듣기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인 하위요인 중 다시 말하기 이해력에 미치
는 영향
그림책 듣기를 통한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인 하위 요인 중 다시
말하기 이해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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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집단 간 유아의 다시 말하기 이해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증가분 비교(N=32)
이야기이해력

실험집단(n=16)

통제집단(n=16)

이해력)

M

SD

M

SD

사전검사

5.25

.447

5.31

.479

사후검사

6.69

.704

5.38

.500

증가분

1.44

.512

.06

.250

(다시 말하기

t

p

9.648

.000

***p<.001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야기전달하기 활동 실시에 따라 유아의 이야기이해력의 하위
요인 중 다시 말하기 이해력은 사전 검사 시 실험집단의 평균은 5.25, 통제집단의 평균은
5.31로 나타났다. 또한 사후 검사 시에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6.69, 통제집단의 평균이 5.38로
나타났다. 이에 실험처치 효과에 의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
검사 점수를 뺀 유아의 다시 말하기 이해력 점수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9.648, p<.00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가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유아보다 이야기 이해력의 하위요
인인 다시 말하기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듣기 능력과 이야기 이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듣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과,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듣기 능력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Tidyman과 Butterfield(1959)가 효율적인 듣기는 배워질 수 있다고 말하며
듣기 능력의 지도가능성에 대한 연구들(Hollow, 1955; Irwin, 1952; 교육부, 1994, 재인용)은
듣기능력이 교육에 의해 향상되며 듣기 교육에 대한 경험 또한 듣기 능력을 발달시킨다는
의견에 부합될 수 있다. Burns(1988)은 유아가 선천적으로 좋은 청각적 예민성을 가지고 있
지만 청각적 지각, 구별능력은 낮기 때문에 5~6세까지 이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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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 한다는 주장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효과적 듣기를 위해 능숙한 청자가 활용
하는 듣기 기술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Children, 1970; Brown, 1994; Petty & Jensen, 1980;
Rubin, 1990; 이차숙, 2004, 재인용)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림책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에게 능숙한 청자
가 되기 위한 듣기 기술의 요소를 지도하였다. 듣기 기술 요소는 세부내용 정확하게 기억하
기, 이야기 내용 듣고 중심생각 찾아내기, 이야기 듣고 다음 내용 예견하기 등으로 그림책이
야기를 들려줄 때 강조하여 지도하였다. 이것은 듣기 능력의 세 하위 요인인 청각적 식별
능력, 정보 확인 능력, 내용 이해력과 듣기 기술이 서로 관련되어 실험집단 유아들이 통제집
단 유아들보다 듣기 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듣기 경험
활동인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듣기 능력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며 효율적인 듣기
경험이 듣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부합할 수 있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유아들에게 동일하게 그림책을 들려주었지만 실험집단은 듣기 기술을 적용한 그림책이야
기 듣기를 통해 청각 정보를 정확히 하고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서 듣기 능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에서 듣기 자료로 활용한 그림책이 듣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현실이야기, 흥미로운 그림책을 자신의
배경지식과 연관 지어 특별한 의미로 이해하고 활발히 경청하게 되며(이경화, 1995; 이연섭,
강문희, 1997; Salinger, 1996), 듣기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견해에 부합한다. 또
한 배경경험이 풍부한 유아는 다양한 의미와 개념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듣기의 내용이 배경
경험과 비슷하다면 들은 것에 대한 이해는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Haris& Smith, 1980)
는 주장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점을 살펴보면 유아들에게 들려준 그림책의 내용이 유아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림책이었을 때 좀 더 이야기전달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잘 전달되고 전
달한 내용의 시작, 중간, 끝마무리가 잘 나타나는 경우를 보였다. 이는 그림책의 이야기가
유아들의 배경적 지식이나 사전 경험과 관련된 것일때 유아들은 흥미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듣기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듣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통제집단의 유아들보다 듣기 능력에
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것은 듣기 과정의 단계에서도 부합점을 찾아볼 수 있다. 전은주
(2001)는 정보 확인하기(지각하기, 주의집중하기)가 된 후에 이해하기, 평가하기, 감상하기가
선택적으로 일어나고, 그 후에 적극적 듣기 활동인 반응하기 단계로 의미 있는 듣기 과정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의 경험은 유아가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확
인하고 이해한 후 적극적인 듣기 차원에 다시 말하기인 반응하기로 나타나는 의미 있는 듣
기 과정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은 의미있는 듣기 과정의 단계적 활동
으로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듣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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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듣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듣기 능력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듣기 능력의 하위요인인 청각적 식별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가를 알아본 결과,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경험한 실험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실험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는 이야기전달하기활동이
청각적 식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야기책
듣기가 내용이해, 해독능력, 이해력 등 언어전반에 도움을 준다는 Fitelson(1986)의 연구와
듣기는 음의 상징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이를 이해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청각적 지각력, 청
각적 순서 배열 능력이 요구된다(김옥련, 이원영, 주영희, 이태영, 권광자, 노영희, 1996)는
주장에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듣기 기술을 적용하여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기
억했다 말하는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의 경험을 통하여 원문을 듣고 정확하게 구별하는 청각
적 식별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듣기 능력의 하위요인인 정보 확인 능력과 내용 이해력에서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본 결과,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경험한 실험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실험집단 간에 각 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는
이야기전달하기활동이 정보 확인 능력과 내용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책을 읽어 준 후 유아로 하여금 다시 말해본
결과 유아가 구성한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과 유사하게 되었다는 Lartz와 Mason(1988)의 연
구결과에 부합되며, 이야기책을 듣고 다시 말해보는 경험이 유아의 이야기 구조감을 향상시
킨다는 Morrow(1985)의 결과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Cliatt와 Shaw(1988)의 연구에서
성인이 자주 이야기를 읽어주거나 들려줌으로써 유아는 듣기 기술을 발달시키며, 그들이 들
은 이야기에 관해 생각해 보고 이야기해 봄으로써 논리적 사고, 인과 관계 또는 계열성에
관한 지식도 습득할 수 있게 된다는 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것은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의 경험에서 유아들이 부모에게 이야기의 순서를 기억하여 말
해보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이야기 정보를 통합하는 정보 확인 능력이 향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이야기의 줄거리와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특성에 대한 묘사, 이야기의 배경,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이야기의 계열성을 더 잘 알고 이야기
의 구조을 파악하는 내용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의 전달내용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유아들 대부분이 이야기의 시작에
서는 바로 사건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며 원문과 비슷하게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야기 중심 부분에서는 등장인물이나 이야기 내용이 조금 바뀌
거나, 내용을 덧붙이거나 빠뜨리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또 이야기 내용을 단순화 시키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야기의 사건이나 진행 순서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이야기의 결말 부
분에서는 거의 원문의 내용과 같은 결과로 마무리 지어 이야기를 전달하는 유아들이 대부분

- 280 -

이었다. 그러나 활동이 점차 진행되어 가면서 이야기 내용의 정보가 통합되며 계열성과 구
조를 가지고 전달되는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듣기
능력의 하위요인인 정보 확인 능력과 내용 이해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결
과,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이
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영자(1992)는 유치원에서 교사가 유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여 자연스럽게 말하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야기를 감상
한 후 이야기 속의 주인공과 주인공의 행동 유발의 계기가 되는 사건 및 주인공의 내적 반
응, 시도, 결과 등과 관련한 유아의 이해 정도 또는 느낌을 알아보는 활동을 하거나 이야기
를 듣고 다시 해보는 활동은 이야기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
다. 또한 유아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이나 순서, 인과 관계 등을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기억하여 표현해보는 과정을 통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이 향상된다(조성라, 1998; 하양승:
1994; 황정임, 1999)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이것은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의 경험을 통해 유
아들이 그림책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고 이야기 순
서, 인과 관계 등을 이해하여 다시 말해봄으로써 이야기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이야기 이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야기 이해력의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이야기 이해력의 하위요인인 듣기 이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본 결과,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경험한 실험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실험집단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이야기전달하기활동이
듣기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에서 그림책 이야기를 반복하여 들려주고 들은 이야기를 다시 전달
해보는 경험을 통하여 들은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이해하게 하는 듣기 이해력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단어와 문맥을 이해할 수 있
는 능력, 사건의 순서를 배열할 수 있는 능력, 이야기를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된다
(Bonitatibus, 1996)는 주장과 Wood(1994)가 그림 이야기책을 읽어주면 유아들은 자동적으로
소리를 변별하기도 하고, 듣기 이해력을 향상시키며 또 추리와 결과에 대한 가설 설정을 하
게 된다는 의견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또 임영심(1994)은 잘 짜여진 이야기를 유아들
에게 들려주었을 때 이야기 쉐마가 발달하게 되어 이야기의 회상 능력 및 이해 능력이 증진
한다는 주장에서 부합되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이야기 이해력의 하위요인인 다시 말하기 이해력에 어떠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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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가를 알아본 결과,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을 경험한 실험 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실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다시 말하기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유아들이 이야기 듣고 다시 해보기 활동을 통해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여
회상한 내용을 내적으로 재구성한다는 Morrow(1985)의 연구 결과에서 부합점을 찾을 수 있
다. 이야기 듣고 다시 말하는 활동이 이야기 속의 사건을 회상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며
어휘가 늘고, 문장을 만들고 사건을 진술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적절히 큰소리와 분명한 소리로 말할 수 있는 능력, 자기 의식적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김민정(1995)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연구과정 활동의 초반에 유아들은 그림책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 이러한 형
태를 나타내었다.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이나 순서, 인과 관계의 이해를 돕고자 사실적, 추
론적, 종합적 이해의 측면에서 교사가 발문하였을 때 유아들은 처음에 단순히 이야기에 나
왔던 여러 가지를 나열하거나 나온 이름을 단순히 명명하였다. 또는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에
행동을 짧게 순서화 하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서로 간의 연계성이 되지 못하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험의 후반에서는 유아들의 이야기가 단순히 나열되는 구조의 이야기가 아닌
나온 주인공과 다른 등장인물들을 서로 관계 지어 이야기의 계열성을 가지며 말하고 이야기
의 끝부분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마무리하며 이야기를 끝맺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이야기
전달하기 활동이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고 구조화하여 말해보는 다시 말하기 이해
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은 유아들이 수동적 청자가 아닌 능동적
이고 적극적인 청자로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여 말해보는 활동과정으로써 유아의 듣기 능
력과 이야기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수활동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이야기전달하기 활동이 유아의
듣기 능력과 이야기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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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tory retelling to parents for
young children's listening ability and
story comprehension ability

Sim, Jung-L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effects of story retelling to parents for
young children's listening ability and story comprehension ability.
The participants were 32 young children, age of 5, in two different classes of two public
kindergarten located in Siheung-si, Gyeonggi-do. The experimental group are composed of
16 young children, age of 5(7 boys, 9 girls), in the Kindergarten located in Elementary
School “G”. The control group are made up of 16 young children, age of 5(8 boys, 8
girls), in the Kindergarten located in Elementary School “D”.
As for a research tool, this study used listening test tool developed by Nam-Mi, Jeong
by referring “SVT : Sentence Verification Teachting” concepted by Royre(1979) and
evaluated by Yoon-Young, Choi. To measure young children's story comprehension ability,
this study utilized dynamic assesment tool devised by Kyoung-Chul, Kim & Mi-Young,
Kim, which has two sub-categories as repeated speaking & listening comprehension ability.
To identify the effects of listening and story comprehension abilities of young children,
this study calculated pre & post test results of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In addition to this data, T-test on increment was
utilized to ensure the data by subtracting the pre-test scores from post-test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Story retelling to parents using listening picture books lead t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young children's listening ability and story comprehension ability (p<.001). It
suggests the story retelling to parents using listen picture book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young children's listening ability and story comprehens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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