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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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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만 5세
유아의 창의성 (척도별 창의성과 영역별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 검사도구는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 실험집단은 본 연구
자가 개발한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12주간 실시하였으며 비
교집단은 동일한 조건으로 각각 구연동화 들려주기 활동과 책읽어주기 활동을 실시하였
다 . 연구결과 유아의 척도별 창의성인 유창성 , 융통성 , 독창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으나 상상력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또한 , 영역별 창의
성에서는 신체 창의성과 도형 창의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 언어 창의성
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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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창의성은 21세기 정보화·세계화가 주창되는 국경 없는 경쟁시대를 맞이한 오늘날의 상황
에서 국가경쟁력을 증대시켜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등장한지 오래
이며 점차 그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개방화된 엄청난 변화의 시대로 사회가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되면서 기능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개성을 중시하고 능동적
인 사고와 성취의식을 지닌 창의성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학교교육 및 일반 산업 장면 그 어디에서도 창의성 계발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창의성은 이제 이 시대의 화두(話頭)가 되었다(최인수, 2000). 한
때는 창의성을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닌 능력이며 창의성보다는 지능과 성취력이 높은 사람
이 더 유능하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며 창의성은 유전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입장도
있었다(조성연, 1985).
Torrance(1981)에 의하면 창의력1)은 특히 유아기에 신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
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서 성장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기 아동들에게 창의성 계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Meeker(1978)는 되도록 어린 시기에 창의성을 교육시키는 일
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은 제 5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언급되어 인지영역에 나타나
게 되었고 1998년 고시된 우리나라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을 인간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전 영역에 걸쳐 창
의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 창의적 표현의 기회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강조되어 오고
있다(교육부, 1998). 특히, 탐구생활영역에서는 창의적 탐구내용을 두어 유아들의 창의적 사
고과정을 강조함으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유아교육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
또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미래
의 주역인 유아들에게 창의성 교육은 절실히 필요하며, 또 이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질적 프로그램이 요구된다고 본다(강성화, 이정화, 2001). Cullinan(1992)은 유아의 창의성을
계발시키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 중 문학적 접근을 중시하고 있다. 한정희(1999)는 동화는
유아의 창의적 사고력, 언어, 정서 등의 전 발달영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유아의 전
인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며 유아교육에서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아들
1) 창의력(Creativity ability) 창의성과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창의력은 창의적인 능력으로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등을 의미한다. 창의성은 창의적 과정과 산출물로 유도하는 창의자의 성격과
환경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전경원저「창의학」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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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를 내면화하고 문제해결의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단지 동화를 듣고,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정교화, 그리고 창의성지도로써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은식·김기창(1998)은 동화는 유아들에게 상상력을 길러주고, 경험을 확산시켜 풍
부하게 해주며, 사고력 및 창의력을 길러주고, 동화를 듣는 즐거움 속에서 세상을 잘 이해하
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자기를 잘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독서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갖게
하며, 언어능력·심미적 감상력을 기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며 유아에게 동화를 지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동화는 인간의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유아들은 자
신들이 접하는 동화의 주인공과 스스로를 동일시하게 된다. 즉 유아들은 주인공의 사고방식
이나 감정에 공감하며 때로는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 상황에 대
해 이해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운 해결방법을 탐색하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화는 유아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며, 유아의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며, 그들의 상
상력, 창의력, 사고력 등을 자극하여 인지, 언어 등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주어 그들의 인성
및 지적발달을 증진시킨다.
결론적으로, 유아문학이 유아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는데 좋은 자료인 것은 분명하다. 모든
학습이 그러하듯 우리는 이제 유아문학을 유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 나갈 것이냐가 주요 과
제이다. 아무리 좋은 자료일지라도 유아에게 적절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교육적 효과는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의 목표는 교수의 주체자인 교사와 학습의 주체자인 학습자 상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학습자의 자발적,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교수·학습방법을 찾는 것이 교사의 주된 관심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유아들의 창
의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 중심적인 교수 전략에서 유아 중심적인 교수 전략으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아에게 흥미 있는 활동은 의미 있는 것이다. 유아들에게 어떤 특정한 교과 중심에 의한
교육보다는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등의 발달영역이 상호 관련되어 효과적으로 긴밀하
게 상호 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것이다. 통
합적 접근이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여러 학문간 혹은 발달 영역간 그리고 활동간의
내용을 통합하여 교육적 경험을 갖게 하는 것으로 유아를 총체적인 방법으로 학습하는 능동
적 존재로 보고 유아가 분절된 내용보다는 통합적인 전체적 경험으로써 더 잘 학습 한다고
본다(Decker & Decker, 1977).
교육에 있어서 문학을 중요시 하는 입장은 1970년대부터 교사, 언어학자, 심리학자를 중심
으로 강조되어 왔으며(Cullinan, 1992), 최근 문학을 중심으로 많은 관심들이 모아 지고 있다
(김정규·정남미·한애향, 2000).
Cullinan(1992)은 동화에는 유아로 하여금 확산적 사고를 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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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동화를 통해 유아의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Bettleheim(1977)도 유아들이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사고방식이나 감정에 공감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 주제
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새롭고 다양한 해결방법을
탐색하는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풍부한 사고와 다양한 사고를 증진시키게 된다고 주장한다.
Osborn(1963)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상력 때문이라고 강조하
고 있다. Siverstein(1977)도 상상력을 창의성의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창의성을 발휘
하게 하는 중요한 사고 능력의 하나라고 보았다.
김경순(1998)에 의하면 유아의 기억력과 이해력 부분에서 구연으로 들려주는 것이 VTR동
화를 들려주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이춘희(1997)는 동화낭독과 구연의
방법으로 동화구조개념 이해수준을 측정한 결과 구연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구연동화와 유아의 기억력·이해력 등간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것에 비하여(김정란, 2000), 구연동화와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다. 특히, 구연동화
를 활용한 통합교육활동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최
근 들어 동화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개입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통합적 동화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향
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배해원, 2000), 동화를 듣고 제목을 바꾸어 보는 활동,
이야기 내용을 기억해 보는 활동, 감정 그리기 활동 등이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 시키는데
효과를 나타내었다는 연구(한정희, 1999) 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유아들의 창의성 증진에 가장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상황 속에서 활
동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을 통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
육 프로그램이 유아들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볼 뿐만 아니라 구연동화활동이 창의
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 상상력 신장에 효과적인가?
연구문제 2.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의 언어 창의성, 도형
창의성, 신체 창의성 신장에 효과적인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유창성, 융통성, 독
창성, 상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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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 2.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 창의성, 도형
창의성, 신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H유치원 만 5세 유아 48명(각 학급당 1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류층 가정의 자녀들로 구성하였으며,

각각

책읽어주기 집단, 구연동화 집단, 구연동화 활용 통합교육 집단에 각각 16명씩 무선 배정하
였다.
<표 Ⅱ- 1> 연구대상 유아의 사례수 및 평균연령
집단

사례수

평균연령

책읽어주기
구연동화
구연동화통합활동

16
16
16

76개월
78개월
77개월

계

48

77개월

2 .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만 4세～6세용 유아 종합 창의성 검
사 (K-CCTYC)를 사용하였다. 이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는 언어·도형·신체 영역에서의 창
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총 4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신체적인 창의성은 동물 상
상하기와 색다른 나무치기로 구성되었고, 언어와 도형은 각각 1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유아용 종합 창의성 검사는 우리나라 유아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이
검사도구의 측정요인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이며 빨간색연상하기, 도형 완성하기,
동물 상상하기, 색다른 나무치기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방식은 채점기준표에 의해 점수를 부여 하였으며 각 응답별로 1점을 주었으며 단, 상
상력에 있어서는 유아가 반응한 정도에 따라 0점-3점으로 차이를 두어 채점을 하였다. 이 검
사의 검사-재검사간 신뢰도 계수는 .67이었고, 척도별로는 유창성이 .67, 융통성이 .68, 독창
성이 .52, 상상력이 .43이었고, 영역별로는 언어가 .56, 도형이 .66, 신체는 .49로 나타났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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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간의 총점의 신뢰도 계수는 .98～.99로 나타났다. 공인 타당도는 27문항의 유아용 간편
창의성 체크리스트 (내적 합치도 .86)를 실시하여 두 검사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상관
의 평균은 .65로 나타났다. 구인 타당도는 .68이상에서 .96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연구기간은 2002년 8월12일
부터 16일까지 1주간의 사전검사(동질성 검사), 12주간의 실험처치와 1주간의 사후검사로 총
14주가 소요되었다.
1) 교사훈련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의해 실험처치가 진행되었으며 실험처치이전에 보조교사를 대상
으로 교육방법에 대한 교사교육이 실시되었다. 구연동화를 활용한 통합교육집단에 담당하게
될 보조교사는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에 대한 이론 및 지도방법을 익히기 위하
여 구연동화에 사전지식이 있는 교사를 2002년 7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매주 월요
일마다 2시간씩 5주에 걸쳐 10시간의 교육을 본 연구자가 실시할 프로그램 훈련을 실시하였
으며, 구연동화집단과 책읽어주기 집단도 동일한 시기에 교육을 실시하였다.
2) 사전검사
2002년 8월12일부터 16일까지 창의성 검사(K-CCTYC)를 4일간 유아가 피로하지 않은 오전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검사 장소는 교실 옆의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사전검사는 세 개 집단 공히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창의성 검사는 개인 혹은 소집단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하위 검사가 끝날 때마다 충분한 언어적 보상을 주어 유아에게 자신감을
주고 또 다음 과제에의 동기 유발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검사지를 보고 검사자의 질문에 유
아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한 유아 당 평균 30분～40분 정도였다.
사전검사의 창의성 검사는 < 표 Ⅱ-2> 와 같이 시행되었다.
<표 Ⅱ- 2> 사전검사에 제시될 창의성 검사 일정표
시행일

검사번호

검사 활동명

검사유형

8월12일
8월13일

검사 1
검사 2

빨간색 연상하기
도형 완성하기

소그룹(3～4명)
소그룹(3～4명)

8월14일
8월16일

검사 3
검사 4

동물 상상하기
색다른 나무치기

개별
개별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77

3) 실험절차 및 처치
본 연구에 사용된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오영희?양승지(2001), 노
치현·박인숙(1991)이 연구를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구성한 뒤 유아교육 전문가
3인에게 검토 받은 후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전문가 3인에게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아 개발
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은 세 집단 동일하게 2002년 8월 19일에서 11월 8일까지 12주 동안 일주일
에 3회씩 총 36회를 실시하였으며 1회 소요시간은 30˜40분이었다.
본 연구 대상 유아는 각각 16명씩 집단별로 무선 배정하였으며 각 집단별 실험처치는 아
래와 같다.
책읽어주기 집단은 각 주에 선정된 동화를 그림동화책으로 읽어주고, 내용이해, 내용기억,
이야기 순서 개념 등 상호작용 활동을 하였다. 구연동화 집단은 각 주에 선정된 동화를 교
사가 구연동화로 들려주고, 이야기이해, 내용기억, 이야기 다시 말해 보기 등 상호작용활동
을 하였다. 구연동화 통합교육 집단은 각 주에 선정된 구연동화를 듣고 동화를 통하여 언어,
사회, 과학, 수학, 미술, 음률, 신체, 게임, 극 놀이 등 모든 영역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였으며
미적, 창의적, 탐구, 논리, 도덕, 자아개념, 문제해결력 등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시행 하였다.
각각의 집단에 사용된 구연동화 제목과 활동내용은 < 표 Ⅱ-3> 에 제시하였으며, 구연동화
활용 창의적 통합교육 활동 교육내용은 < 표 Ⅱ-4 > 에 제시하였다.
<표 Ⅱ- 3 > 집단별 활동내용
활
날짜

1 8.19-8.22

2 8.26-8.29

3

4

제목

구연동화통합활동

동

내

용

구연동화

책읽어주기

토끼와
거북이

구연동화를 듣고 주인공에게 토끼와 거북이 동화를 구연 토끼와 거북이 동화를 책으
편지쓰기, 신체표현등을 통 동화로 듣고 동화내용에 대 로 읽어주고 동화내용에 대
하여 창의성 증진을 돕는다. 해 상호작용을 접근시켰다. 해 상호작용을 접근시켰다.

흥부와
놀부

구연동화를 듣고 탐구활동 흥부와 놀부의 동화를 구연
및도형완성하기등을 통하여 동화로 듣고 동화의 이해,
도형,융통성을 돕는다.
기억에 대한 상호작용을 하
였다.

흥부와 놀부의 동화를 책으
로 읽어주고 동화의 이해,
기억에 대한 상호작용을 하
였다

구연동화를 듣고 상상하기 파란부채와 빨간부채를 구 파란부채와 빨간부채를 책으
9.2-9.5 파란부채와 및 동화 완성하기를 통하여 연동화로 듣고 이야기 다시 로 읽어주고 이야기 다시 말
빨간부채
창의성 증진을 돕는다.
말해보기의 활동을 하였다. 해보기의 활동을 하였다.
구연동화를 듣고 동화회상 도깨비 감투의 구연동화로 도깨비 감투의 동화를 책으
하기 및 뒷 이야기 꾸미기 듣고 동화를 기억했는지 다 로 읽어주고 동화를 기억했
9.9-9.12 도깨비감투 를 통하여 창의성을 증진한 시 되물어보는 활동을 하였 는지 다시 되물어보는 활동
다.

다.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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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3> 계 속
날짜

제목

활
구연동화통합활동

동

내

용

구연동화

책읽어주기

구연동화를 듣고 문제해결
떼굴떼굴 하기및동극소품만들기를 통
5 9.16-9.19 굴러가는
하여 융통성 및 동창성을
빵
돕는다.

떼굴떼굴 굴러가는 빵의 동
화를 구연동화로 듣고 동화
내용에 내한 상호작용을 하
였다.

떼굴떼굴 굴러가는 빵의 동
화를 책으로 읽어주고 동화
내용에 내한 상호작용을 하
였다

6 9.23-9.26

소가 된
게으름
뱅이

구연동화를 듣고 새로운질
문만들기 및 뒷이야기꾸미
기등을 통하여 독창성 및
상상력증진을 돕는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동화를
구연동화로 듣고 동화내용
기억, 다시말해보기등의 활
동을 하였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동화를
책으로 읽어주고동화내용기
억, 다시말해보기등의 활동
을 하였다.

7 9.30-10.3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구연동화를 듣고 제목바꾸
기및상상하기를 통하여 독
창성 및 유창성,융통성증진
을 돕는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동화를
구연동화로 들려주고 내용
기억 ,내용이해등의상호작
용을 하였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동화를
책을 통하여 읽어주고 내용
기억 ,내용이해 등의상호작
용을 하였다.

동극및흉내내보기등을 통하 청개구리의 울음 동화를 구
청개구리 여 동작 및 언어창의성증진 연동화로 들려주고 동화내
8 10.7-10.10
용을 이해했는지 상호작용
의 울음 을 돕는다.
을 하였다.

청개구리의 울음 동화를 책
으로 읽어주고 동화내용을
이해했는지 상호작용을 하였
다.

내 귀는
9 10.14-10.17
짝짝이

구연동화를 듣고 조사하기
및 편지쓰기 등을 통하여
유창성,상상력,독창성증진을
돕는다.

내 귀는 짝짝이 내용의 동
화를 구연동화로 들려주고
내용이해에 대한 상호작용
을 실시하였다.

내 귀는 짝짝이 내용의 동화
를 책으로 읽어주고 내용이
해에 대한 상호작용을 실시
하였다.

다섯
손가락

구연동화를 듣고 예측하기
및 회상하기 등을 통하여
상상력 및 독창성등의 창의
성 증진을 돕는다.

다섯 손가락 동화를 들려주
고 동화를 기억했는지 동화
다시말해보기 활동등 상호
작용을 실시 하였다.

.다섯 손가락 동화를 책으로
읽어주고 동화를 기억했는지
동화다시말해보기 활동등 상
호작용을 실시 하였다

구연동화를 듣고 새 동화만
들기 및 동물체조등의 활동
을 통하여 신체 및 상상력,
독창성 증진을 돕는다.

코끼리˜길까요? 동화를 구
연동화로 들려주고 노래동
화를 함께 불러 보는 활동
을 하였다.

코끼리 ～길까요? 동화를 책
으로 읽어주고 노래동화를
함께 불러 보는 활동을 하였
다.

구연동화를 듣고 갖고싶은
것 그리기 및 목소리 구연
해보기 등을 통하여 상상력,
유창성 등의 창의성을 증진
한다.

은혜모르는 늑대를 구연동
화로 들려주고 동화내용을
기억했는지 다시 말해보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은혜모르는 늑대를 책으로
읽어주고 동화내용을 기억했
는지 다시 말해보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10 10.21-10.24

코끼리
11 10.28-10.31 코는 왜
길까요?

12 11.4-11.7

은혜
모르는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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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 구연동화 활용 창의적 통합교육활동의 교육내용
실시일

교육방법

활

동

내

용

준비물

<동화듣기 전 활동>
1. 동화를 들려주기 전에 예측을 해본다.(그림자료 제시)
- 코끼리의 코는 왜 길까?
2. 유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 구연동화로 코끼리의 코는 왜 길까? 라는
동화를 들려준다. (동화 들려주기 활동)

구연동화
코끼리
그림자료

활동지
쓰기도구

기억

1. 아기코끼리가 만난 동물은 누구였는지 이야기 나눈다.(기억)
-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했었니?
- 처음에 아기코끼리가 만난 동물은 누구였을까?
- 아기 코끼리가 뭐라고 물어봤을까?
- 네가 기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라고 했을까?
-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니?
- 어떻게 이야기가 끝났니?
- 이야기를 요약하여 이야기지도를 만들도록 한다(활동지 활용).

활동지
쓰기도구

언어

1. 만약 내 코가 길어진다면 ... 어떻게 사용할지 창의적으로 생각을 표현해
본다.(상상력)
- 동화에서 아기 코끼리는 긴 코를 어떻게 사용했니?(기억)
- 책 속의 주인공이 너라면 긴 코를 어떻게 이용하겠니?(상상력)
- 상상한 것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게 한다(표현하기).
- 유아들이 한 활동지를 벽면에 전시해 준다(감상하기).
2. 새로 등장인물을 넣어 다양한 동물의 특징을 찾는 궁금증 동화를 지어
본다(새동화 만들기).
- 새 동화에는 어떤 동물을 등장시키고 싶니? (독창성)
- 새 등장인물에게 아기코끼리는 어떤 궁금증을 가질까? (상상력)
3. 새 등장인물을 넣어 동화의 이야기를 이어 나간다(독창성).
4. 각 장면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여 동화를 완성해 본다(독창성·상상력).
5. 책표지를 완성한다.

수

1. 아기코끼리의 코는 어떠한 방법으로 재었으면 좋겠니?(유창성·융통성)
- 유아들과 다양하게 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 후 긴 물건을
재어본다.
-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유창성).

활동지
쓰기도구

예측하기

10월28일
월요일

10월30일
수요일

신체
(음률)

작업

1. 동물에 맞게 동물흉내를 내어본다(상상력).
2. 동극을 통해 아기 코끼리의 호기심에 따라 가본다(융통성).

노래테잎

3, 코끼리의 코는 왜 길까? 를 부르며 신체로 표현하게 한다.
1. 아기코끼리의 몸 피부를 스폰지로 표현해 본다(독창성).
- 비디오 또는 책을 이용하여 아기코끼리의 몸 피부를 관찰해 본다.
- 코끼리의 피부색은 무슨 색이니? - 피부는 어떻게 생겼니?

활동지
물감접시
스폰지

- 스폰지로 찍기, 스폰지로 문지르기 등등 유아들이 표현하도록 한다.
2. 벽면에 전시한다(감상하기).

코끼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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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 계 속
실시일

교육방법

활

동

내

용

1. 코끼리에 대한 사전 지식을 알아본다.
10월31일
목요일

과학

준비물
정보자료책

- 코끼리를 본 적이 있니 - 어디에서 봤었니?

활동지

- 소리는 어땠을까?

쓰기도구

2. 코끼리 신체의 각 부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방법을 토의한다(유창성).

호기심메달

3. 새로 알게 된 것을 그림·글로 기록해 본다.
동극

1. 동화에 나왔던 동물가면을 만들어 본다.

활동지

2. 동극을 해 본다.

쓰기도구

4) 사후검사
실험처치가 끝난 후 책읽어주기 집단, 구연동화 집단, 구연동화 활용 통합교육 집단 모두
에게 창의성 검사를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2002년 11월11일부터 11월15일까지 사후검
사를 실시하였다.
4 .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책읽어주기 집단, 구연동화집단, 구연동화를 활용한 통합교육집단간 사전검
사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에서 산출된 검사점수를 대상으로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여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가설검증을 위하여책읽어주기 집
단, 구연동화집단, 구연동화를 활용한 통합교육집단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
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자료는 SPSS Window용(ver. 10.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의의도 수준은
.05수준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후검증 기법으로는 Scheffe 검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목적은 책읽어주기 집단, 구연동화집단, 구연동화를 활용한 통합 교육 집단간의
창의성 점수(척도별?영역별)에 차이가 있는 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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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집단간 동질성 검증
세 집단의 유아가 처치 이전에 창의성에 있어 동질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점수
를 대상으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집단 유아들의 척도별 창의성에 관한 동질성 검사 결과는 < 표 Ⅲ-1> 과 같다.

〈표 Ⅲ- 1〉 집단간 척도별 창의성 사전검사 비교

구 분

책읽어주기
(N= 16)

구연동화
(N= 16)

구연동화통합활동
(N= 16)

F

p

M

SD

M

SD

M

SD

유창성

40.81

2.95

40.88

2.42

40.94

2.32

.009

.991

융통성

44.13

3.59

44.75

3.80

44.69

3.77

.137

.873

독창성

45.25

4.42

46.19

5.15

47.94

5.28

1.207

.309

상상력

43.00

8.55

47.94

9.64

49.69

11.20

1.981

.150
p> .05

< 표 Ⅲ-1> 의 결과를 보면 척도별 창의성 점수에서는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처치 전 구연동화를 활용한 통합교육집단과 구연동화집
단, 책읽어주기 집단 간은 척도별 창의성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검증되었다.
세 집단 유아들의 영역별 창의성 관한 동질성 검사 결과는 < 표 Ⅲ-2> 와 같다.
< 표 Ⅲ-2> 의 결과를 보면 영역별 창의성 점수에서는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처치 전 구연동화를 활용한 통합교육집단과 구연동화집
단, 책읽어주기 집단 간은 영역별 창의성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이 검증되었다.

〈표 Ⅲ- 2〉 집단간 영역별 창의성 사전검사 비교
구 분

책읽어주기
(N= 16)

구연동화
(N= 16)

구연동화통합활동
(N= 16)

F

p

M

SD

M

SD

M

SD

언어창의성

45.94

4.70

44.38

5.97

43.00

3.54

1.477

.239

도형창의성

44.75

4.96

44.50

3.67

45.63

3.03

.354

.704

신체창의성

38.75

5.15

41.94

4.64

41.50

5.15

2.235

.119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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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척도별 창의성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결과
세 집단 유아들의 척도별 창의성에 관한 사후검사 결과는 < 표 Ⅲ-3> 과 같다.
<표 Ⅲ- 3〉 집단간 척도별 창의성 사후검사 비교
구 분

책읽어주기
(N= 16)

구연동화
(N= 16)

구연동화통합활동
(N= 16)

F

p

M

SD

M

SD

M

SD

유창성

42.38

3.16

42.50

3.01

48.13

6.28

8.850

.001*

융통성

46.81

3.12

45.38

3.65

48.69

4.08

3.335

.045*

독창성

47.69

4.35

48.13

3.54

54.00

4.76

11.029

.000*

상상력

50.38

6.42

51.44

7.41

56.00

6.44

3.116

.054
*p< .05

집단간 척도별 창의성에 있어서 세 집단간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
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창성[F(2, 45)= 8.805, p = .001], 융통성[F(2, 45)=
3.335, p = .045], 독창성[F(2, 45)= 11.029, p = .000]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
나 상상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2, 45)= 3.116. p = .054].
구체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유형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척도별 창의성 각각에
있어서 사후검증으로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각 척도별 점수의 사후검증 결과는 < 표 Ⅲ-4 > , < 표 Ⅲ-5> , < 표 Ⅲ-6> 과 같다.
< 표 Ⅲ-4 > 유창성 점수의 Scheffe검증 결과를 볼 때 책읽어주기 집단과 구연동화집단 사이
에는 의의 있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책읽어주기 집단과 구연동화통합교육
집단 사이에는 의의 있는 차이가 있으며 구연동화집단과 구연동화통합교육집단 사이에도 의
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 사후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책읽어주기 집
단과 구연동화집단에 비해서 구연동화통합교육활동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Ⅲ- 4 > 유창성 점수의 S c he f f e검증 결과

책읽기
구연동화
구연동화통합활동

책읽기

구연동화

구연동화통합활동

-

.997
-

.003*
.003*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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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 5 > 융통성 점수의 S c he f f e검증 결과
책읽기

구연동화

구연동화통합활동

-

.540
-

.354
.045*
-

책읽기
구연동화
구연동화통합활동

*p < .05

<표 Ⅲ- 6> 독창성 점수의 Scheff e검증 결과

책읽기
구연동화
구연동화통합활동

책읽기

구연동화

구연동화통합활동

-

.958
-

.001*
.045*
*p < .05

< 표 Ⅲ-5> 융통성 점수의 Scheffe검증 결과를 볼 때 책읽어주기 집단과 구연동화집단, 책읽
어주기 집단과 구연동화통합교육집단 사이에는 의의 있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하
지만 구연동화집단과 구연동화통합교육집단간의 사이에는 의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위 사후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책읽어주기 집단과 구연동화집단에 비해서 구
연동화통합교육활동이 보다 효과적 인 것으로 해석된다.
< 표 Ⅲ-6> 독창성 점수의 Scheffe검증 결과를 볼 때 책읽어주기 집단과 구연동화집단 사이
에는 의의 있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책읽어주기 집단과 구연동화통합교육
집단 사이에는 의의 있는 차이가 있으며 구연동화집단과 구연동화통합교육집단 사이에도 의
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 사후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책읽어주기 집
단과 구연동화집단에 비해서 구연동화통합교육활동이 보다 효과적 인 것으로 해석된다.

3 . 영역별 창의성에 대한 프로그램 적용결과
세 집단 유아들의 영역별 창의성에 관한 사후검사 결과는 < 표 Ⅲ-7> 과 같다.
집단간 영역별 창의성에 있어서 세 집단간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
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형창의성[F(2, 45)= 8.341, p = .001], 신체창의성[F(2,
45)= 4.466, p = .017]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언어창의성에서는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2, 45)= .749, p = .478].
구체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유형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영역별 창의성 각각에
있어서 사후검증으로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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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집단 간 영역별 창의성 사후검사 비교
구

분

책읽어주기
(N= 16)

구연동화
(N= 16)

구연동화통합활동
(N= 16)

F

p

M

SD

M

SD

M

SD

언어창의성

43.50

4.13

44.19

6.01

45.81

6.09

.749

.478

도형창의성

49.75

5.56

47.56

4.13

56.81

9.30

8.341

.001*

신체창의성

42.44

4.44

43.44

3.18

47.06

5.81

4.456

.017*
*p< .05

<표 Ⅲ- 8> 도형 창의성 점수의 Schef f e검증 결과

책읽기
구연동화
구연동화통합활동

책읽기

구연동화

구연동화통합활동

-

.655
-

.017*
.001**
*p< .05

<표 Ⅲ- 9> 신체 창의성 점수의 Schef f e검증 결과

책읽기
구연동화
구연동화통합활동

책읽기

구연동화

구연동화통합활동

-

.829
-

.024
.095*
*p< .05

각 영역별 점수의 사후검증 결과는 < 표 Ⅲ-8> , < 표 Ⅲ-9 > 과 같다.
< 표 Ⅲ-8> 도형 창의성 점수의 Scheffe검증 결과를 볼 때 책읽어주기 집단과 구연동화집단
사이에는 의의 있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책읽어주기 집단과 구연동화통합
교육집단 사이에는 의의 있는 차이가 있으며 구연동화집단과 구연동화통합교육집단 사이에
도 의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 사후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책읽어주
기 집단과 구연동화집단에 비해서 구연동화 통합교육 활동 집단이 보다 효과적 인 것으로
해석된다.
< 표 Ⅲ-9> 신체 창의성 점수의 Scheffe검증 결과를 볼 때 책읽어주기 집단과 구연동화집단,
책읽어주기 집단과 구연동화통합교육집단간의 사이에는 의의 있는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연동화집단과 구연동화통합교육집단 사이에는 의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 사후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책읽어주기 집단과 구연동화집단에 비해
서 구연동화통합교육활동이 보다 효과적 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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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
는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선행연구들과 관련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프로그램이 창의성의 하위요인인 유창성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의
유아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동화주제와 관련된 많은 단어를 연상하여 유출해냈으며 조
사 및 탐구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생각이나 느낌을 기록하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유창성
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만 5세를 대상으로 교사의 질문유형
이 유아의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명한(199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에 의하면 동화듣기 활동 후 교사의 질문유형(확산적, 수렴적)이 유아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결과 유창성, 융통성에는 차이를 보여 주었으나, 독창성에서
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와는 상반되게 본 연구에서는 독창
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성의 하위요인인 융통성 증진
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익숙한 고정관념에서만 경직되거나 고착되어 문제를 해결하
지 않고 유연한 사고를 하는 능력으로 사고 자체를 고정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
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전래동화를 통한 창의성 계발에 관한 이민자(1996)의 연구와 비
슷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민자(1996)에 의하면 만 5세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8주간 16회에
걸쳐 처치하였다. 실험집단의 경우 첫째날에는 언어적 창의성을 자극하고, 둘째날은 동작적
창의성을 자극한 반면, 통제집단에게는 한국 전래동화를 들려주기만 하였다. 그 결과 언어적
창의성과 창의성의 하위요인인 유창성, 융통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동작적 창의성과 창의성의 하위요인인 독창성, 상상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셋째,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프로그램이 창의성의 하위요인인 독창성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을 통해 유아들에게 동화를
듣고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며 자신만의 생각을 할 수 있
도록 자극해주었던 것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광고를 학습 자료로 사용하여
실험적인 창의성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독창성을 증진시킨 연구 백영애(1997)의 연
구와 유사하다. 백영애(1997)는 개발한 광고학습자료 창의성 프로그램으로 한 가지 주제당 3
번의 처치를 실시한 결과 척도별 창의성과 영역별 창의성 모두 높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
구에서 상상력과 언어적 창의성에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86

열린유아교육연구 (제 8권 제 1호)

넷째,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성의 하위요인인 상상력 증진
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창의성의 원동력이 되는 상상력은
단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꾸준한 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는 한국 전
래동화 교육이 유아의 상상력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보고한 이민자(1996)의 연
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다섯째,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프로그램이 언어 창의성 증진에 있어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두 집단 유형에 비해 구연동화통합교육 집단이
높은 점수를 보였던 것으로 보아 유아들이 여러 가지 동화를 듣고 새로운 뒷이야기를 만들
어 보고 언어로 반응하게 하는 창의적 통합 활동 수업이 어느 정도 언어 창의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전통놀이가 유아의 언어 창의성에 차이를 나타내지 못한 김선옥
(199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김선옥(1997)은 만 5세 유아 60명을 대상으로 전통놀이 중
에서 교육적인 가치를 지니면서 창의성 계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놀이 12가지를 선택하
여 5주간 실시한 결과 상상력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여섯째,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프로그램이 도형 창의성 증진에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창의적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할 때 여러 가지 완성되지 않은
그림을 이용해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그림을 완성하게 한 활동이 유아의 도형 창의성을 증
진시킨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전통문화단원으로 구성되어 개발된 CAFA 모델 프로그램이
유아의 도형 창의성에 차이를 보였다는 이명희(1998)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곱째,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교육이 신체 창의성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구연동화를 듣고 동극을 할 때 여러 가지 동화에 나온 동물흉내를 내며 실감나게 표
현하였던 것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창의성 계발 프로그램이
유아의 신체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심성경?백영애?김나림(1998)과 유사한 결
과이다. 이 연구는 만 5세 유아 60명을 대상으로 창의성 계발 프로그램을 16주간 진행한 결
과 유아의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상상력의 척도별 창의성과 언어, 신체, 도형의 영역별 창
의성 점수 모두에 걸쳐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창의성은 누구에게나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창의성은 훈
련과 연습을 통해 신장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성은 성장발달
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들에게 창의성 계발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한 Torrance(1981)의 이론과
동화를 통해 유아의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다는 Cullinan(1992), Franklin(1977)의 이론을 뒷받
침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Bettleheim(1977)도 주장하듯 유아들이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사고방식이나 감정에 공감
하고 때로는 비판하는 과정에서 그 주제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 상황을 이해하게 되며, 이러
한 과정에서 새롭고 다양한 해결방법을 탐색하는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풍부한 사고와 다양
한 사고를 증진시키게 된다는 주장과 관련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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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들을 분석해 볼 때 전반적으로 창의성 교육의 훈련 효과는 유아의 척도별?영
역별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직도 많은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외국?한국 전래동화 또는 창작동화를 많이 선택하여 들
려주고 있으며 단순히 동화를 들려주는 활동이 전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연동화를 들려준
후 창의적 통합 교육 활동을 함으로 인하여 유아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도형 창의성, 신
체 창의성을 계발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함으로서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것이며 동화 피드백이 이루어 질 때 창의성 여러 하위요인에 겹쳐 다양하게 효과
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구연동화를 활용한 창의적 통합 교육 프로그램은 유아교육현장
에서 유아들과 동화활동을 전개 할 때 유아들의 다양한 창의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추후
활동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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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reative Integrated Education Activities with
Narrating Fairy Tales on Young Children s Creativity

Yo o , Kuj o ng
Kim , Ky u ng s u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reative integrated education
activities with narrating fairy tales on young children s creativity.
Participants were 48 five-year-olds. They were assigned to a reading books group(16) and
narrating fairy tales group(16) and narrating fairy tales integrated education group(16),
respectively.
The pretest and posttest was examined by K-CCTYC and result analysis was analyzed by
One-way ANOVA.
The finding of the study in children s index-classified creativity were as follows :
1. In children s fluency evaluation, narrating fairy tales integrated education group showed
higher score than reading books group and narrating fairy tales group, and each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2. In children s flexibility evaluation, narrating fairy tales integrated education group
showed higher score than reading books group and narrating fairy tales group, and each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3. In children s originality evaluation, narrating fairy tales integrated education group
showed higher score than reading books group and narrating fairy tales group, and each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4. In children s imagination evaluation, narrating fairy tales integrated education group
showed higher score than reading books grou and narrating fairy tales group, but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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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The finding of the study in children s scores-classified creativity were as follows:
1. In linguistic creativity, narrating fairy tales integrated education group showed higher
score than reading books group and narrating fairy tales group, but each group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2. In movement creativity, narrating fairy tales integrated education group showed higher
score than reading books group and narrating fairy tales group, and each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3. In figural creativity, narrating fairy tales integrated education group showed higher score
than reading books group and narrating fairy tales group, and each group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s a result of this study, creative integrated education activities with narrating fairy tal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developing young children s crea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