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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문학의 가치는 유아에게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인간세계에 대한 이해를 함께 할 수 있
게 하는 데 있다(김현희·박상희, 1999). Raines와 Isabell(1994)은 유아들이 유아문학 작품을
통해 다양한 세계를 간접 경험하고 세계와의 관계를 이해할 뿐 아니라 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를 형성해 나가는데 가치를 두었다. 이렇게 볼 때 그림이야기책은 유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
을 전달하고 다양한 교육적인 가치와 함께 유아의 태도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체라는 점
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에 유아교육기관에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
는 CD-ROM 형태의 그림이야기책이 인쇄그림이야기책과 유사한 이러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지를 유아의 문식성(文識性, literacy)1) 발달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
실 교육성보다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유아문학 작품이 지니는 고도의 문학적 가치는 논외로
한다.
T alley(1994)는 4세의 헤드스타트 유아들을 대상으로 CD- ROM 컴퓨터 이야기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12분씩 12번 처치한 결과 가정에서의 이야기책 경험 결핍으로 인한 결손을 어느 정
도 보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유구종(1998)은 유아의 발생적 읽기 능력 발달에 컴퓨터 그
림이야기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4세 유아 30명을 대상으로 1주일간
처치한 결과 컴퓨터 그림이야기책의 유형에 따라 유아의 발생적 읽기 능력은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김인화(2001)는 컴퓨터그림이야기책의 비계(scaffolding) 유형에 따라 유아들의 어휘·
읽기 발달에 있어 의의 있는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그림이야기
책 유형에 따른 유아들의 읽기 능력 발달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본 연구는 이야기 구성요소 인
식과 이야기 이해력에 초점을 두어 인쇄그림이야기책과 컴퓨터그림이야기책의 유아문학적 가
치를 검증하고자 한다.
유아문학교육은 교사를 매개자로 유아가 적극적으로 문학작품과의 교류를 하는 가운데 이루
어진다고 볼 수 있다(서정숙, 2001). 따라서 그림이야기책을 전달하는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가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컴퓨터가 읽어주는 상호작용이 교사가
1) 문식성을 영어 literacy 의 우리말 대응어로 사용한다. 종전에는 문해(文解) 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왔다.
그러나 문해는 문자를 푼다라는 문자 해독(解讀, decoding)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영어
literacy 의 개념을 글자를 안다, 글을 안다라는 의미가 담긴 문식성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문식성의 의미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문자 언어의 사용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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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는 상호작용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조사하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아문학을 전달하는 교수매체는 그림책이 주가 되어 왔으며 유아교육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낱장동화나 융판동화, 자석동화, 테이블동화, TV동화, 인형극 등의 다양한 교
수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여 온 것 또한 사실이다(장혜순, 1997). 하지만 21세
기 정보시대에는 유아문학의 위치나 내용도 재정립될 필요성이 제기된다(유구종, 1998, 2001).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쇄 그림이야기책과 컴퓨터 그림이야기책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으로 인하여 유아들의 이야기 인식능력과 이야기 다시말하기 능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
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인쇄 그림이야기책과
컴퓨터 그림이야기책이 유아교육 방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유아교육에서의 그림이
야기책 활동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그림이야기책 활동과 컴퓨터 그림이야기책 활동 간 유아들의 이야기 구성요소
인식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그림이야기책 활동과 컴퓨터 그림이야기책 활동 간 유아들의 이야기 다시 말해
보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 그림이야기책 활동과 컴퓨터 그림이야기책 활동 간 유아들의 회상 그림 그리기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그림이야기책 활동과 컴퓨터 그림이야기책 활동 간 유아들의 이야기 구성요소
인식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그림이야기책 활동과 컴퓨터 그림이야기책 활동 간 유아들의 이야기 다시 말해
보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그림이야기책 활동과 컴퓨터 그림이야기책 활동 간 유아들의 회상 그림 그리기
능력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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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5세 남아 20명
과 여아 2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대상 유아들은 실험시기까지 체계적인 컴퓨터 교육활동이나 글자인식을 위한 교육을
받은 일이 없었으며 유사한 실험이나 조사에 응한 사실이 없는 유아들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들은 사전에 컴퓨터 그림이야기책 활동을 한 경험이 없었으며 두 가지 실험조건에 무선으
로 배치(assignment )되었다. 본 연구의 특성상 연구대상 유아들은 어휘를 이해하는 능력에 있
어서는 정상일 것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언어이해에 있어서 결손이 있는 유아를 선별하기 위한
표준화 검사인 ITPA(Illinois T est of Psycholinguistic Abilities) 검사 중 하위검사인 단어 이
해 검사를 실시하여 결손이 있는 유아로 판별된 유아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실험설계
본 연구의 실험은 사후검사 실험집단 설계(posttest experimental group design)에 준하여 설
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을 동질화하기 위하여 각 실험집단에 무선배치 하였다.
표 1에 본 연구의 실험설계를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표 1> 실험설계

R
R

x
x

O1 O2 (20)
O3 O4 (20)

(사후검사: 이야기 구성요소 인식검사,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검사, 회상 그림 그리기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은 인쇄 그림이야기책 활동 집단과 컴퓨터 그림이야기책 활동 집단
으로 나누어지는 그림이야기책 유형, 처치시기 이후에 검사되는 이야기 구성요소 인식검사, 이
야기 다시 말해보기 검사, 회상 그림 그리기 검사 등이었다.
이 중에서 그림이야기책 유형은 독립변인이며 이야기 구성요소 인식검사, 이야기 다시 말해
보기 검사, 회상 그림 그리기 검사 등은 종속변인 이었다. 이러한 4개 검사 각각은 즉시검사와
지연검사로 나누어져 반복 시행하였다. 따라서 2개 그림이야기책 유형 각각에 5세 유아 각각
20명씩 40명이 무선 배정되었으며 즉시검사와 지연검사를 반복하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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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를 실험도구와 측정도구로 나누어서 제시한다.
1) 실험도구

본 연구의 실험도구인 그림이야기책은 인쇄 그림이야기책과 컴퓨터 그림이야기책 두 종류로
요구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컴퓨터 그림이야기책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인쇄 그림이야기책은
컴퓨터 그림이야기책의 그림 장면과 이야기 내용을 낱장동화로 제작한 것과 그대로 칼라 인쇄
한 것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낱장동화로 제작할 경우, 컴퓨터 그림이야기책의 삽화와 내용을
섬세하게 묘사하였으며 컴퓨터 화면상에 나타나는 주인공들의 위치 변화만 주었고 배경은 동
일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인쇄 그림이야기 책이나 컴퓨터 화면의 짜임은 이야기 줄거리와 같은
행동들로 한 화면에 한 페이지씩 한 눈에 들어오도록 간략하게 나타내었다. 컴퓨터 그림이야기
책의 삽화와 색채가 다양하며 흥미 있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한 인쇄 그림
이야기책의 경우도 유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그림이야기책으로는 읽기 쉬움, 흥미 수준, 길이, 형식 그리고 삽화의 질
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두 가지 책이 선택되었다. 그림이야기책의 선정을 위하여 유아
교육 전문가 2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사용된 인쇄그림이야기책의 예는 그림 1과 그
림 2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각 낱장동화 제작용, 인쇄용 두 가지로 제작되었다.
선정된 그림이야기책의 이야기 전달 방식은 무선배정한 두 집단에 두 가지 이야기와 전달방
식이 상쇄효과가 있도록(counter-balanced) 제시되었다.
컴퓨터그림이야기책은 리빙북 시리즈 중에서 선택되었으며 유아들이 마우스로 선택할 경
우 단어들이 강조되면서 읽어주는 기능과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음성과 함께 보여주는 기능
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제작된‘할머니와 둘이서’그림이야기책(낱장동화 제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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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작된‘토끼와 거북이’그림이야기책(인쇄용)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예비검사 측정을 위하여 사용한 언어학습에 결손이 있는 유아 진단을 위한 표
준화 검사인 ITPA(lllinois Test of Psycholinguistic Abilities; Kirk 등, 1975)검사에 대한 기술
은 생략한다.
본 연구에서 즉시검사와 지연검사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Fernandez(1997)가 사용한 유아 대
상 문식성 검사 4가지 중에서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3가지 검사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들은 다음과 같다.
(1) 이야기 구성 요소 검사
유아들이 이야기 구성 요소들을 확인하는 능력 발달은 유아들이 전체적인 이야기 윤곽을 이
해하는 능력 발달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Morow, 1993) 아주 중요하다. 이야기 구성 요소 검사
는 Fernandez(1997)의 검사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이야기 구성요소 검사는 각 이야기를 들려
준 후에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 구성요소부터 체계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야기책 제
목을 제외한 모든 것을 숨긴 채 연구자는 유아 개인에게 질문지를 읽어 주었다. 유아들은 그림
으로 표현된 세 가지 선택사항 중에서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했다. 이는 연구자에 의하
여 기록되었다. 이야기 구성요소에 관한 질문으로는 인물, 사건, 장소 등과 같은 배경에 관한
것, 주인공이 당면한 문제 혹은 목표에 해당하는 주제에 관한 것,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문제해결과 결말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다음은 이야기 구성요소 검사의 요소들이다.
<이야기 구성요소 검사- 예: 토끼와 거북이>
1. 동화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시작)
2. 동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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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화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끝)
4. 동화 대부분은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나요? (배경)
5. 누가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일까요? (등장인물)
6. 이 이야기 속의 토끼와 거북이는 무슨 문제거리가 있었나요? (갈등)
7. 문제거리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사건의 발단)
8. 문제거리가 생긴후 토끼와 거북이는 무엇을 했나요?(내적 반응)
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끼와 거북이는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나요?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 반응)
10. 끝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나요? (해결)
(2)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검사는 이해력 평가에 있어 가치 있는 방법이자
좀더 구조적이며 체계적인 대안이다(Routman, 1991).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를 평가하기 위하여
Morrow(1993)와 Fernandez(1997)의 검사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유아들의 반응을 적절히 유
도하기 위하여 표현언어에 있어 주로 수정을 가하였다.
유아들의 이야기 다시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의 단순한 질문에 유아들이 답변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양식에 기록되었다.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검사의 실제 질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방금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말해볼래
이야기에 대해 곰곰히 생각 해보고 기억나는 대로 말해 보렴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었지?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그 다음엔?
그밖에 무엇을 기억 할 수 있니?
그 동물(토끼)은 무엇을 하고 있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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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검사도구>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검사도구
유아이름 :
동화제목 :

연령 : 19 .
날짜 : 2001 .

분석범주

배

주

경

제

분
1.
2.
3.
4.
5.

석

내

.
.

. (
.

세)

용

점수

도입(introduction)부터 이야기를 시작함
(
주인공을 이야기 함
(
이야기한 다른 등장 인물 수
(
이야기에 등장한 등장인물의 정확한 수
(
시간과 장소(시간과 장소 중 모두 이야기하면 1점, 한가지만 이야기
하면 0.5점)
(

)
)
)
)
)

1. 주인공의 주된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경우

(

)

줄거리

1. 이야기한 사건의 수
2. 사건 점수(1/ 2을 나눈다)

(
(

)
)

결

말

1. 문제해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2. 이야기 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

(
(

)
)

순

서

1. 이야기 구조(배경, 주제, 줄거리, 결말)가 포함 되어있고, 이야기 전
개 순서가 적합하면 2점, 부분적으로 적합하면 1점, 순서가 적합하 (
지 않으면 0점

)

최고점수 (12점)

유아 총 점수 (

)

(3) 회상 그림 그리기 검사
그림 그리기는 유아들이 하는 상징적 표현의 주요 형식이다(Caldwell & Moore, 1991). 유아
들에 있어서 가장 처음 쓰기 단계는 그림 그리기, 혹은 그림 문자그리기 단계이다(Routman,
1991). 이런 관점에서 회상 그림 그리기 방법은 이야기 구성과 이야기에 대한 유아들의 이해력
을 측정하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들은 그림으로 이야기 구성 요소들을 각각 그
리도록 요청되었다. 회상 그림 그리기 활동에서 유아들에게 전달하는 지침들은 연구 보조자들
에 의해 전달되었는데, 유아들이 이야기 구성에 관한 지식과 이해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했다.
회상 그림 그리기 검사는 이야기 구성에 관한 유아들의 이해를 더 많이 도출해 주었다. 그림
그리기 검사는 이야기의 등장인물들, 줄거리, 일어난 사건과 결과 등을 비롯하여 좀더 세밀한
이야기 요소들을 알고있는지를 나타내 주었다. 이 방법은 읽기와 말해보기에서 지속적으로 보
고되는 이야기 구성 요소들의 재평가 방법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Morrow, 1993). 그림들
속에 나타난 구성요소들을 기록하고 이야기 속의 실재적인 아이디어 구조를 비교하는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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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 이해력 평가에 합당한 방법이다. 보조연구자는 유아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말해보
도록 하였다. 보조연구자는 유아가 자신의 그림에 대해 말할 때 그림에 대한 설명을 기록했다.
나눠주는 종이에 처음 이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에 이야기 처음 부분에서 생각나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유아들이 다 마치면 같은 방법으로 중간 과 끝 부분도 그리게 한다.
<회상 그림 그리기 검사도구>

처음

중간

그림 3은 유아들의 회상 그림 그리기 검사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3> 회상 그림 그리기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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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연구의 예비조사는 이야기 구성요소 인식검사,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검사, 이야기 회상
그리기 검사의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고 각 이야기책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과 흥미도를 알아보
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대상의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대
상 교육기관의 만 5세 유아 6명(남3명, 여3명)을 대상으로 하루동안 시행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은 본 실험에 있어서 적절히 반영되었다.
2) 실험처치

본 연구의 실험은 유아교육기관 정규일과가 진행되는 동안 다른 독립된 교실에서 실시되었
다. 실험은 9월 3일부터 9월 29일까지이며 총 4주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공휴일과 교통공원
견학, 과학관 견학 일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30
분까지, 오후 1시부터 2시 20분까지였다. 인쇄그림이야기책 활동 집단과 컴퓨터그림이야기책
집단 공히 한번에 2명의 유아가 처치를 받았으며 그림이야기책 읽어주기 활동과 함께 적절한
상호작용을 제공하였다. 특히 유아들의 질문이 있을 경우는 간단히 대답해 주었고 컴퓨터그림
이야기책 활동 집단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응해 주었다.
3) 즉시, 지연 검사

1개월간의 실험처치를 끝낸 후 즉시검사와 지연검사에 사용된 3가지 사후검사는 이야기 구
성요소 검사,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검사, 회상 그리기 검사 등이었으며 앞의 검사도구 부분에
서 제시한 바와 같다.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과정은 Tape recorder로 녹음하여 분석되었으며
지연검사의 경우 실험처치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되었다. 지연검사는 3가지 검사 각각
에서의 즉시검사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실험처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

5.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검사, 이야기 구성요소 인식검사, 회상 그림 그리기 검사 등 모든 검
사는 즉시검사와 지연검사로 나누어 구성된 각 검사 요강에 따라 점수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두 가지 동화(토끼와 거북이, 할머니와 둘이서) 각각에서 산출된 점수를 각 검사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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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한 총점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검사점수를 대상으로 가설 1, 2, 3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검증방법으로는
각각의 그림이야기책 유형과 검사횟수가 독립변인이고 각각의 검사점수가 종속변인인 2원 변
량분석(2×2)을 실시하였는데 이원변량분석은 뒤의 한 요인(검사횟수)이 반복 측정된 반복측정
기법을 사용하였다.
각 분석에 있어서의 의의도 수준은 .05, .01 수준으로 할 것이며 SPSS Window용(ver. 10.0)
을 사용하여 분석을 검증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이야기 구성요소 인식점수
그림이야기책 유형과 검사유형에 따른 이야기 구성요소 인식점수에 있어서의 차이를 알아보
기 위하여 그림이야기책 유형과 검사유형(2×2)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뒤의 한 요인이 반복 측
정된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이야기책 유형과 검사유형에 따른 이야기 구성요소 인
식능력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되어 있고 이원변량분석의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그림책 유형과 검사유형에 따른 이야기 구성요소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그림책유형

그림이야기책

컴퓨터그림이야기책

X

SD

X

SD

즉시검사

16.600

1.847

13.000

3.494

지연검사

15.200

1.935

12.600

3.871

검사

표 2의 변량분석결과에 의하면 그림이야기책 유형의 주 효과〔F(1, 38)=12.34, p〈 0.01〕와
검사유형의 주 효과〔F (1, 38)=10.13, p〈 0.01]가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이야기책 유형과 검사 유형에 따라 의의 있는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으
며 그림이야기책 활동과 컴퓨터 그림이야기책 활동간에 이야기 구성요소 점수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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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그림책 유형과 검사 유형에 따른 이야기 구성요소 점수의 변량분석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집단간

784.20

39

207.78

그림책유형

192.20

1

192.20

오차

592.00

38

15.58

집단내

82.00

40

검사유형

16.20

상호작용
오차

F

p

12.34

.001 **

22.80

13.26

.093

1

16.20

10.13

.003 **

5.00

1

5.00

3.13

60.80

38

1.60

.09

** p〈 .01

검사유형에 따른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즉시 검사의 평균이 14.8, 지연검사의 평균이 13.9로
즉시검사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는 그림이야기책을 듣는 즉각적인 테스트 상에
서 이야기 구성요소를 더 잘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그림이야기책과 컴퓨터그림이야기책의 이야기 구성요소에서의 평균은 의의 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야기 구성요소 인식능력에서는 인쇄그림 이야기책의 이야기 표
현방식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점수
그림이야기책유형과 검사유형에 따른 다시 말해보기 점수에 있어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
여 그림이야기책 유형과 검사유형(2×2)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뒤의 한 요인이 반복 측정된 이
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이야기책 유형과 검사유형에 따른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4에
제시되어 있고 이원변량분석의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의 변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림이야기책 유형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고〔F (1, 38)=.06, p〉.05〕, 검사유형의 주 효과는 의의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F (1, 38)=24.82, p〈 .01〕. 따라서 그림이야기책 유형에 따라 의의 있는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으며 그림이야기책 활동과 컴퓨터그림이야기책 활동간에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2는 지지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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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그림책 유형과 검사 유형에 따른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그림책유형

그림이야기책

컴퓨터그림이야기책

X

SD

X

SD

즉시검사

15.9

2.73

15.05

2.82

지연검사

12.9

2.73

13.35

3.39

검사

<표 5〉그림책 유형과 검사 유형에 따른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점수의 변량분석

자승화

자유도

484.80

39

13.53

.80

1

.80

484.0

38

12.73

집단내

288.00

40

123.35

검사유형

110.45

1

110.45

24.82

상호작용

8.45

1

8.45

1.90

169.10

38

4.45

집단간
그림책유형
오차

오차

평균자승화

F

p

.063

.803

.00 **
1.76

** p 〈 .01

검사유형에 따른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즉시검사의 평균이 15.48, 지연검사의 평균이 13.13
으로 즉시검사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이야기책을 듣는 즉각적인 테스트 상에서
유아의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능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이야기책과 컴퓨터 그림이야기책의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검사 점수에서의 평균은 그림
이야기책이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유아의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능력에 있어서는 이야기 전달 방식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회상 그림 그리기 점수
그림이야기책 유형과 검사유형에 따른 회상 그림 그리기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이야기책유형과 검사유형(2×2)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뒤의 한 요인이 반복 측정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이야기책유형과 검사유형에 따른 회상 그림 그리기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에 제시되
어 있고 이원변량분석의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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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그림책 유형과 검사 유형에 따른 회상 그림 그리기 점수의 평균, 표준편차

그림책유형

그림이야기책

컴퓨터그림이야기책

X

SD

X

SD

즉시검사

4.95

.69

4.50

.83

지연검사

4.20

.77

4.10

.72

검사

<표 7〉그림책 유형과 검사 유형에 따른 회상 그림 그리기 점수의 변량분석

자승화

자유도

31.19

40

2.29

1.51

1

1.51

오차

29.68

38

.78

집단내

20.50

40

7.57

검사유형

6.61

1

6.61

18.93

상호작용

.61

1

.61

1.75

13.28

38

.35

집단간
그림책 유형

오차

평균자승화

F

1.94

p

.17

.00**
.19

** p〈 .01

표 7의 변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그림이야기책 유형의 주 효과는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고[F (1, 38 )=1.94, p〉.05〕, 검사유형의 주 효과는 의의 있는 차이가 나타났
다〔F(1, 38)=18.93, p〈.01〕. 따라서 그림이야기책유형에 따라 회상 그림 그리기 능력에는 차
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지 못했다.
검사유형에 따른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즉시검사의 평균이 4.73, 지연검사의 평균이 4.15로
즉시검사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그림이야기책을 듣는 즉각적인 테스트 상에서 유아
의 회상 그림 그리기 능력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이야기책과 컴퓨터 그림이야기책의 회상 그림 그리기 검사 점수에서의 평균은 그림이야
기책이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유아의 회상 그림 그리기
능력에 있어서는 이야기 전달 방식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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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인쇄그림이야기책과 컴퓨터그림이야기책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을 비교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5세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인쇄그림이야기책 활동 집단과 컴퓨터그림
이야기책 활동 집단으로 무선배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는데, 두 가지의 이야기 전달 방식 각각
에 있어서 검사 유형으로는 이야기 구성요소 검사,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검사, 이야기 회상
그리기 검사 등의 검사를 즉시 검사와 지연검사로 나누어 반복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쇄그림이야기책 활동과 컴퓨터그림이야기책 활동간 유아들의 이야기 구성요소 인식
능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의 있게 차이가 나타났다. 즉시검사와 지연검사의 차이도 있었다.
컴퓨터그림이야기책 활동을 한 유아들은 흥미를 끌 수 있는 삽화나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이
루어진 컴퓨터 활동에 많은 흥미를 보였다. 따라서 활동 후 제목과 주인공, 행동 등은 잘 진술
하였으나 이야기의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으며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반면에 인쇄그림이야기책 활동을 수행한 유아들은 이
야기의 순서나 문제해결, 결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이야기
를 포함시켜 구성요소 인식에 상대적으로 훌륭한 결과를 나타냈다.
둘째, 인쇄그림이야기책 활동과 컴퓨터그림이야기책 활동간 유아들의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능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시검사와 지연검사의 차이는
있었다.
이야기 다시 말해보기 측정에 있어서 유아들은 이야기 내용을 말할 때 내용의 앞, 뒤 상황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유아도 있었다. 이는 컴퓨터그림
이야기책 활동에 있어서 더 많이 나타났는데, 흥미와 관심을 나타냈음에도 나타나는 현상이었
다. 이야기 내용을 정교한 언어로 보다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유아도 있었으며 배경이나 주인공
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였으나 결말을 포함한 줄거리를 잘 나타내는 유아들
도 많았다.
셋째, 인쇄 그림이야기책 활동과 컴퓨터그림이야기책 활동간 유아들의 회상 그림 그리기 능
력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의의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시검사와 지연검사의 차이는 있
었다.
회상 그림 그리기에 있어서 유아들은 시작과 결과 부분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고 컴퓨터
그림이야기책 활동의 경우 특히 주인공의 첫 장면과 결말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유아들의 관심을 끄는 장면을 표현한 결과이며 컴퓨터그림이야기책 활동의 경우 시작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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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애니메이션이 강조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Martinez(1988)에 의하면 유아들의 어휘발달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요인은 책과 상호 작용하
게 하는 것이며 유아들에게 책을 접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사나 부모가 소리내어 책
을 읽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상호작용성에 있어서 컴퓨터
그림이야기책이 인쇄그림이야기책 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만 이야기 다
시말해보기 능력과 회상 그림 그리기 능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통계적인 수준
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유사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이야기 회상이나
동화내용 그림 그리기 회상에 있어서는 멀티미디어 동화가 제공하는 흥미로운 음성이나 애니
메이션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음성이나 애니메이션, 비디오와 같은 멀티미디
어 요소들은 유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며 유아들의 기억능력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으로 연구되어 왔다(유구종, 2001). Talley(1994)는 4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이야기책 프
로그램을 이용해서 12분씩 12번 처치한 결과 가정에서의 이야기책 경험 결핍으로 인한 결손
을 보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본 연구 결과가 컴퓨터그림이야기책의 상대적인 효과
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을지라도 인쇄그림이야기책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
는 것이다.
최근에 유아교육 분야에서는 유아문학에 기초하여 의미있는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교과영역을 통합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이를 위하여 동화책을 활용한 교수방법에 관
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이기숙·현은자·김영실, 1993; 홍혜경, 1995; 최윤정,
1998). 이러한 시점에서 멀티미디어그림책의 개발과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 유아문학에 기초한
교육과정 계획과 교과영역 통합 방안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경우 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기
대된다. 동화활동이 유아의 발달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또한 여러 측면에서 활발히
전개되어 왔는데(김숙령·성원경·조인경, 1998; 이효정, 1998; 최윤정, 1998), 본 연구 결과는
CD-ROM 동화가 기존의 동화만큼의 효과는 아닐지라도 그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그림책이 기존의 그림책 활동에 적절히 보완된다면
유아들에게 효과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실지로 멀티미디어그림책은 기존의
그림책에 비하여 경제성, 자료 교환성 측면에서 는 더 뛰어나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구종(1998)은 만4세 유아 30명을 대상으로 1주일간 처치한 결과 컴퓨터그림이야기책의 유
형에 따라 유아의 발생적 읽기 능력은 차이를 보였다고 하였다. 김인화(2001)는 컴퓨터그림이
야기책의 비계(scaffolding) 유형에 따라 유아들의 어휘·읽기 발달에 있어 의의 있는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컴퓨터그림이야기책 유형에 따른 효과 연구들과 인쇄그림이야기
책과 유사한 컴퓨터그림이야기책의 교육적 효과를 밝힌 본 연구가 유아교육 분야에 적절히
활용될 경우 유아 언어교육을 위한 교수방법과 교육활동 전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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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림이야기책은 유아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전달하고 다양한 교육적인 가치와 함께 유아의
태도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체라는 점에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이러
한 예술적 측면과 태도형성 측면을 논외로 하고 그림이야기책의 교육적 가치 측정만을 염두에
둠으로써 그 제한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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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Effects of Picture Storybook Modes on Youn
Children's Story Understanding and Recall Abilit
Yoo, Ku J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over if children's responses to stories delivered by
a computer are similar to children's responses to stories read by a human reader.
Story book reading to children has long been considered to be a predictor of later
success in reading. Since reading to children is such an important event, it would be
efficacious for teachers to spend as much time with this activity as possible. But teacher
time is and always has been a precious and scarce commodity. The electronic storybook
may be one tool that can simulate the read aloud story by a human reader. If the
electronic story can serve to provide some of the elements derived from a human book
reading experience, then time spent with these electronic stories can give children some
building blocks that will aid in their acquisition of literacy.
A posttest experimental group design was used to compare children's responses to
stories delivered by a computer and children's responses to stories read by a human reader.
The study employed a 2(picture storybook mode)×2(time) ANOVA with one between
subjects factor(picture story book mode) and one within subjects factor(time). Participants
were 40 six year olds, 20 boys and 20 girls.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a real aloud
picture storybook group(20) and Computer picture storybook group(20).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young children's ability in Story elements measures were different by each picture
story book mode.
2. The young children's ability in Story retelling evaluation were not different by each
picture story book mode.
3. The young children's ability in Drawing recall evaluation were not different by each
picture story book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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