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아교육연구

http://dx.doi.org/10.15409/riece.2015.17.1.45

2015, 17(1), 45-76

유아의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의도(Intention)의 탐색
오 아 름*
《요 약》

본 연구는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이야기를 만드는 유아의 의도와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등장인
물의 의도는 어떠한지 탐색함으로써 유아의 의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이해를 돕고자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만 5세 유아 총 24명을 연구참여자로 하여 5주간 유아의 상상적 내러티브 내용을 수
집하고, 내러티브에 나타난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참여관찰, 면담, 기타자료 수집 등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
였다. 연구 결과 첫째,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이야기를 만드는 유아의 의도는 「이야기 지식을 활용하
려는 의도」, 「경험을 표현하려는 의도」, 「마음을 드러내려는 의도」의 세 범주로 나타났다. 둘째, 상상
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의도는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의도」
의 두 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주제어: 상상적 내러티브(fantasy narrative)
의도(intention)

Ⅰ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서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소통하기 위해 서로의 의
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가족을 벗어나 첫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유아교육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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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아들은 자신의 믿음이나 바람 등을 표현하고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 의도와 관련된
말과 행동을 보여준다.
의도는 행동을 하기 전 계획되는 정신적인 상태로 학자들은 인간이 자신의 삶과 건강,
미래를 바꾸기 위해(McTaggart, 2012) 그리고 인간관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Bratman, 1987) 의도를 사용한다고 이야기 한다. 행동을 하는 사람의 심적 상태 및 행
동 자체가 의도(Anscombe, 1957; 임종식, 1999, 재인용)로서 관심의 초점이 됨에 따라
심리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마음이론, 정신적 암시인 최면,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
등에서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고 이해하며 예측하기 위해서(Astington, 2007; Bratman,
1987; McTaggart, 2012; Wellman, 1990)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도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
인가에 대해서 의도와 행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Searle(2009)은 언어철학의 분야에서 대상이나 사태를 표상하는 언어행위 능력을 설명
하기 위해서 언어가 행위의 의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의도를 연구하는 다양한 실험의 과정 및 결과는 언어로 설명되고 있으며, 의도의 작용
에 대해 논증의 과정과 결과도 언어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간의 상호작용은
마음의 상호작용이고 이는 언어로 전달되며(Astington, 2007), 유아는 언어를 통해 세상
을 표상할 때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는 점에서(송영주, 2009) 유아
의 의도는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
유아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언어는 내러티브로 표현된다. 노영희(2013)는 내러티브는
기본적으로 삶의 세계에서의 사건 중 의미 있는 사건들을 소통하는 것으로서, 행위자들
의 의도성과 정신에 관해 사건들이 조직되므로 삶의 변화에 관련된 해석과정이 포함된
다고 하였다. 내러티브는 초기에 스크립트 형태로 나타나고 2, 3세경이 되면 일상적 내
러티브가 시작되며 이후에 상상적 내러티브가 발달한다(McCabe & Peterson, 1991). 가
장하는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상태를 추론하는 일반적 능력을 보여주며(Leslie, 1987),
유아들은 일상적 내러티브보다 더 많은 사건과 에피소드를 포함한 상상적 내러티브 구
성에 더 큰 흥미를 보인다(Sperry & Sperry, 1996). 이러한 측면에서 유아의 내러티브에
나타난 의도는 상상적 내러티브와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Stein과 Albro(1994)는 인간의 의도와 행동에 관한 이론을 전제로 정신적 상태와 상상
적 내러티브의 구조 발달을 관련시켰다(Stein & Albro, 1997, 재인용). Miller와
Sperry(1988)는 상상적 내러티브의 주제는 유아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이유와 긴밀한
연관을 가진다고 하였고, Pitcher & Prelinger(1963)의 연구는 4, 5세 유아의 내러티브에
동기 상태나 의도가 나타났음을 보여주어 유아들이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Trabasso와 Nickels(1992)는 유아들이 허구적인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의 동기와 목표를 귀인하고, 플롯을 통해 인과적 연계성과 응집성이 갖추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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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보아,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상상적 내러티브의 논리성을 위
해 의도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송영주(2003)는 유아가 주인공의 의도와 목적을
외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응집력 있는 이야기를 구성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유아가 상상적 내러티브 구성에 의도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상상적 내러티브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유아는 의도를 가
지고 자신의 삶의 세계에 대한 관점, 해석, 감정 등을 경험이나 허구적인 주제, 사건 등
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의 의도를 통하여 타인
의 삶의 세계에 대한 관점, 해석, 감정 등을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호(2014), 송영주(2009), 이영자, 이지현(2006), Miller & Sperry(1988),
Nicolopoulou(1997), Pitcher & Prelinger(1963) 등과 같은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구조
적인 측면에서 유아가 구성한 상상적 내러티브의 일관성과 복잡성 수준에 초점을 맞춤
으로써, 유아가 내러티브를 통해 드러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 그 주제
를 표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창작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등을 구체적으
로 다루지 못했다.
따라서 유아들이 상상적 내러티브의 주제, 사건 등을 통해 담고자하는 상징적인 표현
의 의미와 유아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해석적인 관점 그리고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으
로 나타내는 타인의 삶의 세계에 대한 관점, 해석,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이야기를 만드는 유아의 의도와 등장인물의 의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행동의 이면에 있는 관념, 느낌, 동기, 신념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인 면담, 참여관찰 등을 사용하여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
타난 이야기를 만드는 유아의 의도와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의도는 어
떠한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의도를 이해하는가, 의도를 가지
고 자신 및 타인의 세상에 대한 관점, 해석, 감정 등을 표현할 수 있는가 등 유아의 의도
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만 5세 유아의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의도는 어떠한가?
1-1. 만 5세 유아의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이야기를 만드는 유아의 의도는 어떠
한가?
1-2. 만 5세 유아의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의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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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

1. 연구자
연구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4년의 교육경력을 가진 공립유치원
교사이다. 연구자는 어린 시절부터 생각의 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왔다.
돌이켜 보면 연구자가 하던 생각은 믿음, 바람, 지각 등의 다양한 유형의 사고 중 어떤
바람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실행했던 의도였다.
의도는 유치원 교실에서 연구자가 유아 개개인에게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권유하
던 믿음뿐만 아니라 친구관계 형성을 위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유치원 일과에서 유아
들은 ‘일부러’한 것과 ‘모르고’한 것을 구분하면서 친구가 한 행동의 결과를 긍정적인 것
인지 부정적인 것인지 판단하였다. 이런 과정에 대한 경험을 통해 연구자는 유아들도 의
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의도를 바탕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아들이 의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파악하여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연구자가 대학원에 진학하여 첫 학기에 수강한 ‘유아 내러티브와 교수․학습’ 과목은 내
러티브가 유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에 본 연구
자는 유아들이 어떤 의도를 가진 상상적 내러티브를 지어내며,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
난 의도는 어떻게 표현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아의 의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참여자
참여 유아는 서울특별시 Y구에 위치한 W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만 5세 단일연령 학
급 나무반의 유아들로 담임교사 및 학부모가 유아의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남아 14명
과 여아 10명, 총 24명이었다. 나무반 구성원은 <표 1>과 같으며 유아들의 이름은 가명
을 사용하였다.
<표 1> 나무반 구성원

구 이름 성 생년
가정환경 및 특성
분
별 월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며, 친구나 가족 간의
1 우리 여 2008.
09.20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즐긴다.
인상 깊은 경험이나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고,
2 호절 남 2008.
01.18
친구와 함께하는 유머를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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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3
4
5

이름
라온
초아
차비

두루
7 겨루
6

8 난이
9 봄봄
10 너울
11 찬슬
12 초롱
13 바름
14 도담
15 이든
16 늘품
17 미르
18 영웅
19 모이
20 아옹
21 한울

성 생년
별 월일
여 2008.
05.23
여 2008.
11.16
남 2008.
08.06
남 2008.
04.26
남 2008.
07.03
여 2008.
09.16
여 2008.
11.07
남 2008.
10.30
여 2008.
04.23
여 2008.
04.11
남 2008.
11.05
남 2008.
01.22
여 2008.
10.14
남 2008.
10.23
남 2008.
04.03
남 2008.
03.25
남 2008.
12.08
여 2008.
08.16
남 2008.
10.06

가정환경 및 특성
TV나 게임의 캐릭터에 관심을 보이고, 유머러스한 상황에서
과장된 행동을 하며 친구들을 웃기고 싶어 한다.
집과 유치원에서 피아노를 치며 놀이한다. 조용한 성격이나
주관은 뚜렷한 성향을 보인다.
새로운 활동이나 창의적인 활동에 준비 없이 시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나 많은 관심을 보인다.
친구들의 관계에 관심이 많으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전체적으로 발달이 느린 편이라 의사표현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명확하지 못하다.
디즈니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관심이 많고 캐릭터가 반영된
놀이를 즐긴다. 수줍음을 많이 타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강한
편이다.
친구들의 옷이나 머리핀 등 외양에 관심이 많으며 ‘아름답고,
예쁜 것’을 좋아한다. 미술영역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즐긴다.
형에게 들은 이야기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놀이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책을 보는 것을 즐기며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 편이다.
전래동화를 즐겨 들으며, 친구와 편지쓰기를 좋아하는 등
언어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조용하고 수줍음을 타는 편이나 감정 표현에 관심이 많다.
집에서 형과 같이 레고를 가지고 놀거나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는다. 권선징악이 포함된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유치원에서 주로 난이에게 놀이를 제안하며 역할놀이영역과
미술영역을 즐긴다.
친구들 중 도담이를 좋아해서 도담이와 함께 놀이를 하거나
도담이가 들어간 이야기를 즐긴다.
아이언맨 등 영웅이 등장하는 영화에 관심이 많으며 공격적인
싸움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즐긴다.
애교 많고 자신감 넘치며 활발한 성격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말소리가 작고 조용한 성향이지만 고집이 있다. ‘똥’이나 ‘방귀’
등 신체와 관련되거나 ‘폭발’과 관련된 유머를 즐긴다.
이야기 듣기와 만들기를 즐기나 베트남에서 출생하여 한글이
유창하지 못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이 부족하다.
자신의 경험이나 알고 있는 지식을 친구나 선생님에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며, 의성어나 의태어가 들어간 언어 표현을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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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이름 성 생년
가정환경 및 특성
분
별 월일
친구들과 소집단으로 있을 때는 필요한 말을 하지만 대집단으로
22 다운 남 2008.
05.06
있을 때에는 수줍음이 많아 조용한 편이다.
학급 내에서 호절이와 제일 친하며 쌓기영역에서 동적인 놀이를
23 해늘 남 2008.
06.09 즐긴다. 친구들과 선생님께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고 잘 웃는다.
미술, 그림, 꾸미기 등을 선호하며 생각과 느낌을 논리적으로
24 으뜸 여 2008.
06.11
이야기 하는 편이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자는 2014년 6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5주 동안 유아들의 상상적 내러티브
내용과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의도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담
임교사는 전체 교육활동 및 전체 유아들을 지도 관리해야 하므로 연구자가 보조교사로
참여하여 유아들의 상상적 내러티브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 학
급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으며, 대상 유아들과의 래포
(Rapport) 형성을 통해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의도를 좀 더 깊게 파악할 수 있었다.
1) 상상적 내러티브 내용 수집
상상적 내러티브를 유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로 표현하여 자유선택활동의 하
나로 ‘이야기 나무 활동’을 실시하였다. 하루 일과 중 연구자와 유아가 개별적으로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등원 및 간식 시간, 자유선택활동 시간, 점심식사 후 휴식 시간, 평가 및
귀가 시간에 활동하였다. 연구자는 유아가 자유롭게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하도록 주
제와 내용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어떤 이야기를 만들
어보고 싶어?” 등의 질문을 하였다.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유아가 어려
워하면 생각할 시간을 주며 기다리거나, 반응적인 질문을 하고, 유아의 이야기를 되풀이
해서 들려주며 내러티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유아가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
성하다가 끝내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면 활동을 종료하였다. 한 유아가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평균 4분 내외로 유아가 몰입하고 있는 시간이었으며, 내용의 길이는 A4용지 1
쪽 내외로 면담 시 회상할 수 있는 길이로 구성했다. 유아가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 연구자는 유아의 상상적 내러티브를 보이스레코더(idom K9-PRO)를 사용하여 녹음
하였다. 유아 1인당 평균 15개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파일 수는 총 335개, 분량은 총
1.62GB 이었다. 보이스레코더 녹음 기록은 컴퓨터에 저장한 후 당일 전사하였다.
2) 참여관찰
매일 유아들과 일과 내 함께 활동하기 위해서 담임교사의 보조교사로서 유아들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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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터 하원까지 유치원 생활 전체에 함께 참여하여 유아들의 생활모습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Creswell(2005)이 추천하는 질적 연구 기술 방법에 의거 연구자가 유아가 생활
하는 유치원 및 가정환경 등 유아를 둘러싼 배경 및 분위기, 특이한 사항 등을 모두 현
장일지로 기록하였다. 파일 수는 총 25개, 분량은 총 794KB 이었다.

3) 면담
(1) 참여 유아와의 면담
몇 가지의 질문을 기준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첫째, 유아가 자신이 구성
한 상상적 내러티브 내용을 회상할 수 있도록 내용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그러나 유아
가 내용 전체를 회상하는 것에 지루함을 느끼고 원하지 않을 경우엔 묻지 않았다. 둘째,
상상적 내러티브를 만든 유아가 주제와 사건, 등장인물 등을 설정한 의도를 알아보기 위
해 “왜 ○○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어?” 등의 질문을 하였다. 셋째, 상상적 내러티브
속 등장인물의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는 왜 이렇게 행동했어?” 등의 질문을 하였
다. 면담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보이스레코더(idom K9-PRO)를 사용하여 녹음하였으며,
면담 당일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한 후 전사하였다. 녹음 파일 수는 총 323개, 분량은
748MB 이었다.
(2) 담임교사와의 면담
유아의 생각, 느낌, 관점, 고민, 갈등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담임교사
와 유아의 상상적 내러티브나 유아의 가정 및 유치원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면담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보이스레코더(idom K9-PRO)를 사용하여 녹음하였으며 면
담 당일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한 후 전사하였다. 녹음 파일 수는 총 7개, 분량은 236MB
이었다.
(3) 학부모와의 면담
연구 초기에는 학부모와 연구자와의 래포(Rapport)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평소 상
호교류가 이루어진 담임교사가 유아의 상상적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화 면
담을 한 후 연구자에게 관련된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점차 유아들과 연구자의
래포(Rapport)형성이 이루어지고 학부모들이 연구자와 유아들의 상상적 내러티브 활동
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유아들의 하원 시에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부모들은
면담 내용의 녹음을 원치 않아 면담 내용은 손으로만 기록하였다. 이를 컴퓨터에 전사한
파일 수는 총 6개, 분량은 216MB 이었다.
(4) 기타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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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특성, 가정 배경 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생활기록부, 일화기록, 유아의
글, 그림, 작품 등을 수집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상상적 내러티브 내용, 현장일지, 면담기록과 생활기록부, 일화기록, 유아의
글, 그림 등을 정리하기, 나누기, 해석하기의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첫째, 수집된 모든 자료를 모아서 정리하였다. 자료를 상상적 내러티브 내용과 현장일
지, 유아와의 면담기록, 교사와의 면담기록, 학부모와의 면담기록, 기타 자료로 구분하여
수집한 날짜에 따라 모으고 수집한 순서에 따라 일련의 번호를 붙여 정리하였으며 한
눈에 찾아볼 수 있게 목록을 만들었다.
둘째, 자료에 대한 일련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 범주와 범주의 특징을 만드는 개방코딩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나누었다(Yin, 2013). 먼저 유아들의 상상적 내러티브를 자세히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내용에 나타난 특성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비슷한 특징을 보이
는 것끼리 범주로 추출 및 분류하고, 특징적인 점은 추출된 단어나 문장의 형식으로 범
주 목록에 표시하였다. 한 가지의 자료가 여러 개의 범주에 속하면 해당되는 범주 목록
에 모두 포함한 후 재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주요 특징을 추출하여 재분류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하위범주는 공통된 것끼리 상위범주로 묶어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제목으로 명
명하였다.
셋째, 범주화 된 자료에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석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일지와 면담기록 및 기타 자료를 근거로 활용하였으며(유기
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2), 연구 참여자들의 담임교사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
다. 또한 유치원 현장 경력이 있는 동료 대학원생 2명에게 유아들의 상상적 내러티브 자
료를 읽게 한 후 이야기를 만든 유아의 의도와 등장인물의 의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 된 후에는 유아교육전문가 1인이 검토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다.
Ⅳ.

유아의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의도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의도를 이야기를 만드는 유아의 의
도와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의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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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야기를 만드는 유아의 의도
유아들은 상상적 내러티브에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담아내거나 상
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1) 이야기 지식을 활용하려는 의도
나무반에서 유아들은 이야기 내용의 재미를 즐기기 위해서나 친구들과 교사에게 유능
성을 인정받아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상상적 내러티브를 사용하였다.
(1)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말하기
유아들은 상상적 내러티브 구성에 익숙하지 않거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즐기고 싶을
때 알고 있는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들려주는 경향을 보였다.
제목: 개와 고양이
어 어느 날 개와 고양이가 살았는데 어 가다가 둘 다 고기를 봤는데 어 둘은 다
투었는데 개가 먼저 가져갔는데 어 자기 강에 보이는 맛있는 고기가 있어서 소리를
지르다가 고기 고기는 강물에 빠지고 거기에서 개가 거기 그거 먹으려고 풍덩 들어
갔어요. 그래서 죽고 말았어요.
(2014. 6. 23. 상상적 내러티브 70-4 차비)

연구자: 차비야 이 이야기 차비가 어디서 들은 거야 아니면 차비 머릿속에서 생
각한 거야?
차 비: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아니요. 있는 이야기예요. (중략) 지금은 이거 밖
에 몰라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중략) 이것도 친구들 들려주세요.
(2014. 6. 23. 유아와의 면담 65 차비)
이야기 나무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 하던 차비는 ‘개와 고양이’ 이야기를 들려주
는 것으로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들은 이야기를 해준 것인지 지어낸 이야기인
지 묻자 기존에 알고 있던 이야기 지식을 활용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지금은 이렇게 밖
에 몰라요.”라고 하여 스스로 이야기를 구성할 자신이 없어서 기존의 이야기를 활용한
숨은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구성한 이야기도 새로 지은 이야기처럼 다음 날 친구들
에게 들려달라고 말하여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상적 내러티브 구성 능력을 인정받고 싶
어 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제목: 고양이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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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 한 마리 살았어요. (중략) 고양이는 어 주인한테 말했어요.“나한테 빗자
루랑 모자만 주세요.” (중략) 고양이가 말했어요. “왜냐면요 거인의 마법실력을 보
러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거인은 기분이 좋았어요. (중략) “이렇게 조그만 생쥐
로 변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어려울 거예요.”
(2014. 7. 4. 상상적 내러티브 221-7 으뜸)
으뜸이는 ‘장화신은 고양이’ 내용을 다시 들려주는 것으로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하
였다. 왜 장화 신은 고양이로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는지 으뜸이에게 질문하자 엄마한테
받은 게임기에서 봤으며, 재미있어서 친구들이 들을 수 있게 상상적 내러티브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의도가 직접 드러나도록 이야기 하였다. 이야기 지식을 활용하였지만 새로
운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의도로 들려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여러 이야기의 부분들로 하나의 이야기 만들기
유아들은 상상적 내러티브 구성을 위해 자신이 알고 있는 여러 이야기의 부분들을 활
용했다.
제목: 술 마신 호랑이
토끼랑 거북이랑 달리기 시합하고 있었는데 호랑이가 담배피고 있었어요. (중략)
토끼는 용왕님을 만났어요. 용왕님은 토끼를 보자 그랬는데 간을 먹는다 그랬어요.
용왕님은 간을 먹으면 나아요. 그렇지만 걔는 아주 아주 음 불쌍했어요. 어 수술을
하고 나서 못 살려서 간을 뺏어갔으니까 가파른 곳에 묻어주었어요. 끝.
(2014. 7. 7. 상상적 내러티브 209-9 라온)

연구자: 거북이랑 토끼는 어디서 들어봤어? (중략)
라 온: 우리가 만든 거 따라하고 싶었어요. (중략) 우리 좋아서.......
연구자: 그래. 그럼 호랑이 담배 피는 거랑 용왕님 이야기는?
라 온: 재미있어서....... 용왕님은 토끼랑 자라랑 이런 얘기 있거든요. 우리 엄마
전화기에.......
(2014. 7. 7. 유아와의 면담 200 라온)
라온이는 토끼와 거북이, 담배 피는 호랑이, 토끼와 자라의 세 가지 이야기를 넣어 하
나의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라온이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어떻게 생
각하게 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라온이는 ‘토끼와 거북이’는 우리가 만든 상상적 내러티
브 내용을 따라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용왕님’은 재미있었기 때문에 이야기 소재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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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호랑이가 담배’를 피는 것은 담임선생님과 면담한 결과
나무반에서 동물과 관련된 그림으로 이야기 짓기 활동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여러 이야기의 부분들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한 라온이에게 이야기
들을 합친 이유를 묻자 “다 재미있으니까.......”라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라온이가 흥미로
웠던 이야기들을 즐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한 것으로 해석되었
다.
제목: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
토끼하고 거북이가 살았어요. 토끼는 거북이한테 말했어요. “나하고 경주시합 할
래?.” 거북이가 “그래.” 했어요. (중략) 거북이가 이겼는데요. 거북이가 이겨가지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토끼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난 척
했던 걸 후회했어요.‘내가 잘난 척을 하지 말았을 걸.......’해서 후회를 했어요. (중략)
그리고 거북이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편지에 사과를 하고 편지를 쓰고 선물을 주었
어요. 끝이에요.
(2014. 7. 4. 상상적 내러티브 188-14 찬슬)

연구자: 왜 거북이랑 토끼 이야기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어?
찬 슬: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중략)
연구자: 아 그래요. 근데 왜 사과하는 것까지 넣고 싶었어?
찬 슬: 어 미안한 마음으로....... 잘난 척을 했으니까.
(2014. 7. 4. 유아와의 면담 178 찬슬)
찬슬이는 알고 있던 이야기 ‘거북이와 토끼’ 에 뒷이야기를 덧붙여서 상상적 내러티브
를 구성하였다. 연구자가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어 미안한 마음으로....... 잘난 척을 했으
니까.”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찬슬이가 거북이에 대한 토끼의 마음을 고려한 것으로, 등
장인물이 모두 행복한 엔딩으로 이야기를 완성시키고 싶은 의도가 숨어있는 것으로 해
석되었다.
제목: 라푼젤

(초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으뜸이를 웃으면서 바라보며) 왕자가 술을 먹었는데
왕자가 들어갔는데 공주는 후라이팬으로 (중략) 손이 끼인 거예요. (으뜸이가 재미
있어하며 웃는다.) 그래서 틱틱 이렇게 넣었어요. (중략) 그래가지고 왕자는 왕자는
그래가지고 화나면서 성 아래로 내려갔어요. 끝이에요.
(2014. 7. 4. 상상적 내러티브 194-3 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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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아의 상상적 내러티브는 기존에 있는 ‘라푼젤’ 이야기에 ‘술 먹은 왕자’, ‘옷장에 숨
는 왕자’ 등과 같은 새로운 장면들이 추가되어 완성되었다. 초아는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 옆에 앉아 있던 으뜸이의 반응을 보고 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거나 장면을
묘사하는 손동작이 과장되었다. 초아에게 직접 “왜 웃긴 거를 넣고 싶었어?”라고 물으니
“라푼젤 이야기 좋아하는 데요. 이야기가 더 재미있으라고 웃기게 넣었어요.”라고 대답
하였다. 따라서 초아는 좋아하는 이야기를 각색하여 이야기의 즐거움을 증진시키려고
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경험을 표현하려는 의도
유아들은 상상적 내러티브 속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전달하고 경험에 대한 자신의 의
미를 재구성하고 있었다.
(1)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기
유아들은 회상하고 싶은 경험을 일어나지 않은 일의 발생, 과거 시제의 미래 시제로의
변화 등의 허구적 요소를 포함하여 상상적 내러티브로 완성하였다.
제목: 브라주카

축구에서 브라주카 공으로 TV를 봤는데요. (중략) 진짜 사람이에요. 제 친구 박
지연 (중략) 같이 식당에서 밥도 먹고 같은 호텔에서 잠도 자고 또 놀고 자고 (중
략) 지호네는 승연이네랑 나랑 뽀로로파크랑 디보빌리지랑 같이 갔 딸기가 좋아도
갔어요. 그래가지고 승연이랑 나랑 할아버지 할머니는 같이 승연이네 집으로 가고
나는 우리 집으로 갔어요. 끝.
(2014. 7. 16. 상상적 내러티브 310-7 난이)
연구자: 여기 나오는 친구들은 진짜 난이가 아는 친구들 이름이야?
난 이: 동생들.......
연구자: 아 동생들이야? 그럼 이거 진짜 이야기야 지어낸 거야?
난 이: 지어낸 거.......
연구자: 동생들하고 진짜 있었던 일을 왜 이야기로 지었어?
난 이: 재미있었던 거 말해주고 싶어서요. 내가 좋았던 거니까.
(2014. 7. 16. 유아와의 면담 299 난이)
‘브라주카’의

내용은 난이가 승연이와 실제 했던 경험들로 경험을 회상한 것이었다.
연구자는 난이의 이야기를 연구 자료로 삼을 것인지 제외시킬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난
이가 상상적 내러티브 구성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난이는 면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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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낸 거.......”와 같이 말함으로써 상상적 내러티브임을 드러내었고, 이야기 내용 속에
서 미래 시제를 과거처럼 표현함으로써 상상적 내러티브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연구자
가 진짜 있었던 일을 상상적 내러티브로 지어낸 이유를 묻자 즐거웠던 경험을 회상하고,
연구자와 친구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내러티브를 구성하였음을 알려주었다.
선생님: 집에 가기 전에 오늘 친구들이 보낸 편지를 전해줄게요. (중략) 친구들이
매일 비슷한 내용으로 똑같은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는 것 같아. 그래서 편지지가
금방 금방 없어지는 것 같은데.......(중략)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초 롱: 다르게 써서 보내요. 다른 내용으로.......
우 리: 많이 쓰는 거가 더 안 좋은 거니까 아껴 써요.

(2014. 7. 8. 현장일지)

제목: 우체통
어떤 사람이 살았어요. 그 사람은 우체통을 너무 많이 있었어요. (중략) 근데 그
애가 많이 썼어요. 많이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이 안 쓰는 애가 “많
이 쓰는 애야. 많이 쓰는 거가 더 안 좋은 거야. 종이가 아깝잖아.”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많이 쓰는 애가 계속 그렇게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많이 안 쓰는
애가 어 이제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안 썼어요. 끝.
(2014. 7. 9. 상상적 내러티브 우리)
우리는 낭비되는 편지지에 대해 이야기 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날 상상적 내러티브
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담임선생님과 함께한 나눈
이야기를 내면화하기 위한 의도로 경험을 회상하여 상상적 내러티브를 만든 것으로 해
석되었다.

유아들은 경험을 소재로 이야기를 구성하면서도 상상적 내러티브가 되려면 현실이 아
닌 허구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인상 깊은 경험을 회상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하려는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어냈다고 설명하였다.
(2) 문제 상황을 만들고 해결하기
둘 이상의 등장인물과 하나 이상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 유아들의 상상적 내러티브에
는 문제 상황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유아들의 경험이 나타났다.
제목: 숨바꼭질을 해볼까요?
옛날에 돼지랑 닭, 강아지랑 고양이가 살았어요. 그 돼지랑 고양이 강아지 닭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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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오늘은 숨바꼭질을 하자고 그랬어요. (중략) 강아지는 나
무 뒤를 봤는데 닭 꼬리가 보였 (닭 위가 뭐였지?) 볏이 튀어나왔어요. 닭을 찾았고
또 이번에는 돌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돼지 귀가 보였어요. 강아지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어요. (중략) 이번에는 집 뒤에 찾아봤는데 파란집에 강아지는 숨어있는데
빨간집을 뒤에 찾아봤고 초록집 뒤에 찾아봤고 노란집 찾아봤고 마지막 집은 파란
집 뒤였어요. 파란집 뒤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중략) 그래가지고 다 찾았다 그래가
지고 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내일 또 하자고 그랬어요.
(2014. 7. 3. 상상적 내러티브 174-14 도담)
도담이는 숨바꼭질과 돼지, 닭, 강아지, 고양이의 신체적인 특징에 대한 내용으로 상
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하였다. 도담이가 연구자와의 면담에서 숨박꼭질을 해본 적이 있
으며 좋아한다는 대답을 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술래인 강아지가 닭의 볏을 보고 닭을 찾고, 돼지의 귀를 보고 돼지를 찾아내
는 장면은 담임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도담이가 유치원 현장학습으로 동물원에 다녀온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 술래들이 처음에 바로 못 찾고 다른데서 둘러보고 둘러보다가 마지막에
찾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중략)
도 담: 쉽게 찾으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2014. 7. 3. 유아와의 면담 164 도담)
그리고 술래가 된 동물들이 숨어 있는 동물들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문제 상황을 설정
한 이유를 “쉽게 찾으면 너무 재미없어가지고.......”라고 설명하여, 문제 상황을 의도적으
로 설정하여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완성시키려고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도담이가 상상적 내러티브에 문제 상황이라는 요소가 들어가면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3) 마음을 드려내려는 의도
나무반 유아들은 상상적 내러티브에서 자신을 등장인물로 넣어 의도적으로 자신이 원
하는 자아상, 친구에 대한 감정 등을 드러내거나 허구의 등장인물을 통해 자신의 취향,
해소하고 싶은 부정적인 감정 등을 드러내고 있었다.
(1) 마음을 반영하기
유아들은 상상적 내러티브 속에 자신과 친구를 등장인물로 설정하면서 마음을 드러내
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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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주와 발레리나
봄 봄: 봄봄이랑 봄봄이라는 공주하고 우리라는 공주하고 둘 다 여잔데 우리라
는 공주 드레스는 무지개 였고 봄봄이라는 드레스도 무지개였는데.......
(중략)
봄 봄: (고개를 끄덕이며) 괴물이 있었는데 그런데 라온이라는 괴물은 너무 나빠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었는데.......
(2014. 7. 14. 상상적 내러티브 264-21 우리 264-11 봄봄)

연구자: 여기에서 왜 우리랑 봄봄이는 공주로 하고 라온이는 괴물로 했어?
우 리: 그냥 라온이는 어 그 때 저를 팍팍팍 때렸.......
찬 슬: (우리 말에 끼어들며) 그리고 저한테 소리 질렀으니까.
우 리: 그리고 언제요. 초아 목 졸랐어요. 언제요.
연구자: 아 진짜? 그렇게 나쁘게 행동해서 괴물로 한 거예요?.
우 리: 네.
(2014. 7. 14. 유아와의 면담 253 우리, 봄봄)
매일같이 등원하며 담임선생님이나 연구자에게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설명하는 봄봄
이는 상상적 내러티브에서 등장인물이 된 자신을 무지개 드레스를 입은 공주로 표현하
였다. 또한 우리는 공주로 라온이는 괴물로 표현하였다. 연구자는 유아와의 면담을 통해
봄봄이가 평소 과격하게 행동한 라온이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를 통해 봄봄이와 우리의 상상적 내러티브 속 등장인물 설정은 의도된 것으로 해석되었
다.
유아들의 마음은 상상적 내러티브에서 허구적인 인물과의 동일시나 좋고 싫음의 마음
을 반영한 이야기 소재의 사용으로도 드러났다.
제목: 고양이가 초코렛을 사요.
고양이가 어느 날에 치카를 한 다음에 초코렛을 사러 갔어요. (중략) 초코렛가 맛
있고 그랬어요. 어느 날에 음 그 고양이가 딸기가 음 어 봤는데 딸기가 맛있게 생
겨서 딸기도 아침 저녁 마음껏 먹었어요. (중략) 그 고양이는 버섯은 싫어했어요.
버섯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중략) 부자처럼 그래서요 그 고양이들은 다 행복하게
가족처럼 다 살았어요.
(2014. 6. 18. 상상적 내러티브 27-1 아옹)

아옹이는 상상적 내러티브에서 등장인물 고양이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
는 것을 드러내었다. 연구자가 상상적 내러티브에 대해 아옹이에게 질문해보니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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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러티브 속에서 초코렛과 딸기는 좋아하고 버섯은 싫어하는 고양이는 실제 초코렛을
좋아하고 버섯은 싫어하는 아옹이의 모습과 똑같았다.
(2) 마음을 치유하기
유아들의 상상적 내러티브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거나 유아의 과거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희화화하는 등 마음을 치유하는 의도로 사용되었다.
제목: 동화 읽기는 어려워
여쪽에 나오는 건 준호에요. (중략) “동화읽기는 어려워” 그래가지고요. 그냥 대
충 읽었어요. 준호 엄마가 “책 똑바로 읽으라고 했지!”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준호
는 무서워가지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준호가 준호는 침대에서 자거든요. 준
호는 그 때 준호 어 책 속 안에서 공주하고 기사하고 왕자가 어 어 나타나 나왔어
요. (중략) 준호는 깨어나 보니 꿈이었어요.
(2014. 6. 19. 상상적 내러티브 35-6 찬슬)
찬슬이는 글씨를 잘 읽지 못하는 ‘준호’가 상상적 내러티브 안의 또 다른 허구 세계인
공주와 기사, 왕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안심하는 상황을 표현
하였다. 동화 읽기를 어려워하는 준호의 모습이 자세히 표현되어 연구자는 찬슬이에게
이렇게 동화를 읽는 친구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찬슬이는 “아기 때 저도 이런
동화 못 읽어가지고 언니가 읽어줬어요.”라고 대답하여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이 반영되었
음을 알려주었다.

연구자: 그렇구나. 근데 찬슬아, 꿈이라는 생각은 어떻게 한 거야?
찬 슬: 꿈이 아니면 무서워서 꿈이라고 해가지고 재미있는 걸로 했어요.
(2014. 6. 19. 유아와의 면담 31 찬슬)
그리고 “꿈이 아니면 무서워서 꿈이라고 해가지고 재미있는 걸로 했어요.”라고 말하
여 어릴 때 동화를 읽기 어려워했던 경험을 재미있었던 꿈으로 바꾸어 희화화하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찬슬이가 동화 읽기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을 희화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유아들은 의성어나 의태어를 활용하여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말소리
의 리듬감이 주는 즐거움이나 과격한 소리를 내는 통쾌함, 의미 없는 소리들이 주는 재
미 등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한울이가 의성어나 의태어 등 말소리가 들어간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건 6월
16일 오전부터 시작되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울던 한울이와 연구자가 한참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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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에 이야기 나무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목: 작고 큰 동물
(자신이 활동한 작품을 보며) 작고 큰 동물들 코끼리 하고 또 코끼리 기린, 오리,
오리, 거북이, 거북이, 사자, 기린, 토끼, 토끼 다 살고 있어요. 코끼리가 오리를 꾹
꾹 밟고 있어요. 어떤 다른 코끼리는 거북이를 꽉꽉 우당탕탕 밟고 있어요. 토끼는
코끼리 등에서 폴짝 뛰어왔고 사자 기린은 사자 위에 폴짝 폴짝 폴짝 뒤에 앉았고
그리고 거북이는 얼굴이 사자 이렇게 에게게게게게게 막 가라앉았고 갑자기 눈 갑
자기 눈이 내렸어요. 끝.
(2014. 6. 16. 상상적 내러티브 3-1 한울)

한울이는 ‘꾹꾹’, ‘꽉꽉 우당탕탕’ 등의 말소리를 구성하였다. 이런 말소리를 내며 재미
있어하던 한울이는 상상적 내러티브 활동이 끝나자 “선생님 나 이제 괜찮아요. 나 딱지
접고 그러고 있다가 갈래요.”라며 색종이 접기 영역으로 갔다. 이후에도 한울이는 기분
이 울적하거나 화가 났을 때 의성어나 의태어, 의미 없는 말소리 등이 들어간 상상적 내
러티브를 구성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울이가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식의 상상적 내러티브 구성을 활용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2. 등장인물의 의도
본 연구에서 등장인물들은 이야기를 만드는 유아의 감정이나 취향 등을 반영하여 동
일시되기도 하였지만, 등장인물 각각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가지고 있는 의도는 이
야기 전체에서 드러나는 이야기를 만드는 유아의 의도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유아가 등장인물의 의도를 통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자신의 의도와 구분되는 타인
의 관점, 해석, 감정 등을 그들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
유아들의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은 이야기를 만드는 유아가 현실 속에
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주변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반영하여 어떤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가 포함된 행동을 하였다.
(1) 함께하기
상상적 내러티브 속의 등장인물들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를 가질 때
나누기, 협동하기, 배려하기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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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찬슬이와 모이
어 어느 날 모이가 찬슬이를 만났는데 너무 반해버렸어요.
슬이한테 음 뽀뽀를 했어요. (이하 생략)

그래가지고 모이가 찬

(2014. 7. 14. 상상적 내러티브 267-15 바름)

연구자: 근데 바름아 여기서 모이가 찬슬이에게 반했다고 했잖아. 바름이가 생각
할 때 찬슬이가 예뻐서 그렇게 말한거야?
바 름: 아니요. 모이가 찬슬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중략)
연구자: 바름이는 좋으면 뽀뽀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어?
바 름: 엄마, 아빠가 저를 좋아해서 뽀뽀하잖아요.
(2014. 7. 14. 유아와의 면담 257 바름)
바름이가 구성한 상상적 내러티브에 대한 면담에서 바름이는 “모이가 찬슬이 예쁠 것
같아가지고.......”라는 말을 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바름이가 현실 속에서 모이가 찬슬
이를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상상적 내러티브 속
에서 모이가 찬슬이에게 뽀뽀한 이유를 “엄마, 아빠가 저를 좋아해서 뽀뽀하잖아요.”라
고 말하는 것을 통해 뽀뽀를 하는 행동이 좋아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활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목: 쿠키런과 선생님
쿠키런이 숲 속을 걷고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중략) 쿠키런이요. 무
서워가지고요. 못 뛰어내리려고 했는데요. 쿠키런은 모두다 힘을 합쳐가지고요. 계
단을 만들어서 쿠키 딱 한 쿠키런이 내려왔는데요. 그 다음은요. 어 먼저 내려온 쿠
키들이요. 쿠키 나머지 쿠키런들이 잡아가지고 집어가지고요. (중략) 밖에 나간 다
음에는 밖에서는 멀리 달아나지 않았 않았어요. 끝.
(2014. 7. 11. 상상적 내러티브 258-7 다운)

다운이는 상상적 내러티브에서 긍정적인 관계인 쿠키런들은 서로 협동하여 어려움을
극복했다. 협동하는 쿠키런들의 모습은 나무반 친구들이 유치원의 실외 놀이터 평균대
에서 서로를 도와주던 모습 같았다. 평균대에서 중심을 잃은 으뜸이가 떨어지려고 하자
으뜸이가 다치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다시 평균대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던
봄봄이의 모습과 비슷하였다. 따라서 그 모습을 보았던 다운이가 봄봄이의 입장에서 봄
봄이가 으뜸이에게 한 행동의 의도를 이해하고, 친구는 서로 돕는 사이로 협동한다는 것
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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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아지가 가요
(이전 생략) 고양이는 애기 고양이라가지구요. 고양이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매일
그 강아지가 가까이 왔을 때 매일 매일 뛰어다녔어요. (중략) 음 강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애기 고양이야. 나는 무서운 강아지가 아니야.” 그 고양이는 그 강아지가
그 강아지가 같이 친구가 됐어요.
(2014. 6. 19. 상상적 내러티브 33-3 아옹)

아옹이의 상상적 내러티브에서는 등장인물 강아지가 고양이에게 “애기 고양이야, 나
는 무서운 강아지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강아지는 고양이에게 왜 이
런 말을 하였는지 질문하였더니 “무서워하기 싫으니까요.”라는 대답을 하였다. 이를 통
해 강아지가 고양이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여 “애기 고양이야. 나는 무서운 강아지가
아니야.”라고 자신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
다. 이는 아옹이가 언니, 오빠와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이었다. 어머니와 면담을 해보니
언니, 오빠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아옹이가 뭘 싫어하는 것 같아 보이면 먼저 이건
어떠니까 괜찮은 거다.......”등의 설명을 해준다고 하였다. 아옹이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친사회적 행동을 가정에서 보고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에 담아냈음을 알 수 있었다.
(2) 편을 가르기
유아들의 상상적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갈등, 경쟁, 공격적인 행동 등을
통해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목: 가이드
어떤 돌고래가 아니 어떤 상어가 살았어요. 그 상어는 착한 상어였어요. 사람들을
안 물었어요. 근데 악어가 말했어요. “상어야 넌 왜 사람들을 안 잡아먹니?” “불쌍
하니까”하고 말했는데요. “우리가 불쌍하냐? 사람이 불쌍하냐?”고 했어요. 근데“우
리가 불쌍하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이 다 슬퍼했어요. 걔들은 사람편이
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말을 들었어요. 끝이에

요.

(2014. 6. 27. 상상적 내러티브 128-10 우리)

우리의 상상적 내러티브에서 상어와 악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다
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상어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악어는 동물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악어는 상어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우리가 불쌍
하냐? 사람이 불쌍하냐?”라고 물음으로써 동물과 사람을 편 가르기 하였다.
편을 가르는 것으로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은 담임선생님과 면담해 본 결과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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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반 여자아이들의 친구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여자아이들은 함께 놀이를 하
다가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너 00랑 놀거야?” “난 너랑 안 놀아. 00야
우리끼리 놀자.”라는 말을 하며 편을 가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부정적인
관계에서 친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
하는지를 상상적 내러티브 속에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제목: 토끼와 치타
치타가 토끼 어 치타하고 토끼가 있었는데 둘 다 고기를 보고 싸웠는데 치타가
이겼어요. 그런데 토끼가 깡충 뛰어오더니 고기를 뺏었는데 치타도 뺏으고 계속 뺏
었는데 어 치타가 죽었는데 어 고기 토끼가 혼자 다 먹었어요. 그런데 어 한 개가
더 혼자 먹으려고 나뒀는데 고기가 강물에 비춘 거예요. 어 먹으려다가 소리를 내
다가 강물에 빠졌어요.
(2014. 7. 16. 상상적 내러티브 297-12 차비)

연구자: 토끼랑 치타는 왜 싸웠어? (중략) 자기가 혼자 먹으려고? 왜 혼자 먹고
싶어 했어?
차 비: 먹이를 잘 못 찾으니까 자기가 먹을 고기를 갖고 싶어서요.
(2014. 7. 16. 유아와의 면담 286 차비)
하나의 목표를 두고 둘 이상의 등장인물이 경쟁관계를 이루는 상황에서 차비는 그들
이 경쟁하게 된 의도를 정확히 설명하였다. 토끼와 치타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고기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경쟁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를 통해 대인관
계 속에서 서로의 목표가 같을 때 사람들은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상
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을 차비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2)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의도
상상적 내러티브 속 등장인물들은 정형화된 인물로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선과 악, 참과 거짓에 대한 가치를 반영하는 의도를 담아 말이나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 이를 통해 유아가 타인의 관점에서 도덕적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지, 유아가
현실 속에서 바라보는 타인들은 도덕적 가치를 어떻게 구별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1) 선과 악으로 나누기
유아들은 상상적 내러티브 속 등장인물을 ‘착한 애’, ‘나쁜 애’ 또는 ‘좋은’, ‘나쁜’ 등의
말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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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닌자보의 전투, 싸움
어 착한 애랑 나쁜 애 싸우고 있었는데요. 착한 애가요 무기 써가지고요. 착하 착
하게 싸우고 있었는데요. (중략) 나쁜 애 다리가 검은 색으로 변해버렸어요. 다했는

데요.

(2014. 6. 16. 상상적 내러티브 11-1 영웅)

연구자: 영웅아, 착한 애랑 나쁜 애는 왜 싸우고 있었어?
영 웅: 착한 애랑 나쁜 애는 원래 싸우는 거예요.
(중략)
연구자: 그건 나쁜 거 아니야?
영 웅: 음....... 착한 애니까 착한 거예요.
(2014. 6. 16. 유아와의 면담 10 영웅)
영웅이는 상상적 내러티브에서 착한 애의 공격적인 행동을 나쁜 애의 어떤 행동에 대
한 반응으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므로 행동 자체는 나쁘지만 이해할 수 있다는 것
이 아니라, 착한 애니까 착한 행동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등장인물은 서로가 한 행동
의 의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나쁜 애가 벌을 받는 것으
로 결말을 구성하여 착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절대적인 선
과 악의 개념으로 도덕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평소 영웅이가 상
대방의 행동을 결과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과 같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영웅이가 선과
악이라는 도덕적 가치에서 타인의 관점, 해석, 감정 등이 담긴 행동의 의도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선과 악이 인물의 정형화된 성격으로 설정된다 하더라도 유아가 세상에는 다
양한 도덕적 가치를 가진 타인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등장인물이 도덕적 가치에 대
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반영된 의도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상상적 내러티브가 구성되
기도 하였다.
제목: 사자와 호랑이
어떤 어떤 사자가 있었는데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어 할아버지 애
완동물은 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또 나쁜 호랑이가 살고 있었는데 (중략) 구덩이가
두 개 파있었어요.“하나는 보석이 들어있다 그러고 하나는 똥이 들어있다”고 호랑이
가 말했어요. 그러고 보석을 열어보니 보석이 없었어요. 똥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똥이 있다는 걸 열어보니 보석이 있어서 가져갔는데 그걸 끓였는데 뭐가 나와 구슬
이 나와 가지고 구슬을 또 던져봤는데 사자가 나와 가지고 자기 사자를 또 데려와
가지고 할아버지 사자는 두 개 됐어요. (중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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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27. 상상적 내러티브 125-4 너울)
연구자: 할아버지가 땅을 파서 뭘 열었잖아. 왜 보석이 들어있다는 곳에는 똥이
들어있고 똥이 들어있다는 곳에는 보석이 들어있었어?
너 울: 호랑이가 어 호랑이가 속여 놓은 거.......
연구자: 아 속인 거예요? 왜 호랑이는 할아버지를 속였어요?
너 울: 자기가 보석 찾으려고....... 할아버지는 똥 가지라고.......
(2014. 6. 27. 유아와의 면담 116 너울)
연구자가 너울이에게 호랑이가 할아버지에게 보석이 있는 곳에는 똥이, 똥이 있는 곳
에는 보석이 있다고 말한 이유를 묻자 “자기가 보석 찾으려고.......”라고 대답하였다. 호
랑이가 보석을 차지하기 위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할아버지에게 “하나는 보석이 들어
있다 그러고 하나는 똥이 들어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
구자는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쁜 의도를 가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울이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도덕적 가치에 대한 옳고 그름을 고려하는 상상적 내러티브 속 등장인물들은 이야기
의 흐름 속에서 목적에 따라 악한 인물에서 선한 인물로 변화하고, 악한 행동에 대해 반
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 일어난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니
라 타인의 의도를 고려하여 생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목: 호랑이와 산신령
어느 날 호랑이가 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호랑이가요. 토끼를 발견한 거예
요. 근데요 산신령이 나타나서 “같이 나눠먹어야지. 너만 혼자 다 먹으면 벌을 내려
주겠다.”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싫다고 막 했어요. “그래 알겠다. 내일 다시 보자구
나.”했거든요. 근데 내일 다시 일어났는데 호랑이가 키가 좀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
고 잘못했다고 빌었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어 벌을 어 다시 되돌려주고 다시 하게
했어요. 호랑이는 그래가지고요. 어 이제부터 착한 일을 했거든요. 고기도 나눠먹었

어요.

(2014. 6. 16. 상상적 내러티브 2-1 찬슬)

상상적 내러티브 ‘호랑이와 산신령’에서 찬슬이는 욕심을 부렸던 호랑이가 산신령에게
벌을 받고 반성을 한 후 착하게 살았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찬슬이가 “욕
심을 부리는 것은 나쁜 거고 착하면 좋게 살 수 있으니까요.”라고 하는 대답 속에는 ‘착
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호랑이의 의도가 나타나 찬슬이가 타인의 행동을 선과 악의
- 66 -

한국유아교육연구 제17권 제1호

도덕적 가치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목: 나무꾼과 곰
옛날에 나무꾼이 살았어요. (중략) 집에 오는 길에 곰 한 마리가 돈을 삼백원만
달라고 했어요. 내일 갚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무꾼은 삼백원을 주었어요. 그래
서 진짜 곰이 곰이 돈을 맨날 갖다 주었어요. (중략) 근데 나무꾼은 자꾸 집에 나갔
다 오는데 곰이 돈을 주러 갔는데 집에 말이 없어가지고 자기를 무시하는 줄 알고
이번에는 똥을 갖다 주었어요. (중략)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 아저씨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나무꾼 밭에 이번에는 돌을 잔뜩 깔리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아
이가 그걸 보고 곰은 갔는데 “이 돌을 이 소중한 돌을 누가 놔두고 갔지?” 그래가
지고 곰은 화가 나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2014. 7. 4. 상상적 내러티브 199-16 도담)

연구자: 곰은 왜 똥을 갖다 줬어?
도 담: 어 집을 나갔는데 어 허락도 없이 자기를 무시하는 줄 알고 그래가지
고.......
연구자: 왜 어떤 아이는 나무꾼을 도와주려고 했어?
도 담: 나무꾼이 진짜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니까.......
(중략)
연구자: 근데 왜 어떤 아이는 소중한 돌이라고 말했어?
도 담: 곰을 이 세상에서 다른 나라로 이사 가게 하려고.......
(2014. 7. 4. 유아와의 면담 189 도담)
연구자는 도담이와의 면담에서 어떤 아이는 왜 나무꾼을 도와주게 되었는지 질문하였
다. 도담이는 곰이 나무꾼이 자신을 ‘무시한 줄 알고’ 똥과 돌을 가져다 주었지만, “나무
꾼이 진짜로 나빠서 그런 거는 아니니까.......”라고 대답하여 실제로 나무꾼은 그런 의도
가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나무꾼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고 나무꾼을 도와준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따라서 어떤 아이가 ‘소중한 돌’이라
고 말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곰이 심술이 나서 이사를 갔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연
구자는 도담이가 타인들은 사람의 행동을 결과보다 의도에 근거해서 판단할 수 있고, 상
대방의 생각을 예측하여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2) 참과 거짓으로 나누기
유아들은 상상적 내러티브 속 등장인물의 의도를 ‘가짜’, ‘진짜’ 또는 ‘솔직하게’,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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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등의 말로 표현하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참과 거짓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반영
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목: 나무와 나무꾼
언제 나무꾼이 나무하러 왔는데 어떤 나무가 시들어 있는데 그래서 심은 어떤 할
아버지가 그래서 심었는데 (중략) 나무꾼이 안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할아버
지가 진짜 화를 내서 거짓말 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화를 냈어요.
(2014. 7. 14. 상상적 내러티브 274-11 이든)

연구자: 이든아 여기서 나무꾼은 왜 거짓말을 했어?
이 든: 나무하러 갈 다른 산이 없어서.......
연구자: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 든: 왜냐면 자꾸 거짓말 쳤어요. 나무꾼이.......(중략)
연구자: 그럼 나무꾼이 솔직하게 말하면?
이 든: 그래도 나무를 계속 하니까 화나는데 그래도 덜 화나서 음....... 덜 화나
요.
(2014. 7. 14. 상상적 내러티브 274-11 이든)
이든이는 상상적 내러티브 ‘나무와 나무꾼’에서 할아버지 산 속에서 나무를 하는 나무
꾼과 심어놓은 나무가 자꾸 없어져서 속상한 할아버지를 등장인물로 설정하였다. 이든
이는 할아버지가 나무꾼이 의도적으로 한 거짓말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하였다. 연구자가
나무꾼이 “솔직하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을지 질문하자 “덜 화나요.”라는 대
답을 하여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
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이든이가 타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참과 거짓에 관련된 행
동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목: 토끼의 재판
언제 호랑이가 어슬렁 어슬렁 거리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누가 구덩이를 파놨는데
호랑이가 거기 미끄러져가지고 어 거기에 빠졌어요. (중략) 착한 나그네는 호랑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호랑이가 근데 근데 어 자기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그랬어요.
나그네가. 호랑이가 이랬어요.“아니예요. 은혜를 갚아야죠.”그래서 나그네가 통나무
를 구덩이에다 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빨리 달아나가지고 나그네를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중략) 토끼가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걸 제대로 봐야 알겠어요.”그러면 구
덩이로 해서 호랑이가 보여준다고 했어요. (중략) 토끼가“지금 어 이제야 다 알겠어
요.”이랬는데 그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바쁜 일 있다고 갔어요. 호랑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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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거기에 남아있었어요.

(2014. 6. 30. 상상적 내러티브 132-5 으뜸)

연구자: 토끼는 왜 나그네를 도와줬어?
으 뜸: 호랑이가 거짓말 한 걸 알고요. 나빠서.......
연구자: (중략) 호랑이는 왜 구덩이에 두고 갔어?
으 뜸: 호랑이 벌 받으라고요.
연구자: 아, 그러면 으뜸아 만약에 호랑이가 배고프다고 얘기를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중략)
으 뜸: 그럼 배 안고프게 도와줬을 것 같아요.
(2014. 6. 30. 상상적 내러티브 132-5 으뜸)
으뜸이는 알고 있는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들려준 상상적 내러티브 ‘토끼의 재판’을
통해서 참과 거짓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자가 으뜸이
에게 토끼가 호랑이를 두고 가버린 행동의 의도를 묻자 “호랑이 벌 받으라고요.”라는 대
답을 하였다. 호랑이에게 벌을 주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 호랑이가 배가 고프
다고 솔직하게 말했다면 나그네와 토끼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 것 같은지에 대해 질문을
하자 “그럼 배 안고프게 도와줬을 것 같아요.”라는 대답을 하여 참과 거짓에 대한 상이
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으뜸이가 타인의 참과 거짓에 대한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
고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해 보면 상상적 내러티
브에 나타난 이야기를 만드는 유아의 의도는 ‘이야기 지식을 활용하려는 의도’, ‘경험을
표현하려는 의도’, ‘마음을 드려내려는 의도’로 나타났다.
첫째, 유아들은 알고 있는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들려주거나 기존의 이야기가 각색된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하면서 이야기 지식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야기
지식을 활용하려는 의도는 유아가 재미있었던 이야기 내용을 회상하며 다시 즐거움을
느끼거나 친구에게 전달하려는 것으로 유아들은 등장인물의 대화를 상상하고, 이야기를
다시 꾸며서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연구(Raines & Isbell, 1994)와 일맥
상통한다. 또 유아들이 이야기 지식을 활용하는 것은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함으로써
유능성을 인정받으려는 것으로 이야기 짓기 활동에 관련된 그림이야기의 지식은 이야기
를 만드는 유아들의 능력과 관련이 있으며(Hudson & Shapiro, 1991), 유아들은 4,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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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가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하기 시작하며 타인에게 유능성을 인정받고 싶어 한
다(Shaffer & Kipp, 2012)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즉, 유아들은 이야기의 재미
를 즐기거나 유능성을 인정받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알고 있는 이야기를 상상적 내러티
브 구성을 위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유아들은 상상적 내러티브를 통해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재구성하며 유
아가 바라보는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하였다. 유아들은 인상 깊은 경험을 상상
적 내러티브의 주제로 사용하여 경험을 회상하려는 의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유아들이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와 관련이 있거나 과거 경험에 바탕을 둔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Paley, 1986)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Connelly와 Clandinin(1990)는 이야기
에 대한 연구는 인간 경험의 방법에 대한 연구라고 언급하며 이야기가 개인의 경험을
보여준다고 하였다(안지령, 2010, 재인용).
또 유아들은 경험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억력, 문제해
결능력 등의 인지 영역 기술의 발달과 상상적 내러티브 구성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상상적 내러티브는 논리적 설명과 연결의 과정에서 여러 상황과 관련된 적절한 언어 표
현과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어 유아들의 언어 및 인지발달을 보여주는
매개가 된다(Curenton & Lucas, 2007; Sperry & Sperry, 1996)는 연구들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유아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회상하거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을 내면화하고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재구성하기 위해 경험을 표현하려는 의도
를 가지고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유아들은 상상적 내러티브에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현실 세계의 인물들을 등장
인물로 설정하거나 허구의 등장인물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었다. 이는 유아들이
허구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없는 자신의 욕구나 동기를 채울 수 있다는 유
구종, 문주희, 김은아, 최승연(2013)의 연구와 유아들은 내러티브의 참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발달시킨다는 Miller와 Mehler(1994)의 연구, 주변 세계의 현상에 대한 사람들
의 인식은 각각 다르며 이는 사람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관찰할 수 있으므로 내러티브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Chafe(1990)의 연구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아들의 상상적 내러티브는 유아가 어떤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
거나 과거 경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희화화하는 등 마음을 치유하는 의도로도 사용
되었다. 이는 내러티브는 유아 개인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통로로서, 정신분석학에서는
무의식의 심층 상태를 드러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노영희(2013)의 연구와 유아들
은 꿈이나 동화 등과 같은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한다는 연구
(Kathryn, 2000)와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즉, 유아들은 상상적 내러티브에 자신의
마음을 반영하여 표현하거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상상적 내러티브를 활용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를 이해하고, 유아 자신의 삶에 대한 관점, 해석, 감정 등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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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그들이 구성한 상상적 내러티브를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연구들(노영희,
2013; 안지령, 2010; Miller & Sperry, 1988)을 뒷받침 한다고 할 수 있다.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의도는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의도’로 나타났다.
첫째, 유아들의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은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 의도
가 포함된 행동을 하였다. 학자들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친구관계는 유아들이 상호
작용하는 행동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다(신유림, 2004; Erwin, 2001). 등
장인물들의 행동은 이야기를 만드는 유아가 현실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주변 인
물들의 말과 행동을 반영한 것으로 유아가 타인의 말과 행동을 의도에 기반을 두어 이
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었다. 이는 4세 이상의 유아들이 행위자의 의도를 고려하
고, 의도가 포함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연구들(Barthsch & Wellman, 1995)과 일맥상통
한 것으로 등장인물들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를 가질 때는 나누기, 협동
하기, 배려하기 등의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여주었다. 이는 유아들은 친구를 도와주거나
함께 협력하는 행동을 통해서 친구관계를 형성한다는 홍정선, 이재숙(2007)의 연구와 김
희태(2001)의 연구와 연결되어 해석되었다. 유아들은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타인의 의도
를 이해하고 친구관계를 형성할 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상적 내러티
브 속의 등장인물의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다.
등장인물들이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의도를 가질 때는 갈등, 경쟁, 공격적인 행동
등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나 친구와의 상호작
용 속에서 부정적인 정서나 갈등을 경험하고(정윤희, 김희진, 2002), 유아들의 갈등해결
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김희태(2001)의 연구와 친구관계는 친교, 친밀감, 편안함
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갈등, 경쟁, 배신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
다(신유림, 2004)는 연구와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의 대인관계 기술은 조망수용능력이나 마음이론 등의 발달과 밀
접한 관련이 있으며(Slaughter, Denniss, & Pritchard, 2002), 조망수용능력이나 마음이
론 등은 그림이나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에 대한 유아들의 표현을 통해 발
달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연구들(송영주, 2003; 이영자, 이지현, 2006; Astington,
2007)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등장인물들의 관계
에서 묘사되는 행동들은 유아들이 실제로 친구관계에서 행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을 반
영하고 있는 것으로 유아가 타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의도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등장인물들은 선과 악, 참과 거짓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이것
들을 구별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을 통해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의도를 보여주
었다. 많은 학자들은 유아들이 의도를 고려하여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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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왔다(정현심, 이순형, 2004; Nelson, 1980). 등장인물들이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구별하는 모습은 유아들의 도덕적 판단에서 의도가 사용되는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이야기를 사용하여 등장인물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유아들
의 반응을 살펴보는 연구들(김시은, 정영숙, 2000)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등장인물들이 선과 악을 의도에 의해 추론하지 못하는 모습은 8세 이하의 아동은 제
시된 이야기에서 등장인물 행위의 결과에 의존하는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연구(Piaget,
1932; 김시은, 정영숙, 2000, 재인용)와 맥을 같이한다. 등장인물들이 상대방의 의도를 바
탕으로 도덕적 가치를 고려하는 모습은 유아들이 이야기 속 등장인물 행위의 의도에 대
해 이해하며 도덕적 판단을 하였다는 연구결과(김시은, 정영숙, 2000)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등장인물들인 참과 거짓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속임수를 활용하는
모습은 4세 이상이 되면 사람이 타인의 생각을 조작하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이해한다는 연구(김혜리, 2000)와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가 대인관계에서 상호간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고 있는
지 알아보고, 유아를 둘러싼 세계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타인의 관점, 해석, 감정 등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이 구성한 상상적 내러티브를 탐색해야한다는 연구(송영주, 2003; 이
영자, 이지현, 2006; Berman & Slobin, 1994)들을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담아내거나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하기 위해 이야기 지식을 활용하려는 의도, 경험
을 표현하려는 의도, 마음을 드려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상상적 내러티브를 구성한다.
둘째,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등장인물은 유아가 대인관계에서 상호간의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유아를 둘러싼 세계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타인의 관
점, 해석, 감정 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반영하여 관계를 맺으려는 의도, 도덕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과 행동을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이야기를 만드는 유아의 의도를 통해 유아
의 세계에 대한 관점, 해석, 감정 등을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의 의도가 유아의
사회적 관계 및 생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유아의 양육 및
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상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의도를 통해 유아가 다양한 사
람들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
로 도덕적 가치에 대한 유아의 생각과 경험을 파악하여,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 형성을
위한 교수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가 요구된다.

- 72 -

한국유아교육연구 제17권 제1호

참고문헌
김시은, 정영숙(2000).

도덕판단에서 취학전 아동의 의도 사용과 의도성 구분의 발달. 한국
심리학회지: 발달, 13(1), 49-64.
김혜리(2000). 어린 아동의 실제정서와 표면정서의 이해: 아동의 마음이론. 한국심리학회
지: 발달, 13(1), 1-19.
김호(2014). 유아의 인지능력과 창의성이 상상적 내러티브 구조의 통일성과 응집성에 미치
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5(2), 185-201.
김희태(2001). 유아들의 사회적 관계, 갈등, 그리고 사회적 맥락. 유아교육학논집, 5(2),
69-87.
노영희(2013). 내러티브의 유아교육적 함의. 한국유아교육연구, 15(2), 5-28.
송영주(2003). 이야기 만들기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마음에 대한 이해. 대한가정학회지,
41(1), 27-38.
송영주(2009). 이야기 만들기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마음관련 표현과 마음이론간 관계. 열
린유아교육연구, 14(3), 425-446.
신유림(2004). 유아의 친구관계 특성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6), 27-42.
안지령(2010). 유아 이야기에 대한 고찰: 그 잠재성과 가능성. 아동교육, 19(4), 189-198.
유구종, 문주희, 김은아, 최승연(2013). 종이책, 멀티전자책, 스마트전자책을 활용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에서의 가상적 내러티브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8(2), 389-413.
이영자, 이지현(2006). 유아의 개인적․가상적 내러티브에 나타난 정신상태 용어, 내러티브
수준, 마음이론, 어휘 수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1(1), 153-178.
임종식(1999). 의도: 철학적 규명. 서울: 로뎀나무.
정윤희, 김희진(2002). 유아가 인식하는 부정적 정서와 반응. 아동학회지, 23(2), 31-47.
정현심, 이순형(2004). 3세 및 5세 유아의 의도조망과 인지적 단서활용의 관계. 인간발달연
구, 11(4), 95-114.
Astington, J. W. (2007) 아동의 마음 발견하기 (송순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1993 출판)
Berman, R. A., & Slobin, D. I. (1994). Relating events in narrative: A crosslinguistic
developmental study. Hillsdale, NJ: Erlbaum.
Bratman, M. E. (1987). Intentions, plans, and practical reas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73 -

한국유아교육연구 제17권 제1호

Chafe, W. (1990). Some things that narratives tell us about the mind. In B. K. Britton
& A. D. Pellegrini (Eds.), N arrative thought and narrative language (pp. 79-9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Creswell, J. W. (2005). 질적연구방법론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
지사. (원저 1998 출판)
Curenton, S. M., & Lucas, T. D. (2007). Assessing young children's oral narrative
skills: The story pyramid framework. In K. L. Pence (Ed.), Assessment in
Emergent Literacy (pp. 377-432). San Diego, CA: Plural.
Erwin, P. (2001).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친구관계 (박영신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원저
1998 출판)
Hudson, J. A., & Shapiro, L. R. (1991). From knowing to telling: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cripts, stories, and personal narratives. In A. McCabe & C. Peterson
(Eds.), Developing narrative structure (pp. 89-136).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Kathryn, H. (2000). 환상과 미메시스 (한창엽 역). 서울: 푸른나무. (원저 1945 출판)
Leslie, A. M. (1987). Pretence and representation: The origin of theory of mind.
Psychological Review, 94, 412-426.
McCabe, A., & Peterson, C. (1991). Getting the story: A longitudinal study of parental
styles in eliciting narratives and developing narrative skill. In A. McCabe & C.
Peterson (Eds.), Developing narrative structure (pp. 217-25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McTaggart. L. (2012). 생각의 힘을 실험하다: 나와 세상을 바꾸는 생각의 힘 (박중서
역). 서울: 두레. (원저 2007 출판)
Miller, P. J., & Mehler, R. A. (1994). The power of personal storytelling in families
and kindergartens. The need for story: Cultural diversity in classroom and
community, 38-54.
Miller, P. J., & Sperry, L. L. (1988). Early talk about the past: The origins of
conversational stories of personal experience. Journal of Child Language, 15,
293-315.
Nelson, S. A. (1980). Factors influencing young children's use of motives and
outcomes as moral criteria. Child Development, 51, 823-829.
- 74 -

한국유아교육연구 제17권 제1호

Nicolopoulou, A. (1997). Children and narratives: Toward an interpretive and
sociocultural approach. In M. Bamberg (Ed.), Narrative development: Six
approaches (pp. 179-215).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aley, V. G. (1986). Mollie is three: Growing up in school.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itcher, E. G., & Prelinger, E. (1963). Children tell stories: An analysis of fantasy.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Raines, S. C., & Isbell, R. (1994). Stories, children’s literature in early education. NY:
Delmar.
Searle, J. R. (2009). 지향성: 심리철학 소론 (심철호 역). 파주: 나남. (원저 1983 출판)
Shaffer, D. R., & Kipp, K. (2012). 발달심리학 (송길연, 장유경, 이지연, 정윤경 역). 서울:
센게이지러닝코리아. (원저 2010 출판)
Slaughter, V., Denniss, M. J., & Pritchard, M. (2002). Theory of mind and peer
acceptance in preschool children.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0(4), 545-564.
Sperry, L. L., & Sperry, D. E. (1996). Early development of narrative skills. Cognitive
Development, 11(3), 443-465.
Stein, N. L., & Albro, E. R. (1997). Building complexity and coherence: Children's use
of goal-structured knowledge in telling stories. In M. Bamberg (Ed.), Narrative
development: Six approaches (pp. 137-174).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Trabasso, T., & Nickels, M. (1992). The development of goal plans of action in the
narration of a picture story. Discourse Process, 15, 249-275.
Wellman, H. M. (1990). The Child's theory of mind. Cambridge. MA: Bradford Books.
Yin, R. K. (2013). 질적 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박지연, 이숙향, 김남희 역). 서울: 학
지사. (원저 2011 출판)

- 75 -

한국유아교육연구 제17권 제1호

ABSTRACT

The exploration of intention
in the fantasy narrative of children
Oh, Ah-Reu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elp you understand specifically and meaningfully
children’s intention in the fantasy narrative by looking deep into their intention, stories
and characters. This study sampled 24 five-year-old children in the Tree class of the
kindergarten affiliated with W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Y gu, Seoul as the
subjects for study.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June 16th to July 18th, 2013.
During this period, contents of fantasy narrative and various data to conduct this
study were gathered. The method of data gathering was participant observation and
conversation and other data collection. While staying in the kindergarten for participant
observation, I wrote a field diary and interviewed each child, their parents and
teachers. In addition, I referred to life record and anecdotal records such as proposals
and daily plan, and collected children’s works which is related to fantasy narrative
such as articles, pictures, works and so on. The collected data were organized, divided
and analyzed through the three stages of interpre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 have three different intentions which are ‘taking advantage
of knowledge of story’, ‘expressing the experience’, ‘revealing the mind’. Second,
characters’ intention in children’s stories were ‘intention to forge relationships’,
‘intention to reflect the mor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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