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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만 5세· 6세 아를 대상으로 그림이야기책 회상에 기초한 가상놀이와 이
야기구술에서의 유아들의 표상능력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양적 연구이다 . 연구의 초점
은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 구술집단의 시간대Ⅰ (연구당일 )에서 표상능력에 대한 차이 ,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집단의 시간대Ⅱ (일주일 경과 후 )에서 표상 능력에 대한 차
이 ,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집단 사이에 그림과 인형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의 조건
인 시간대Ⅲ ( 10일경과 후 )에서 유아의 표상 능력에 대한 차이 , 그리고 추론Ⅰ
(e nc o d ing )과 추론Ⅱ (infe re nc e )의 질문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
의 d a t a 에 의하면 시간대Ⅰ과 시간대Ⅱ의 이야기구술집단보다는 가상놀이 집단의 유아
들이 그림이야기책에 기초한 표상능력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고 시간대Ⅲ에
서는 유의도가 나타나지 않았다 . 또한 추론Ⅰ (e nc o d in g )과 추론Ⅱ (infe re nc e )의 질문
측정에서는 시간대Ⅲ의 추론Ⅰ (e n c o d ing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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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이해하며 그 이야기를 통하여 놀이와 연계한다는 것은 유아교육
에 있어서 발달 적인 근원이며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야기
가 유아들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며 유아들의 삶에 대한 가치와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특히 이야기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과의 정서적인 일치감을 얻을 수 있게 하고
그로부터 안정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감정 이입과 공감 그리고 감정과 행동간의 관계를 탐
색할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야기는 유아들의 삶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의의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글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
를 상세히 회상해 내며, 인과관계를 인지하고 정보나 기타의 상황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Morrow(1992)에 의하면 이야기의 자유회상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방법은 자유회상에 기인한 이야기 다시 말하기의 테스트(free recall story retelling test), 자유회
상으로 이야기 다시 쓰기의 테스트(free recall story rewriting test), 이야기 회상에 기인한 이해
도 테스트(probed recall comprehension test)를 들고 있다. 그런 즉 이야기 회상에 기인한 이야기
재구성이나 환상 극 놀이 혹은 가상놀이에 적용해 본다면 이야기 이해증진을 가져올 수 있
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Harvard Project Zero에서 연구자들은 놀이와 이야기 구술이 마치 상징화의 흐름(Stream of
Symbolization) 같이 동시에 출현하고 있으며 화술에 관련된 기본적인 기교를 놀이하는 가운데
배우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아들의 나이가 5세가 되면 주변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가상
놀이에 열중하게 되는데 동화 속의 주인공을 떠올리면서 둘 혹은 그 이상의 주인공들의 행
동을 연출하기도 한다(Wolf, 1984). 또한 French, Lucariello, Seidman & Nelson(1985)은 유아들의
화술이 가상놀이 안에서 출현되고 있는데 이는 그림책에 기초한 내용이며 등장인물의 역할
들을 유아들이 이해하고 있는 증거라고 일축했다. Sachs, Goldman & Chaille(1985) 역시 5세 유
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바 있는데 유아들이 그림이야기책의 본문을 이해한다는 것은 유아
들이 안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놀이를 구성함과 동시에 창의적인 놀
이구성으로 인도될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또한 Hudson(1991)에 의하면 이야기를 구술하거나
이야기 짓기 활동에 관련된 그림이야기의 지식은 이야기를 창안하기 위한 유아들의 능력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러한 관건은 궁극적으로 친근한 소재에 기초한다고 부
언하였으며 어린 유아보다는 나이가 많은 유아들이 유창한 구술능력과 능동적인 행동묘사를
보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Hudson 과 Shapiro(1991)는 4세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유도하기 위하
여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하였는데 대부분의 4세 유아들은 이야기를 구사하였으며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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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글 없는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이야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가상놀이화 한다는 것은
유아들에게 흥미와 가치와 교육적인 의의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아
기 때의 놀이 또한 중요한 학습과정으로 유아는 놀이를 통해서 학습하고 삶을 발전시켜 나
가기 때문에 유아의 놀이가 단순한 유희가 아닌 성장과 성숙 그리고 발달의 의미가 내포되
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는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보다는 행동
으로 표출하며 특히 놀이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으므로 이야기와 관련된
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사고와 논리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들이 이야기를 회상하며 가상놀이에 참여한다는 것은 삶을 개척하고 발견해나가는 새
로운 사실의 한 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상놀이 속에서 유아들은 엄마나 아
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는 순간 순간 역할을 바꾸어가며 자신의 세계를 구
축해 나가며 유아 자신의 감정을 놀이를 통해서 조명하고있다. 조그만 자전거를 타고 다니
며 성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유아자신들만의 독특한 상상의 날개를 펼치기도 하고 로케트를
타고 우주를 나는 우주인이 되기도 하며 때론 작은 상자 속에서 산 속 같은 동굴을 상상하
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림 이야기에 기초한 가상놀이는 유아의 상상력을 발달시켜 창의력을
유도하며 가족을 비롯한 성인의 역할을 경험하면서 타인에 대한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
시에 억압된 감정을 완화시키고 생활에 필요한 예절과 규범을 실천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
도와 습관을 형성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이야기책을 들은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놀이와 이야기구술
을 실시하여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 집단 사이에서 유아의 표상능력에 대한 차이를 측
정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집단의 시간대Ⅰ(연구당일)에서 유아의 표상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집단 사이에 그림과 인형을 제시했던 조건인 시간대Ⅱ(일주
일 경과 후) 에서 유아의 표상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집단 사이에 그림과 인형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의 조건인
시간대Ⅲ(10일 경과 후) 에서 유아의 표상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4.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집단을 연령별(5세, 6세)로 나누었을 때 추론적인 질문
(encoding, inference)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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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 놀이 : 가상놀이와 발달적 관계
놀이는 유아들이 언어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복잡하고 세부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그러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놀이형태에 따라 끊임없이 모방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적, 정의
적, 사회적, 도덕적, 신체적인 발달을 도모해나가는 것이다. 유아들의 놀이, 특히 소꿉놀이
혹은 역할놀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상놀이를 통하여 유아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엄마, 아빠,
의사, 간호원)등에 적절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야기구술 혹은 언어발달이 자연스럽게 이
루어진다. 또한 유아들은 가상놀이를 통하여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또래 친구들의 말을 듣고 모방함으로써 자기중심적인 언어로부터 벗어나 의사소통능력
을 기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가상놀이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용되는 사물
즉, 그림이나 인형 등에 대한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된다. 또한 가상놀이는 유
아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차원으로 인
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유아들을 흥분하게 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또 하나
의 매개체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은 모든 경험은 하
나의 의미 있는 성장과 성숙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것들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흥분하게 만드
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유아들이 부모가 되어보기도 하고, 운전사, 가게주인,
기타 다양한 역할을 해 볼 때 유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이나 좌절감, 그리고 욕구 불만
이 해소되며 삶의 한 가운데 잠재되어있는 어두운 성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상놀이는 인지발달과 사회성발달의 한 문맥으로서 주목받
아왔다.
Piaget(1962)는 유아들의 가상놀이가 유아의 지적발달과, 유연한 사고의 형성 그리고 창조
력발달의 한 매개체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놀이의 과정을 통하여 지식을 구성
해나가는 인지발달 혹은 지적발달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구성주의 이론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인 기초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Vygotsky(1967)는 놀이가 유아발달
에서 결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유아가 가상놀이를 하는 동안 자유스럽게 하나
의 틀을 마련하고 유아자신의 상황추이에 따라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단계로 나타내고 있
다. 예를 들면, 유아가 사물에 변형(object transformation)을 가할 때 그 사물에 가상적으로 표
상을 한 다음 그 사물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이용한다는 것이다. 마치 유아가 가지고있는
가짜 전화기를 실제의 전화기인 것처럼 전화하는 흉내를 내거나 혼자 독백으로 말을 주고받
는 형태를 취하는 모습일거라고 학자들은 시사하고 있다.
유아가 4세가 되면 가상(pretense) 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있는 의미를 이해하게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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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끼리의 가상놀이 속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Fein(1981)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
므로 Fein에 의하면 유아들이 역할놀이를 한다는 것은 타인을 동일시하거나 특징지어보려고
하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또한 3세에서 5세사이의 역할놀
이는 대부분의 유아기 때 볼 수 있는 형태이며 3세 이전에는 주로 유아자신이 언급된 상황
으로 표출하고 있음도 명백히 구축하였다.
Harris와 Kavanaugh(1993)의 제안에 의하면 가상놀이란 가상적인 상태를 이해한다는 것과
화술 적인 모색을 이해하는 상황이 함축되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가상놀이에 대한 유아
들의 행동은 게임을 가상하는 놀이뿐만 아니라 화술 적인 면에 반응하는 즉 이지적인 기초
를 형성함을 함축하고 있다.
Leslie 또한 영아가 태어나서 최초로 세상과 표상하고 있음을 묘사하였으며 직접 세상을 바
라봄으로써 표상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아이의 바나나에 대한 최초의 표상이 이뤄
질 때 바나나가 전화로 가상됨을 보는 순간 본래 가지고 있던 그 표상의 본질이 상당히 방
해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그 아이는 바나나를 주변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은 바나나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가상놀이의 활용을
위하여 표상 적인 체계를 발달시켜나가게 된다. Leslie는 그러한 표상적인 상황을 정신적인
상태의 이해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 로 명명하고 있다. Leslie(1987)가 생각하고 있는 또 하
나의 표상은 초표상(metarepresentation) 인데 그것은 두 번째 표상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표상이란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대치될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다.
Lillard(1993)에 의하면 가상(pretense)이란 항상 정신적인 표상을 수반하게되고 때론 행동이
뒤따르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것은 가상에 있어서 정신적인 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로
하는데 다시 말하면 변화된 표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마치 한 인형이 엄마인 것처럼 표상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또한 누군가가 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아기인 것처럼 연
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상황은 행동구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로 한다. 표상 적인
구성이란 행동과 표상 둘 다 가상적인 연기로서 결정적인 상황으로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가상놀이를 하는 도중 한 인형이 토끼가 될 때 토끼로 가상한 유아는 정신적인 표상으로 이
해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위의 상황과 비추어 Leslie의 주장은 가상놀이가 정신적인 표상을 나
타내는 초기적응력 단계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가상 놀이의 이론들은 인
지발달 안에서 주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상 이라는 출현은 근본적인 인지변화 아래
놓여진 것으로 일제히 연구자들은 제안하고 있다.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가상놀이의 본질은 가상놀이의 발달을 위한 인지구조로 나타낼 수
있는데 즉 그것은 가상놀이가 근접발달지대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로 작용함을 말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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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야기 이해와 표상
유아들이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것과 이야기 구술은 유아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
용하고 있다. 유아들은 옛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실제적인 사건이나 상상의 이야기를 나누
기도 하며 또한 유아 나름대로 이야기를 말하고 들으면서 자라난다. 유아들은 이야기와 더
불어 문학의 세계를 넓혀나가고 직접경험 혹은 간접경험을 체험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서두와 결말을 인식하게 되며 이야기의 구조와 주인공의 특징 등 다양한
형태를 인지하게 된다.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과 문해 발달사이의 관계는 잘 정립되어 있으며 특히
학령전 유아들에게 매우 유익한 상황을 학자들은 시사하고 있다.
유아들의 언어발달, 특히 구문론과 어휘발달에 있어서는 크게 소리내어 읽어줄 때 한층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그림책 읽기를 통하여 문해 발달의 기교
를 발달시킬 수 있으며 교사가 어떻게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유아들의 이야기 이해도에 영향
을 끼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게다가 성인들과의 상호작용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발전시키
는데 도움을 주며 구두언어와 이야기구조의 감각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논증 한바
있다.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준다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데
그 이유는 유아들이 복잡한 이야기 구조를 회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말할 수 있겠
다. 즉 이야기의 반복 혹은 이야기의 회상 등은 이야기 내용 안에서 단어와 사건의 반복 등
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유아들에게 부가적인 설명과 함께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야기내용
을 다시 말해보게 한다는 것은 그림이나 인형 등을 활용하여 유아들로 하여금 내용을 생각
하여 그림을 나타내보게 함으로써 유아 나름대로 이야기를 창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Pellegrini와 Galda(1982)에 의하면 유아들의 이야기 이해와 반복해서 말해보는 연습은 유아
들이 즐기는 역할놀이를 통해서 이야기의 재구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또래끼리의
상호작용이나 적극적인 참여 형태로 발전해갈 수 있다고 묘사하였다. 유사한 상황에서
Amato와 Zoegler(1973)는 이야기를 재구성하는데서 능동적인 놀이형태가 나타나며 화자와 청
자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궁극적으로 유아가 이야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일관된 표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많은 정신적인 표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표상은 문
맥의 표상을 말하는 것으로 단어와 문장의 표상으로 일컬어진다. 일부학자들에 따르면 표상
의 기초는 이야기 안에서의 사고와 문장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중요한 과정으로 연결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를 다루었던 학자들은 Nezworski, Stein 그리고 Trabasso(1982)인데 주로
문법의 형태 가운데서 구조적인 표상이 나타남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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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bin과 Gardner(1989)는 유아가 이야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야기에 대한 개념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이야기를 하나의 동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동화가 갖추어야
할 적합한 구성 요소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유아로 하여금 이야기를 보다
잘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야기 스키마(Story Schema)를 들 수 있다. 이야기
스키마는 사람들이 이야기 구조에 대해 갖고 있는 일련의 지식구조로 이야기에 나타나는 사
건과 구성요소들의 형태, 이야기사건과 행위가 순서지어지는 패턴에 관한 개념, 이야기의 언
어적 패턴 또는 대화나 역할수행 패턴 등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들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이야기 스키마는 유아들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채종옥, 2001).
또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교사들이 활용하는 여러 전략들 가운데 그림이나 인형을 동반하
여 가상놀이나 이야기구술에 적용해 본다면 이야기에 대한 이해나 가상놀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야기를 읽어주는 동안 교사와 유아가 이야기를 읽는
활동과 이야기를 다 읽어주고 난 다음 실시하는 이야기와 관련된 들은 이야기 다시 말해보
기, 환상 극놀이, 가상놀이 또는 일주일에서 10일정도 경과된 후에 다시 이야기 꾸며보기 등
이야기 이해 증진과 놀이활동 등은 유아의 기억력 증진과 회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 가상놀이와 언어와의 관계
대체로 가상놀이는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형성되므로 유아들의 흥미 있어하고 즐기는 가
운데 언어발달이 효과적으로 증진된다고 할 수 있겠다. 언어의 발달은 유아들이 가상놀이를
하는 동안 가작화 요소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가상놀이의 언어는 역할대치, 사물대치, 행동대
치, 상황대치의 4가지 형태로 설명하고 있다.(신선희, 1997)
가상놀이와 유아언어발달과의 밀접한 관련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촉진될 수 있음을 말
하고자 한다.
첫째, 유아들의 상상력을 촉진시킨다. 유아들이 가상놀이를 하는 동안 대상이나 상황을 연
출하게 되므로 상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되며 이해와 표현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
개체 역할을 통하여 언어의 성장과 회상을 촉진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유아의 회상능력을 발달시킨다. 회상(recall)이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어떤 사
건이나 상황을 떠올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극화활동이나 가상놀이를 통하여 재연
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재연의 기회는 회상능력과 언어발달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유아들이 가상놀이를 하는 동안 시각 및 청각 변별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데 이는
적절한 시각적 단서 및 청각적 단서를 파악하게 되어 언어학습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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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가상놀이를 통하여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능력을 발전시킨다. 유아들의 가상놀이는
역할놀이로 대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과 타인의 역할 사이에서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며 그 새로운 어떤 것에 대한 의사소통능력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가상놀이는 사회적으로 적절한 언어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가상놀이를 연출하는 동안 적재적소에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할지 언어사용능력이 생겨나며
자신의 역할에 알맞은 용어에 익숙해지고 타인의 언어에도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게된다.
여섯째, 유아들의 가상놀이는 비언어적인 동작으로 표현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움직
임을 보이며 동작행위를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는 말과 더불어 동작이 수반되기 때문에 효
과적인 의사소통의 한 보조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밖에도 Smilansky(1968)는 가상적 동작과 언어가 수반된 모방적 행동은 유아의 상상력을
확대시키고 이야기를 통하여 놀이의 역할과 행동방향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타인과 자신의 내적인 대화에 민감하게 되고 대화를 통해 새로운 어휘와 개념에 익숙하게된
다고 지적하였다.
Smith(1990)에 의하면 유아들의 사회 가상놀이는 언어를 익힐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
공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언어발달에도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궁극적으로 가상놀이와 언어발달과의 관계는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으며 놀이를 통하여 의
사소통의 기술을 발달시켜나가고 어휘나 문법, 그리고 문장전체까지 익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Saltz와 Johnson(1974)의 연구에 의하면 그림이야기책의 등장인물과 장면을 극화할 수 있는
주제상상훈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지시적인 교육 집단과 비 지시적인 주제상상
훈련의 두 집단을 선정하여 비교 연구한 결과 그림이야기책의 내용에 따라 역할놀이에 참여
하는 참여 도와 지능, 감정, 이야기 이해력, 이야기 꾸미기 등이 지시적인 집단 보다 비 지
시적인 주제상상훈련의 집단들이 높은 점수를 보였다고 부언하였다(Saltz, & Johnson, 1974).
다시 말하면 그림이야기책은 유아의 성장발달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야기를
듣고 말함으로써 이야기의 구술능력이 형성되고 그림이야기책을 듣는 순간에 듣기 학습이
길러지며 사건의 진행과정과 기억력을 촉진 시켜 주게되며 어휘는 물론 경험적인 배경을 확
장시켜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유아의 언어발달은 그림이야기책과 깊은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발달이
추상적인 경험으로만 발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적절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구체적인 사물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언어발달에 좋은 자극이 될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가상놀이가 언어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앞에서 볼 수 있었으므로 언어학습
의 각 영역에 나타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듣기 부분에서는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으며 타인이 말을 하는 동안 듣는 태도가 길러지고 말하기 부분에서는 구연할 수 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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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토의 및 계획이 실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읽기 영역에서는 어휘력을 길러
주고 개념과 내용을 명료화하게되며 독서습관을 길러줄 수 있게 된다. 쓰기 부분은 동화내
용을 다시 글로 써 볼 수 있고 작가나 기타 그림작가에게 편지 쓰기를 해보는 것도 쓰기 발
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살펴보면 유아의 가상놀이와 언어발달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신의 역
할과 주제로 놀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언어능력은 촉진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유
아의 흥미와 발달수준에 맞게 다양한 극화활동 또는 가상놀이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
해 주어야하며 유아 스스로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언어교육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 연구대상(S ubje cts )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K시의 D유치원 만 5～6세 반 두 학급의 원아 32명(5세 16명,
6세 16명)으로 연구대상 유아를 우선적으로 선출하였다. 연구의 집단구성은 2집단으로 그림
조건 집단(A팀)과 인형조건 집단(B팀)으로 구분하였으며, 시간차를 두어 실험하였다.
D유치원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유아들의 가정은 중류층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부모들의 교육수준은 중, 상층으로 나타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
움이 뒤따르지는 않았다. 유아들의 연령분포 또한 만 5.0～6.5세로 실험가설에 알맞은 연령
층이었다.

2 . 연구기간
연구기간은 2002년 7월 1일에서 2002년 10월 30일까지로 약 3개월이 소요되었다. 7월1주와
2주에는 예비실험단계로 창작동화를 각색하여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구술과 가상놀이를
해보도록 하였다. 실험처치는 3단계로 나누어 실시했는데, 1단계는 9월 3일(화)로 그림조건(A
그룹)과 인형조건(B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으며 A그룹에게는 즉시 이야기를 구술해 보게 하
고, B그룹에게는 가상놀이를 해 보도록 유도하여 관찰, 측정하였다.
2단계는 9월 10일(화)에 A, B집단을 1단계 조건과 같은 상황에서 이야기구술과 가상놀이를
관찰, 측정하였으며, 3단계는 9월 13일(금)로 이 기간은 2단계 상태에서 다시 3일 후로 A, B
집단 모두 인형과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 구술과 가상놀이를 해 보도록 하고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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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9월 14일～10월 30일까지는 결과분석과 자료검증을 실시하였다.

3 . 자료( Ma te ria ls )
본 연구의 가상놀이와 이야기 구술을 위한 자료는 그림 이야기책 노아 이야기 ( 유동준,
2000)안에 나오는 동물그림 (이야기 구술)들과 동물 그림을 대신한 막대인형 (가상놀이)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막대인형은 노아 이야기에서 등장한 동물을 그림으로 그려서 막대를 덧
붙인 다음 인형으로 만들어 가상놀이에 적용하였다.

4 . 연구 디자인과 절차(Re s e a rch De s ign a nd P roce d ure s )
본 연구는 각 유아들 모두에게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연구디자인은 2개의 다른 조건(Two
different phases)으로 계획하였다.
다음의 연구디자인은 앞에서 언급했던 그림 이야기 책 노아 이야기 를 제시하여 유아들

시간Ⅰ(당일)
그림조건
(그림제시) :
이야기구술
질문(1,3집단)
유아들에게
노아이야기 를
들려주고 내용을
상상하게 함

시간Ⅱ(7일후)
그림조건
(일주일 경과후):
이야기구술
질문(1,3집단)

시간Ⅲ(7＋3일후)
그림없는조건
(시간Ⅱ에서 3일
경과된 후): 이야기
구술 질문(1,3집단)

(A-1)

(A-2)

인형조건
(인형제시) :
가상놀이
질문(2,4집단)

인형조건 :
가상놀이
(일주일경과 후)
질문(2,4집단)

인형없는조건 :
가상놀이
(시간Ⅱ+ 3일후)
질문(2,4집단)

(B-2)

(B-3)

(B-1)

노트 - 그림조건(A그룹): 8명의 5세 유아와 8명의 6세 유아
- 인형조건(B그룹): 8명의 5세 유아와 8명의 6세 유아
[그림 1] 시간대 Ⅰ,Ⅱ,Ⅲ를 위한 연구 디자인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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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목과 내용을 알려주고 페이지 페이지마다 내용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간 Ⅰ
에서 연구자는 유아들을 그림 조건에 속하는 집단과 인형조건에 속하는 두 개의 다른 집단
으로 분류하였다. A-1 그룹에게는 7개의 동물그림을 보여주었으며 유아들에게 들려주었던
그림과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런 다음 이야기의 내용과 그림을 기초로 이
야기 구술을 하게 한 다음 수준별 단계에 의하여 점수화 하였으며 B-1 그룹에게는 동물그림
대신 막대동물인형을 보여주고 본문의 내용에 합당한 가상놀이를 연출해 보게 하였다. 이들
그룹 역시 이야기의 내용에 알맞게 가상놀이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점수화를 연구자는 개
별적으로 시도해 나갔다. 그런 다음 본문의 내용을 기초로 추론적인 질문인 추론Ⅰ(encoding)
과 추론Ⅱ(inference)의 질문을 시도해 나갔다.
일주일 후(시간Ⅱ) 유아들의 A-2그룹은 앞에서 보았던 그림의 내용을 생각하게 한 다음 이
야기 구술을 하게 하였고 또한 수준별 단계를 적용하였다. 이때 인형조건에 있는 B-2그룹도
가상놀이를 시도하여 유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상태와 실제적인 상황과 관련된
그림을 능동적으로 연출하는지를 체크해나갔다 (추론적인 질문시도 포함).
시간Ⅱ의 조건에서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시간Ⅲ) 그림과 인형을 모두 없앤 조건(A-3,
B-3) 하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때 그림과 인형이 제시되지 않는 형태로 이야기 구술과
가상놀이를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점수 표를 만들어 나갔다 (추론적인 질문포
함). 실험에 관계되는 모든 상황은 녹음하였으며 후엔 하나씩 분석하고 묘사하는 절차를 거
쳤다.

5 . 측정과 점수화( Me a s ure s a nd S co ring )
본 연구는 노아 이야기 라고 하는 그림 이야기책에 기초하여 유아들에게 그림과 내용을
인지하도록 하여 이야기 구술과 가상놀이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시도하였다.
노아 이야기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인간의 타락과 불신앙의 모습을 40여 일간의
홍수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었으며 노아 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을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방주 속에는 각종 짐승 암, 수 1쌍씩을 데려오게 하여 홍수가 끝난 다음 밖으로 내
보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그림책의 이야기는 유아들에게 윤리관과 종교관을 동시에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성서이
야기로 Benson(1993)과 김숙이(1996)에 의해 정교화한 절차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수준의 화제기교와 세련된 감각을 유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한다. 가상놀이를 위한 절차는 유아들의 가상의 세계 (The Child `s World of Make Believe
(Singer, 1973))라는 기준을 토대로 점수화 하였으며 적용된 기준은 가상놀이가 조직화된 행동
속에서 행동이 사물을 지배하고 조정하는 표상적이고 인지적인 상황임을 반영하고 있었다.
위의 상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추론적인 질문을 도출하기 위하여 4개의

12

열린유아교육연구 (제 8권 제 1호)

추론Ⅰ(encoding)에 관련된 질문과 4개의 추론Ⅱ(inference)에 관계된 질문을 시도하였다. 추론
Ⅰ(encoding)은 추론Ⅱ(inference)에 비해 단순 명료하며 쉽게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이며 Inference
는 좀 더 생각을 요구하는 질문으로서 질문 1개당 1점씩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각의 질문은
아래와 같다.
·추론Ⅰ (encoding): (1) 방주를 만드셨던 분은 누구인가? (2) 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
였는가? (3) 방주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었는가? (4) 노아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추론Ⅱ (inference): (5) 왜 하나님은 노아 할아버지를 택하였을까요? (6) 노아 할아버지는
어떻게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7) 노아 할아버지와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요? (8) 비가 그친 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아래의 내용은 Benson(1993)에 의해 정교화 한 이야기 구술의 수준별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이야기 구술의 수준별 단계
(1) 무반응(Non-response):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유아가 이야기 구술을 할 의향이 전혀 없으며 반응이 없
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반응으로 나타냄.
(2) 묘사(Description):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야기의 구성이나 사건의 진행 등 연속적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단어와 문장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
(3) 비교적 연속적인 화술(Sequential Narration):이야기의 구성이나 사건의 진행과정을 비교적 연속적으로
구술함.
(4) 연속적인 화술(Plotted Narration):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사건의 진행을 일목요연하게 구술하여 이야기의
구성을 잘 나타내 보임.

<표 2 > 유아들의 이야기 구술에 대한 구성의 예
묘

사

1. 노아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노아 할아버지를 믿으셨지요. 노아는 어른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려고 노력했어요.
(5세 남아, 이야기 구술)
비교적 연속적인 화술
2. 옛날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아는 어른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노아가 살던 그때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척 슬퍼하셨어요. 그래
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들에게 큰 벌을 내리시기로 했어요. 땅에 큰비를 내려 사람들과 동물들을 다 없
애 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큰배를 만들어 모든 생물 한 쌍씩 들여보내라
고 하셨어요. 노아가 배를 만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노아를 놀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 나쁜
일만 했어요. 하나님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어요.
(6세 여아, 이야기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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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계속
연속적인 화술
3. 아주 먼 옛날에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노아는 매우 착한 사람이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려고 했어요. 노아가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들을 낳았어요. 노아가 살아가는 동
안 사람들은 참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슬퍼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
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큰비를 내려 땅위에 있는 사람들과 생물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 모든 생물들을 한 쌍씩 들여보내라고 하셨어요. 말, 거위, 돼지,
양, 염소, 소, 닭, 토끼, 다람쥐, 개, 고양이, 비둘기, 수풀에 사는 생물들도 배에 들어 갔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도 실었어요. 싣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노아가 다 실었다고 하나님께 말하자 하
나님께서는 큰배의 문을 쾅 하고 닫으셨어요.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들
이 물에 잠겨 버렸어요. 그때 사람들은 높은 산꼭대기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비는 40일 동안 내려서
온 땅이 물로 덮였어요. 노아가 탄 배는 물을 따라서 여기저기 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아는 배
의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는데 하늘에 태양이 떠 있었어요. 비가 그친 것 같아서 비둘기에게 심부
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비둘기는 초록색 잎사귀를 물고 저녁때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 하나님은 다시 큰비로 잠기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예쁜 무지개를 주셨어요.
(6세 여아, 이야기 구술)

<표 3 > 가상놀이에 따른 표상의 수준
수준Ⅰ

수준Ⅱ

가상놀이 상황의 분위기가 전혀 없으며 어떤 아이디어도 보이지 않고 가상놀이가 연출되
지 않을 경우
이따금씩 놀이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시간을 할애하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경우.
실제적인 동작은 없으나 뭔가 가상놀이를 시도하려고 하며 약간의 역할놀이를 시도하려고

수준Ⅲ

하는 상태에서 가장 하는 척하는 분위기가 엿보이는 경우 그리고 비록 목소리의 변화는
없더라도 한 행동에서 다른 행동으로 바꾸어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경우
놀이 가운데에서 가상적인 요소를 가미하며 자발적으로 행동의 연출을 시도하여 실제상황

수준Ⅳ

과 유사하게 연기해보려고 노력하는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선 능동적인 연출상황과 역할놀
이가 동시에 보이는 경우가 내포되어 있다.

6 . 데이터 분석(Da ta Ana lys is )
앞서 제기한 본 연구의 목적대로 데이터 분석에는 Chi-square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추론적
인 질문(encoding, inference)을 위해서는 변량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모든 데이터는 SPSS 페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여기에서 독립된 변수로서의
각 변량은 P< .001과 P< .05 에서 유의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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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 집단의 시간대Ⅰ에서 유아의 표상능력에 대한 차이도 (시간대Ⅰ)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집단의 시간대Ⅰ에서 유아의 표상능력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4와 같았다. 표 4는 Chi-Square 검증의 결과로서 이야기 구술 집단과 가상놀이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001).즉 이야기 구술보다는 가상놀이 집단의 유아들이 보
다 능동적인 화술구조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4 >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 집단의 차이도(시간대Ⅰ)
화

술

구

성

유 형

무반응
수준1

묘사
수준2

비교적 연속적인 화술 연속적인 화술
수준3
수준4

이야기구술

*3

10

1

2

16

가상놀이

*3

0

2

11

16

전 체

6

10

3

13

32

전체

알림 : * - 관찰 빈도(Observed Frequency)

x

2

= 16.574 The Critical Value : 16.266, P< .001

<표 5 > 시간대Ⅱ(일주일 경과 후)에서의 표상능력에 대한 차이도 (시간대Ⅱ)
화제적인 구조
유 형

무반응
수준1

묘사
수준2

비교적연속적인 화술
수준3

연속적인 화술
수준4

전체

이야기구술

#2

9

3

2

16

가상놀이

#1

2

4

9

16

전 체

3

11

7

11

32

알림 : #

x

2

- 관찰 빈도(Observed Frequency)
=8.156 df= 3 ( Critical Value = 7.815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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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 집단에서 그림과 인형을 제시했던 시간대Ⅱ
(일주일 경과 후)의 차이도 (시간대Ⅱ)
시간대 Ⅱ인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 집단에서 그림 조건과 인형 조건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았다. 시간대 Ⅱ역시 Chi-Square 분석이 적용되었으며 이야기 구술 집
단과 가상놀이 집단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왜냐하면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x 2
(8.156)가치가 초과되어(결정가= 7.815, P< .05)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궁극적으로 이야기
구술 집단과 가상놀이 집단 사이에서 그림과 인형 이라는 도구가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파
악될 수 있었다.

3 .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집단에서 그림과 인형이 없는 조건에 대한 표상능력의 차이도
(시간대Ⅲ)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 집단에서 그림과 인형을 모두 제시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를
(시간대Ⅲ),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았다. Chi-Square 분석을 적용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도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림 없는 조건과 인형 없는 조건에 대한 차이도는 크게 다르
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표 6>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집단에서 그림과 인형이 없는 조건에 대한 표상능력의 차이도 (시간대Ⅲ)
화

술

구

조

유 형

무반응
수준1

묘사
수준2

비교적연속적인 화술
수준3

연속적인 화술
수준4

전체

이야기구술

4

7

3

2

16

가상놀이

2

2

4

8

16

전 체

6

9

7

10

32

알림 :

a - 관찰 빈도(Observed Frequency)

x

2

=7.1858 df= 3 (결정가 =7.815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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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 집단을 연령별로(5세, 6세) 나누었을 때 추론Ⅰ(e ncod ing)과
추론Ⅱ(infe re nce )의 질문에 대한 차이도
< 표 7> 은 5, 6세 유아의 이야기구술 두 집단과 가상놀이 두 집단을 각각 4집단으로 나눈
평균을 나타내며 각각의 집단마다 유의미하게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표에서처럼
추론Ⅰ(encoding)과 추론Ⅱ(inference)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는 것은 연구조건과 시간
적인 간격 때문인 것으로 파악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어쨌든 추론Ⅰ(encoding)과 추론
Ⅱ(inference)의 평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림과 인형조건을 활용했던 시
간대Ⅲ에서는 가장 낮은 평균점수와 더불어 테스크 조건사이에서의 지식차이를 드러내주고
있었음을 엿볼 수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추론Ⅰ(encoding)과 추론Ⅱ(inference)의 그 관계에 대
한 주요한 이슈는 인지학습의 틀을 대변해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단기적인 기억력 측정이었으
며 하나의 테스크 조건과도 깊은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시간대Ⅱ
의 추론Ⅰ(encoding)에서 5세 유아보다는 6세 유아가 질문에 대한 응답률을 높게 보여 주었다.
전반적으로 추론Ⅱ(inference)보다는 추론Ⅰ의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두 연령대 가운데 6세 유
아가 능동적인 자세와 높은 점수를 나타내 주었다.

<표 7 > 추론Ⅰ(e ncoding)과 추론Ⅱ(inf e re nce )의 측정에 대한 평균
집단

TⅠenc

TⅠinf

TⅡpen

TⅡpinf

TⅢnpen

TⅢnif

6세(이야기)

3.0

1.5

3.75

1.88

3.38

1.5

6세(가상)

3.13

2.0

3.5

2.13

3.38

2.0

5세(이야기)

2.0

1.75

2.75

1.5

2.63

1.38

5세(가상)

2.62

1.38

3.13

1.38

3.0

1.25

평균

2.69

1.66

3.28

1.72

3.09

1.53

<참고> 위의 표 4집단은 P.12 연구디자인을 기초로 하여 8명씩 4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야기구술 집
단과 가상놀이 집단을 각각 2집단으로 나누었음. 4집단의 구성은 5세아와 6세아의 발달 적인
측정을 위한 것이었음. 또한 추론Ⅰ과 추론Ⅱ에 있어서 encoding과 inference의 부호 설명은 아래
와 같다.
T Ienc: 시간대 I에서 Encoding
T Iinf: 시간대I에서 Inference
TⅡpen: 시간대Ⅱ에서 그림과 인형자료를 활용한 Encoding
TⅡpinf: 시간대Ⅱ에서 그림과 인형자료를 활용한 Inference
TⅢnpen: 시간대Ⅲ에서 그림과 인형자료를 제외한 Encoding
TⅢnif: 시간대Ⅲ에서 그림과 인형자료를 제외한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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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을 샘플 프로파일로 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표 8 > 추론Ⅰ(e ncoding )과 추론Ⅱ(infe re nce )의 측정에 대한 변량 분석
변

량

Hypoth.SS

Error.SS

Hypoth.MS

F

유의도

추론Ⅰ(시간Ⅰ)

6.13

14.75

2.04

3.88

0.02

추론Ⅱ(시간Ⅰ)

1.84

27.38

0.61

0.63

0.60

추론Ⅰ(시간Ⅱ)

4.59

19.88

1.53

2.16

0.12

추론Ⅱ(시간Ⅱ)

2.84

23.63

0.95

1.12

0.36

추론Ⅰ(시간Ⅲ)

3.09

23.63

1.03

1.22

0.32

추론Ⅱ(시간Ⅲ)

2.59

15.38

0.86

1.57

0.22

< 표 8> 은 이야기 구술 집단과 가상놀이 집단으로부터 추론Ⅰ(encoding)과 추론Ⅱ(inference)
에 대한 변량 분석을 시도한 결과로서 위의 데이터는 유아들의 기억에 영향을 초래하는 근
본적인 인지변화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대Ⅰ인 추론Ⅰ(encoding)에서 (F(3,
28)= 2.95, P< .05)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표 8 참조). 이러한 의미는 다른 어떤
조건에서보다도 연구 당일 날의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되었다는 의미로 말할 수 있으며 시간
대Ⅱ인 추론Ⅱ(inference)에서는 차이도를 보이지 않았다 (F(3, 28)= 4.57, P< .01). 그러므로 시
간대 측정보다는 질문 자체가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관련 연구와 연관지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 집단의 시간대Ⅰ(연구당일)에서 유아의 표상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야기회상을 통하여 가상놀이로 연결했을 때 훨씬 효율
적이며 등장인물이나 이야기의 구성, 이야기의 전개 등 가상 놀이하는 동안 이야기를 회상
할 수 있게 되며, 그와 같은 상황을 놀이로 전개함으로써 자연스런 지적 발달 혹은 사회성
발달을 기할 수 있게 된다. 화술이란 이야기를 기초로 하여 행동과 연결될 수가 있으며 놀
이하는 가운데 문맥을 재구성하게 되고 또한 같은 어휘를 반복하게 되며 문맥의 정보도 얻
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Leslie(1987)의 주장에 의하면 가상적인 행위를 하는 동안 가장 근본적인 표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실제로 가상 놀이의 두드러진 특징은 표상적인 행위를 수반하고 있으며 유아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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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유아와 함께 가상놀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역할에 동의할 수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면 두 명의 유아가 엄마의 역할 놀이를 할 때 누가 먼저 엄마 역할을 할 것
인지 의견일치가 이뤄진 다음 서로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엄마의 역할을
하는 유아는 정말 엄마처럼 언어나 표정, 몸짓, 기타의 많은 동작 표현도 아주 가까운 모습
으로 나타내 보일 것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과 교육자들은 이야기 구술과 가상놀이가 동시에 출현되고 있으며 특히
가상놀이는 이야기의 개념을 유도해내는 당김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을 보
더라도 이야기 구술은 놀이 안에서 연계됨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이문정(1997)의 이야기 짓기와 극화활동의 연계가 이야기를 구술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논리와 이야기 구조를 향상시켰던 연구의 상황처럼 본 연구의 이야기 구
술과 가상 놀이 사이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도 비슷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가상놀이 집단이 이야기구술 집단보다 훨씬 능동적
으로 가상놀이를 유의하게 증진시킴으로써 표상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 집단 사이에 그림과 인형을 제시했던 조건인 시간대Ⅱ(일
주일 경과 후)에서 유아의 표상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아들에게 회상을 꾀하기 위
하여 그림과 인형이라는 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인형을 보여주고 가상놀이를 실시했던 가상놀
이 집단의 유아들이 그림을 조건으로 이야기 구술을 했던 유아들보다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
내었다. 즉 가상놀이 집단의 유아들이 이야기 구술 집단의 유아들보다 훨씬 더 일치된 연대
감과 결속력을 보여주었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림조건 보다는 인형조
건이 더 효율적이었으며 그림 이야기의 회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부언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견은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달 그리고 교육성이 함축된 중요한 결
과로 압축할 수 있다.
3.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 집단 사이에 그림과 인형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의 조건인
시간대Ⅲ(10일 경과 후)에서 유아의 표상능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야기 구술 집단
과 가상놀이 집단에서 이야기를 듣고 가상놀이를 했던 유아들이 시간대Ⅰ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림을 제시한 조건과 인형을 제시한 조건에서 인형을 보고 가상놀
이를 했던 가상놀이 집단의 유아들이 역시 향상된 반면에 그림 없는 조건과 인형 없는 조건
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시간대Ⅰ에서 유아들이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 이야기 구술과 가상놀이에 참여하여 기억력에 관계되
지 않았으며 시간대Ⅱ 역시, 그림과 인형을 제시한 조건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수 있었지만 시간대Ⅲ에서는 그림과 인형이 없는 조건이었으므로 단지 그 유아들은 이야기
를 회상하여 이야기 구술과 가상놀이에 참여해야만 했었다. 시간대Ⅲ는 이미 10일이 경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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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었으므로 유아들의 장·단기 기억력에 관계가 되며 그림과 인형이라는 조건은 그 두
집단 유아들에게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주요한 단서라고 시사할 수 있다.
4.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 집단을 연령별(5세, 6세)로 나누었을 때, 추론적인 질문
(encoding, inference)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기에서의 단서는 그림과 인형조건을 제시
하였던 시간대Ⅰ에서 유아들의 응답수가 증가하였으며 추론Ⅱ(inference)의 질문보다는 추론Ⅰ
(encoding)의 질문에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주었다. 그 까닭은 추론Ⅰ(encoding)과 추론 Ⅱ
(inference)의 질문에 있어서 추론Ⅰ(encoding)의 질문이 단순질문이라고 한다면 추론Ⅱ(inference)
는 좀 더 추론을 요구하는 질문유형들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두 유형의 질
문에 대한 유의도는 < 표 8>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5세
유아의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 집단보다는 6세 유아의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 집
단이 적극적이고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 구술 집단사이의 시간대Ⅰ(연구당일)에서 유아의 표상능력
은 이야기를 듣고 가상놀이를 했던 유아들이 유의하게 증진되었다.
둘째,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 집단 사이에 그림과 인형을 제시했던 조건인 시간대Ⅱ
(일주일 경과 후)에서 유아의 표상능력은 인형을 제시한 가상놀이 집단의 유아들이 유의미하
게 향상되었다.
셋째,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 집단 사이에 그림과 인형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의 조
건인 시간대Ⅲ(10일 경과 후)에서 유아의 표상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
므로 그림이야기 회상에 기초한 5, 6세 유아들의 이야기 구술과 가상놀이에 대한 표상 능력
의 효과는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구술하며 가상놀이로 연결했을 때 인지발달과 사회성 발
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율적인 발달과정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특히 유아들에게
이야기 구술과 가상놀이의 경험은 표상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언어발달과 관련된 인지발달
및 사회성 발달까지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발달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넷째, 가상놀이 집단과 이야기구술 집단을 연령별(5세, 6세)로 나누었을 때 추론적인 질문
(encoding, inference)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과 인형 조건을 제시하였던 시간
대Ⅰ의 추론Ⅰ(encoding)질문에서 유의한 차이도를 나타냈으며, 추론Ⅱ(inference)의 질문보다는
추론Ⅰ(encoding)에 관련된 질문에서, 5세 유아보다는 6세 유아들이 적극적인 응답률을 기록
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미루어 그림과 인형이라는 실물 단서는 때때로 효율적인 단서 조
건이 될 수 있으며 질문을 통한 상상력과 추론 능력은 유아들의 인지변화와 사고력 증진에
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그림 이야기책 회상과 관련하여 이야기 구술 집단과 가상놀이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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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능력의 효과만을 측정했을 뿐, 유아들의 장기적인 기억력 측정이나, 인지적인 측정 등은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 박차를 가할 심층적인 연구로 계속 이어져야 하겠
으며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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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fference of Children's Representation in Pretend
Play Group and Storytelling Group

Kim , S o o ky i

In this study, I explored and demonstrated the difference of children's representation in
pretend play group and storytelling group. This study focused the difference of representational
skill between pretend play group and storytelling group at Time I, the difference of
representational skill between pretend play group and storytelling group at Time II, the
difference of representational skill between pretend play group and storytelling group at Time
III, and the difference of encoding and inference.
According to the data, the children in the pretend play condition demonstrated a higher
level of representational skill than those in the storytelling condition at Time III, and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at Time III.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ncoding and inference. However, this study supports the hypothesis that the effects of
representational skill in pretend play group and storytelling group which affects cognitive
variab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