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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를 활용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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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동화를 활용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홀리스틱 심상활동은 유아 자신이 생각한 것을 머릿속에
그려 봄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표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에 동
화를 활용한다는 것은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예측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동화를 활용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창의성 하위영역(상상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과 창의성 분야별(언어, 도형, 신체)에서
모두 향상되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동화를 활용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은 유아의 창의성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논의에서
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동화를 활용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을 활용한 지도방법에 대한 적극적
모색을 논이 하였다.
<주 제 어>
동화(Fairy Tale)

홀리스틱심상(Holistic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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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하고 급속하게 쏟아지는 많은 정보들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며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해
결하기 위해 창의성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창의적 사
고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앞서가는 시대이고, 그 어느 때 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정수진, 2005).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이 단순히 과거의 기존 지식이나 신념만을 전달한다면, 미래 사회
에서 그 적응력과 생존력을 지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앨빈 토플러가 지적한 것처럼 미래
사회는 신기성, 잠시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 사회다.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고 생존키 위
해서는 능동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곧 창의성을 함양해야 미래 사회
에서 급속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1950년대 이전에는 창의성이 학자들에게 거의 관심을 끌지 못 하였다. 그 이유는
창의성이 선천적인 것으로 소수만이 지닌 특별한 능력이고, 연구와 측정이 거의 불가능하
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창의성을 지능의 하위 능력으로 보고, 지능이 높은 사
람은 당연히 창의성이 높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의성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창의성은 소수의 천재들만이 아닌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과
훈련에 의해서 획득되어질 수 있는 능력으로 밝혀졌다(Guilford, 1950; Torrance, 1972. 전경원
2006. 재인용). 따라서 무한한 잠재적 창의성을 지닌 학생들을 위해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
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또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활동과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창의성 신장을 꾀하는 교육적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
인간의 여러 발달 단계 중 유아기는 창의성이 기반이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억제되지 않는 상징적 사고로 대표되는 전조작기 단계에 해당
하며, 창의성 발현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이다(최인수, 2001). Torrance(1959. 전
경원 2006.재인용)는 유아기가 창의성 발달에 아주 중요한 시기이며, 창의성 개발에 필요한
상상력은 4-5세 사이에 결정적 시기에 이른다고 하였다. 유아는 자신의 호기심이나 탐구심
이 강한 경향이 있어서 창의성 교육은 유아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
다(강문희, 이해상, 1997, 재인용). 또한 전경원(2000)은 만 4-5세가 되면 창의적 사고가 발전
되어 창의적 행동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경화(2002)는 유아기는 호기
심이 강하고 질문이 많으며 특정 사물에 대한 고정 관념이 크지 않아서 유아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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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의성 교육은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학자들은 유아기 때의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
정에서도 초기 교육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창의성을 강조해 왔다. 제 7차 교육과정(2009
년 현재)에서는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교육과정, 자율성과 창의
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강조하고 있다.
한편, 문학 활동 중에서도 동화를 창의성에 활용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김인정
(2010)은 동화를 통한 연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연구를 한 결과, 실험 집단이 비
교 집단에 비해 창의성의 하위요인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동화를 통한 문제 해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고나나(1999)의 연구에서도 동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학습이 창의성에 긍정적 결과
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였다. 변영희(2004)도 그림책을 이용한 유아 예술교육이 유아의 창
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창의성이 더 많이 향상 되어
그림책 활용이 유아의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 김경희(1997),
김은미(2007), 박숙희(1999), 이민자(1996), 이춘희(1997), 한정희(2000), 허근(1996) 등도 동화
가 유아의 창의성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김경은, 김숙령(2001), 유현덕(1999)
도 문학은 유아들에게 상상력을 길러주고, 경험을 확산․풍부하게 해주며 사고력 및 창의
력을 길러준다고 하였다. Alexander(1985)는 아동문학이 창의적 활동을 유도한다고 하였으며
문학이란 인격형성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창조력과 상상력을 길러준다고 하
였다.
유아들이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삶과 사건, 타인의 삶, 사고들을 동화를 통하여 경험
함으로써 문제 상황에서 창의적 문제해결을 경험할 수 있다(Anne & Libby, 1994; Gulliman,
1992. 전경원. 2006. 재인용). 즉, 유아는 동화를 통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고,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고, 풍부한 경험을 하게 되며, 주변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박유미(2003)는 아동 문학 중에서 동화가 무한한 창조적 기능을 가
지고 있는 유아의 내면 정신세계를 계발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전경원
(2006)은 전례 동화나 창작 동화를 듣고 등장인물의 느낌이나 생각, 표정 등을 상상하여 새
로운 형태의 동작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특히 동화 구연은 국어, 인성, 창의성 교육에
가장 우수한 전달 방법으로 평가 되고 있으며, 동화 구연은 매체를 뛰어 넘는 정서적 유대
감으로 구연자와 청자 사이, 유아와 어른 사이 공통의 경험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들으며
머릿속으로 자유로이 상상할 수 있으므로 풍부한 상상력을 기르고 창의적 사고 능력을 이
끌어 내기에 적합한 활동이다.
홀리스틱 심상활동 또한 유아 자신이 생각한 것을 머릿속에 그려 봄으로서 다양한 경험
을 표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기르는데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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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상활동은 마음에 이미지를 그리는 활동으로 이야기를 들으며 등장인물의 행동을 떠
올려 보거나 배경을 떠올려 자신도 동화 속으로 빠져 들어 갈 수 있는 자유로운 활동이다.
심상활동의 이러한 특성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유아들이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찾
고, 유아가 원하고 상상하던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Kehoe,
2003: 손명희, 2007,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그림동화를 이용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교수 학습 과정에 따른 학습자
개개인의 변화를 정확히 측정하여 개인별 학습자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고, 교수 학습 활
동을 통해 관찰, 검토, 측정하여 유아의 창의성 발달 과정을 알아보고 유아 개개인의 창의
성 발달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홀리스틱 심상활동을
통한 교수 학습 방법의 기초적 틀을 마련하여, 유아교육/보육 현장에 이를 제공함으로써 유
아들의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홀리스틱 심상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상상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에 미치
는 효과는 어떠한가?
2) 홀리스틱 심상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 분야별(언어, 도형, 신체)에 미치는 효과
는 어떠한가?
1)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1개 학급에 재
원중인 만 5세 유아 18명(남: 12명, 여: 6명)으로 실험집단 9명(남: 6, 여: 3)과 통제집단 9명
(남: 6, 여: 3)이었다.
2. 측정도구

동화를 이용한 홀리스틱 심상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
단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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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집단별 사전, 사후검사 검사내용

사전․사후검사
실험처치

실험집단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 활동

통제집단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 활동

(K-CCTYC)

(K-CCTYC)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

일반 보육과정과 연계된 활동

유아종합창의성(K․CCTYC) 검사
가.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유아들의 언어, 도형, 신체영역의 창의성 수준을 알아보는 창의성 종합검사
는 전경원(2000)이 개발한 K-CCTYC(Korean Comprehensive Creativity Test for Young Children)검
사도구로 개별검사, 소집단검사 이며 소요시간 약 20분 정도이다. 한국 고유의 전통적 특성
과 유아기 발달적 측면을 잘 접목시킨 한국형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로서 전통놀이, 전래
동화, 전통문양을 응용한 하위검사로 구성되어있다. 유아종합창의성(K․CCTYC) 검사는 각
항의 기술된 내용은 <표 2>와 같다.
1)

영역

<표 2> 종합창의성 검사의 하위검사 구성 및 측정영역

언어

검사명
검사 1
빨간색 연상하기

도형

검사 2
도형 완성하기

신체

검사의 내용
측정내용
빨간색을 보고 연상되는 물건이나 느낌 생각을 적어 유창성
보게 하는 활동으로 창의력 계발에 중요한 연상활동 융통성
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창성
태극기의 가운데 선만 9개를 제시하여 그 선을 이용 유창성
융통성
해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독창성

검사 3
동물 상상하기

창의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상상력을 측정하기 위해
전래동화나 우화에 등장하는 동물 5개를 등장시켜 상
상하게 한다.

검사 4
색다른 나무치기

전통놀이의 비석치기와 같은 형식으로 세워져 있는
창의나무를 색다른 방법으로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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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구조
․
내용
빨간색 연상하기
도형완성하기
동물상상하기
색다른 나무치기

<표 3> 유아종합창의성(K CCTYC) 검사 내용

검사영역
언어
도형
신체

문항
30
9
5
30

3. 연구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설계는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이
다.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의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표 4>와 같다.
<표 4> 사전 - 사후 검사 통제집단 설계

연구대상 구분
사전검사
실험처치
R₁
Ｏ₁
Ｘ
R₂
Ｏ₃
X₁
주. R₁: 실험 집단. R₂: 통제 집단.
Ｏ₁, Ｏ₃: 사전 검사(유아종합창의성(K․CCTYC) 검사).
Ｏ₂, Ｏ₄: 사후 검사(유아종합창의성(K․CCTYC) 검사).
Ｘ : 실험 처치(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 프로그램).
X₁: 보육과정과 연계된 활동

사후검사
Ｏ₂
Ｏ₄

동화 자료 선정
동화 자료의 성전 기준은 교사의 주도적인 활동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창의적인 활
동이 다양하게 예측 가능한, 홀리스틱 활동이 쉬우며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한, 유아들이
다양한 확장활동이 예측되는 교사 및 유아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동화 순으로 선정 기준을
정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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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1차시
2차시
3차시
4차시
5차시
6차시
2)

제목
나랑 같이 놀자
강아지 똥
괴물들이 사는 나라
비오는 날의 소풍
반쪽이
돼지 책

<표 5> 동화 자료

실험일

2009. 9. 1
2009. 9. 4
2009. 9. 8
2009. 9. 11
2009. 9. 15
2009. 9. 18

차시
7차시
8차시
9차시
10차시
11차시
12차시

제목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지각대장 존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안돼, 데이빗!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아빠가 유치원에가요

실험일
9. 22
9. 25
9. 29
10. 6
10. 9
10. 13

홀리스틱 심상활동 프로그램
활동단계

도입

준비하기

전개

실시하기
(상호작용)

마무리

정리 및
인식단계

<표 6> 홀리스틱 심상활동 프로그램 진행단계

활동흐름

활동내용
* 학습목표 확인
* 동기유발
소집단
* 학습내용 안내
* 명상 도문 활동하기
* 동화구연을 통한 이미지 시각화하기
* 홀리스틱 심상활동
소집단 * 유추활동
* 심상활동 및 유추활동(자신이 생각한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기)
* 동화와 관련된 소제 내용을 다양한
개별 및 * 확장활동
방법으로(신체표현, 그림그리기, 이
소집단
야기하기, 꾸미기 등) 이야기하기
* 활동지 하기
소집단

활동명
* 마음트기
* 긴장풀기
* 복식호흡
* 명상

*

이야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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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심상활동 자료 작성

단계

1

단계

2

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3

3)

주제에 따른 수업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분석하여 수업 목표에 맞는
심상활동 자료를 구상 한다.
학습내용을 분석하여 꼭 지도 되어야 할 내용의 필수 학습 요소를 추출
학습요소분석 하여 추출된 필수 학습 요소가 심상활동 자료의 작성에 근간이 되도록
한다.
이미지를 이루는 학습 목표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필수 학습 요소이므로 이미지화 할
요소파악 수 있는 요소만을 파악하여 정리한다.
자료 제작 이미지를 이루는 요소에 따라 상상자료를 만든다.
자료 활용 작성된 심상활동 자료를 시각화 활동으로 표현한다.
자료의 적용효과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
수정. 보완 심상활동
한다.
수업목표분석

동화별 심상활동적용 계획안

차시 실험일
1

2

3

2009.
09.01

2009.
09.04

2009.
09.08

제목
나랑 같이
놀자
강아지 똥

괴물들이
사는 나라

<표 8> 동화별 줄거리

줄거리Q
어린소녀가 들판으로 나가 동물친구들을 만난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무
도 소녀와 놀아 주지 않아 슬퍼진다. 하지만 동물친구들이 모두 나와
소녀와 놀아주고 소녀는 행복해 진다. 혼자 있어서 슬펐던 경험, 친구들
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한 기분 등을 이야기 해 본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강아지 똥이 자기 몸을 희생하여 새
생명을 피워내는 아름다운 이야기다. 동화를 통해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며 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긍정적인 자존감을 키워 나간다.
장난꾸러기 맥스. 엄마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심한 장난만 하는 맥
스를 어느 날 엄마는 방에 가두어 버린다. 그런데 맥스의 방에서는 이
상한 일들이 생긴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일 년을 항해를 하고 괴물
나라로 가서 괴물들의 왕이 된다. 괴물들의 나라에서 맥스는 엄마가 맥
스에게 했던 것처럼 밥도 안주고 잠자리로 괴물들을 쫓아 버린다. 그리
고 혼자 쓸쓸해진 맥스는 맥스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그리워 집으로
돌아온다.
이 동화를 통해 아이들은 대리만족의 경험을 하게 되고 스스로 평정감
을 찾아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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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실험일

4

5

6

7

8

2009.
09.11

2009.
09.15

2009.
09.18

2009.
09.22

2009.
09.25

제목
비오는
날의 소풍

반쪽이

돼지 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지각대장
존

(계속 1)

줄거리Q
시메옹 아저씨와 셀레스틴느는 밤이 늦도록 다음 날 소풍 준비로 신이
났다. 그런데 다음 날은 비가오고 셀레스틴느는 아저씨를 졸라 비가 안
오는 샘치고 소풍을 떠난다. 주위 사람들이 처다 보고 웃어도 아랑곳
하지 않고 숲속에 텐트를 치고 소풍을 즐기는데 에르네스트라는 아저씨
를 만나 사정이야기를 하고 그의 집으로 초대되어 멋진 소풍을 즐긴다.
비오는 날 소풍은 아이들에게 아주 신이 나는 일이다. 이 동화는 소풍
을 통해 날씨 감각을 익히고 이웃을 사귀는 친구 맺기를 통해 이웃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다.
아기를 갖고 싶은 어머니가 산신령님께 빌고 빌어 우물에서 잉어 3마리
를 잡아다 먹는다. 두 마리는 모두 먹었는데 나머지 한 마리는 고양이
가 물어가 버려서 반쪽만 먹게 되었는데 그만 삼형제 중의 막내는 반쪽
이로 태어난다. 힘이 장사이고 머리 또한 비상했는데 동네 영감님과 내
기를 해서 이기고 예쁜 색시를 얻어 행복하게 살았다.
이 동화를 통해 아이들에게 친구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배려할 줄 아
는 인성을 키우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다.
엄마를 도울 줄 모르는 식구들 때문에 속상한 엄마가 어는 날 집을 나
가 버린다. 엄마가 없는 집안은 온통 돼지처럼 지저분하다.
심술을 부리고 또 부려서 돼지처럼 꿀꿀 거린다 마침내 엄마가 돌아오
고 식구들은 앞으로 엄마를 열심히 도와 줄 것을 약속 한다.
가족은 소중하고 배려, 양보해야하고 도와주는 대상이며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인지 할 수 있다.
아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기까지의 성장 과정과 엄마의 눈물어린 사
랑이 그려진 그림책이다.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
어서 자신도 자신의 아기에게 엄마한테서 받은 사랑 노래를 그대로 불
러 준다.
가족의 소중함 부모의 사랑을 일깨워 줄 수 있다
학교 가는 길에는 온갖 볼거리들로 가득하다. 가는 길목 마다 온갖 일
들이 존을 기다리는데 그 일로 인하여 매일 존은 지각을 하게 되고 선
생님은 존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매일 반성문을 쓰게 하고 화를
낸다. 어느 날 존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학교에 왔는데 학교에
선 선생님이 털북숭이 고릴라한테 잡혀 천정에 매달려 있었다. 도와 달
라는 선생님께 존은 선생님이 하시던 말 그대로 “이 동네엔 커다란 털
북숭이 고릴라 따위는 살지 않아요.” 라고 말하며 그냥 지나친다. 존은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다. 교사는 상상력을 끌어내내 방법을 고민하고
활동을 창의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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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실험일
9

10

11

12

2009.
09.29

2009.
10.06

2009.
10.09

2009.
10.13

제목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안돼,
데이빗!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아빠가
유치원에
가요

(계속 2)

줄거리Q
이제까지 알려진 아기돼지 삼형제와는 다른 각도에서 보여 진 그림책이
다. 늑대의 입장에서 자신을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지만 늑대는 역시 아
이들에게는 나쁜 이미지의 동물 케릭터이다. 결국 돼지 두 마리를 꿀꺽
한 늑대는 경찰에 잡혀가고 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아이들은 직업의 중요성과 하는 일들을 이해 할 수 있으며 미래의 직업
을 가지고 역할놀이를 하며 다양한 창의적 학습을 할 수 있다.
다섯 살짜리 데이빗! 해보고 싶은 일들이 너무도 많다. 모든 것들이 궁
금하고 흥미진진한데 엄마는 안돼! 라고만 한다. 온갖 말썽을 다부리다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 풀이 죽어 있는 데이빗에게 엄마는 팔을 벌
리고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하며 가슴에 꼭 안아 준다.
아이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아이
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역할 바꾸기를 해보면 서로의 입장을 조금
은 이해하고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밤늦도록 놀이에 빠진 주인공에게 엄마는 그만 놀고 자라고 했는데 주
인공이 꿈나라를 여행하나보다. 온갖 동물들을 기차에 태워주며 신나는
여행을 하고 돌아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 집안이 동물들로 가득
하다.
여행은 참 신나는 일이다. 아이들은 여행을 통해 한층 더 자라게 된다
비록 동화를 통한 여행이지만 아이들은 신이나고 한껏 부풀게 된다.
모든 일상이 시시해 진 아빠와 딸 베아트리체! 서로 역할을 바꾸어 보
기로 한다. 아빠는 베아트리체 대신 유치원에 가고 베아트리체는 아빠
데신 아빠의 회사로 출근을 한다. 아이의 시각에서 바라본 회사일은 신
기하고 흥미진진하다.
장부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바삭바삭 크랙커의 새 광고 노래를 만들었
다. 그리고 바로 승진을 하게 된다. 유치원에 간 아빠도 선생님을 도와
주는 멋진 친구가 되었다며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학생이 된다.
두 사람은 너무 너무 피곤했지만 아빠는 지난 20년 동안 오늘보다 즐거
웠던 적은 없었다. 라고 하고 베아트리체도 광고일이 상상력을 많이 필
요로 하는 일이어서 참 좋다고 하는데. 서로에게 맞는 일일까요? 세상
에는 아무리 허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아빠를 대신해서 회사
에 가는 일 아이들 대신해서 유치원에 가는일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너
무나 신이 나는 일이다. 이 동화를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되
는 일의 구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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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절차

본 연구는 평정자 교육 후 실험·통제집단 구성, 사전검사 실시,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
상활동 실시, 사후검사 실시,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실험집단은 선행연구 안화자, 2007)를 통해 수정․보완한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
2009년 9월 1일(화)부터 2009년 10월 13일(화)까지 총 12회기로 구성하여 30∼40분을 1회 소
요시간으로 주 2회씩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에는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 실시 기
간 중 일반 보육과정과 연계된 생활 주제중심 활동을 실시하였다.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 실시하기 전 유아종합창의성 검사를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12회기 동화를 통한 홀리스
틱 심상활동(<부록 4> 참고)이 모두 끝난 후 사전검사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검사도구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실시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집단분류
실험 집단

사전검사
→

통제 집단

→

유아종합창의성
검사

→

실험처치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

사후검사
→

→

일반 보육과정과
연계된 활동

→

유아종합창의성
검사

[그림 1]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2009년 9월 1일(화)부터 2009년 10월 13일(화)까지 실시하였다. 연
구절차는 <표 9>와 같다.
<표 9>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 연구절차

추진내용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기간
2009년 8월 31일(월)
2009년 9월 1일(화) ∼ 10월 13일(화)
2009년 10월 1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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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 2)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 t검
증(independent t-test)을 실시하였다. 다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짝진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홀리스틱 심상활동에 따른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연
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홀리스틱 심상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의 창의성의 집단간 동질성
창의성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유아의 창의성 전체와 하위요인인 상상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에 대하여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동질집단임을 알 수 있다.
1)

(N=18)

<표 10>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창의성
상상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전체

실험집단(n=9)

통제집단(n=9)

M(SD)

M(SD)

64.38(5.21)

58.90(10.70)

1.32

61.21(7.72)

59.47(7.74)

.48

48.96(5.41)

46.23(3.49)

1.30

54.79(7.18)

52.27(6.78)

.77

57.33(4.97)

54.22(5.18)

1.29

t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 간 사전․사후 검사한 점수들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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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창의성 전체에 미치는 효과
<표 11>과 [그림 2]에 의하면 홀리스틱 심상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유아의 경우 사
전검사와 사후검사간 평균점수는 11.90점이 증가하였고, 보육과정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한
통제집단의 경우는 1.12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 유아(M=69.23)가 통제
집단 유아(M=55.34)보다 창의성 전체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t=5.76, p<.001). 이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전체 창
의성이 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N=18)

<표 1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창의성 전체에 대한 t검증 결과

창의성 전체
주.

사전검사
사후검사

실험집단(n=9)

통제집단(n=9)

M(SD)

M(SD)

57.33(4.97)

54.22(5.18)

1.29

69.23(3.80)

55.34(5.89)

5.76***

t

***

p<.001

창의성 전체
80

70

60

50
사전

사후
실험집단

통제집단

․

[그림 2] 실험 통제집단의 창의성 전체에 대한 평균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상상력에 미치는 효과
<표 12>와 [그림 3]에 의하면 홀리스틱 심상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유아의 경우 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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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력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 평균점수는 7.00점이 증가하였고, 보육과정과 연계된 활
동에 참여한 통제집단의 경우는 2.00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 유아
(M=71.38)가 통제집단 유아(M=60.90)보다 상상력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t=3.20, p<.01). 이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상상력이 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N=18)

<표 1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상상력에 대한 t검증 결과

상상력
주.

실험집단(n=8)

통제집단(n=8)

M(SD)

M(SD)

64.38(5.21)

58.90(10.70)

1.32

71.38(4.24)

60.90(8.40)

3.20**

사전검사
사후검사

t

**

p<.01

상상력
80

70

60

50
사전

사후
실험집단

통제집단

․

[그림 3] 실험 통제집단의 상상력에 대한 평균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유창성에 미치는 효과
표에 13과 [그림 4]에 의하면 홀리스틱 심상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유아의 경우 사전
검사와 사후검사간 유창성 평균점수는 12.58점이 증가하였고, 보육과정과 연계된 활동에 참
여한 통제집단의 경우는 .34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 유아(M=73.79)가
통제집단 유아(M=59.13)보다 유창성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t=4.45, p<.001). 이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유창성이
더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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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8)

<표 1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창성에 대한 t검증 결과

유창성
주.

실험집단(n=8)

통제집단(n=8)

M(SD)

M(SD)

61.21(7.72)

59.47(7.74)

.48

73.79(4.11)

59.13(8.53)

4.45***

사전검사
사후검사

t

***

p<.001.

유창성
80

70

60

50
사전

사후
실험집단

통제집단

․

[그림 4] 실험 통제집단의 유창성에 대한 평균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융통성에 미치는 효과
<표 14>와 [그림 5]에 의하면 홀리스틱 심상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유아의 경우 사
전검사와 사후검사간 융통성 평균점수는 9.67점이 증가하였고, 보육과정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한 통제집단의 경우는 1.40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 유아(M=58.63)
가 통제집단 유아(M=47.63)보다 융통성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
5)

(N=18)

<표 1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융통성에 대한 t검증 결과

융통성
주.

사전검사
사후검사

실험집단(n=8)

통제집단(n=8)

M(SD)

M(SD)

48.96(5.41)

46.23(3.49)

1.30

58.63(5.88)

47.63(6.16)

3.84**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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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t=3.84, p<.01). 이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융통성
이 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융통성
70

60

50
사전

사후

40
실험집단

통제집단

․

[그림 5] 실험 통제집단의 융통성에 대한 평균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독창성에 미치는 효과
<표 15>와 [그림 6]에 의하면 홀리스틱 심상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유아의 경우 사
전검사와 사후검사간 독창성 평균점수는 18.35점이 증가하였고, 보육과정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한 통제집단의 경우는 1.41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 유아(M=73.14)
가 통제집단 유아(M=53.68)보다 독창성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t=5.32, p<.01). 이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독창성
이 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N=18)

<표 1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독창성에 대한 t검증 결과

독창성
주.

사전검사
사후검사

실험집단(n=8)

통제집단(n=8)

M(SD)

M(SD)

54.79(7.18)

52.27(6.78)

.77

73.14(4.98)

53.68(9.29)

5.32***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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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
80

70

60

50
사전

사후
실험집단

통제집단

․

[그림 6] 실험 통제집단의 독창성에 대한 평균

2. 홀리스틱 심상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 분야별요인에 미치는 효과

유아의 창의성 분야별 집단간 동질성
창의성 분야별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언어, 도형, 신체에 대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으므로 동질집단임을 알 수 있다.
1)

(N=18)

<표 1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증

창의성
언어
도형
신체

실험집단(n=9)

통제집단(n=9)

M(SD)

M(SD)

59.54(10.06)

51.23(9.68)

1.78

56.29(13.97)

55.90(10.92)

.07

49.13(4.49)

50.83(6.66)

-.62

t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창의성 분야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 간 사전․사후 검사한 점수들을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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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언어에 미치는 효과
<표 17>과 [그림 7]에 의하면 홀리스틱 심상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유아의 경우 사
전검사와 사후검사간 언어의 평균점수는 7.92점이 증가하였고, 보육과정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한 통제집단의 경우는 1.37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 유아(M=67.46)
가 통제집단 유아(M=52.70)보다 언어에 대한 사후검사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t=3.45, p<.01). 이는 실험집단이 통제집
단보다 언어점수가 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N=18)

<표 1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언어에 대한 t검증 결과

언어
주.

실험집단(n=9)

통제집단(n=9)

M(SD)

M(SD)

59.54(10.06)

51.23(9.68)

1.78

67.46(8.87)

52.70(9.15)

3.45**

사전검사
사후검사

t

**

p<.01

언어
80

70

60

50
사전

사후
실험집단

통제집단

․

[그림 7] 실험 통제집단의 언어에 대한 평균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도형에 미치는 효과
<표 18>과 [그림 8]에 의하면 홀리스틱 심상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유아의 경우 사
전검사와 사후검사간 도형의 평균점수는 14.31점이 증가하였고, 보육과정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한 통제집단의 경우는 .39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 유아(M=70.60)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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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집단 유아(M=55.51)보다 도형에 대한 사후검사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t=2.71, p<.05). 이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도형점수가 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N=18)

<표 1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도형에 대한 t검증 결과

도형
주.

실험집단(n=9)

통제집단(n=9)

M(SD)

M(SD)

56.29(13.97)

55.90(10.92)

.07

70.60(10.07)

55.51(12.88)

2.71*

사전검사
사후검사

t

*

p<.05

도형
80

70

60

50
사전

사후
실험집단

통제집단

․

[그림 8] 실험 통제집단의 도형에 대한 평균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신체에 미치는 효과
<표 19>와 [그림 9]에 의하면 홀리스틱 심상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유아의 경우 사
전검사와 사후검사간 신체의 평균점수는 18.37점이 증가하였고, 보육과정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한 통제집단의 경우는 1.40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 유아(M=67.50)
가 통제집단 유아(M=52.23)보다 신체에 대한 사후검사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t=6.02, p<.001). 이는 실험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신체점수가 더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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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8)

<표 1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신체에 대한 t검증 결과

신체
주.

실험집단(n=9)

통제집단(n=9)

M(SD)

M(SD)

49.13(4.49)

50.83(6.66)

-.62

67.50(2.38)

52.23(6.82)

6.02***

사전검사
사후검사

t

***

p<.001.

신체
70

60

50

40
사전

사후
실험집단

통제집단

․

[그림 9] 실험 통제집단의 신체에 대한 평균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상상력, 유창성, 융통
성, 독창성)과 창의성 분야별(언어, 도형, 신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창의성 각 하위영역과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하위영역 중
상상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실험집단의 유아가 통제 집단의 유아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동화를 통
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유아의 상상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화구연을 활용한 표현활동이 유아의 상상력을 증진시킨다는 이혜진(2003),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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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고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구연동화를 통하여 상상력이 증진한다고 보고한 김인
숙(2004)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하위영역 중 유창성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실험집단의 유아가 통제 집단의 유아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
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
상활동이 유아의 유창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화를
통한 표현 활동은 유아의 유창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 최정희(2005), 이혜진
(2003), 김소라(2008)의 보고와 같은 맥락이다.
셋째,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하위영역 중 융통성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실험집단의 유아가 통제 집단의 유아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
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
활동이 유아의 융통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넷째,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하위영역 중 독창성에 미치는 효
과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실험집단의 유아가 통제 집단의 유아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
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
활동이 유아의 독창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화를
통한 표현 활동은 유아의 독창성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한 최정희(2005), 이혜진
(2003), 김소라(2008)의 보고와 같은 맥락이다.
마지막으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창의성 전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본 결과, 실험
집단의 유아가 통제 집단의 유아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전체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흥미를 유발하고 느낌, 상
상, 생각 등 심상활동을 시각화하게 함으로써 창의성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한 윤희곤
(1998)의 보고와 같은 맥락이다.
다음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창의성 분야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창의성 분야 중 언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본 결과, 실험집단의 유아가 통제 집단의 유아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유아의
언어 창의성 분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요약할 수 있다.
둘째,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창의성 분야 중 도형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실험집단의 유아가 통제 집단의 유아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유아의 도
형 창의성 분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동화를 통한 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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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틱 심상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분야별 중 도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보고한 김소
라(2008)의 보고와 일치한다. 또한 심상활동이 상상표현활동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감성
지수 변화에 효과적이고 시각화(그림, 글 극화, 마인드맵)에 효과적으로 나타난 윤희곤(1998)
의 보고와 유사한 맥락이다.
셋째,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창의성 분야 중 신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결과, 실험집단의 유아가 통제 집단의 유아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활동이 유아의 신
체 창의성 분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을 나타내는데 효과
가 있었음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동화를 통한 홀리스틱 심상 활동을 통해 창의성 효과를
얻으려면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는 유아들에게 바람직한 독서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유아교육 과정의 모든 영역에 폭넓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 방법을 강구해야 힐 것이다.
둘째, 유아종합 창의성 검사 도구가 48개월 이하의 연령에도 적응해 볼 수 있도록 하여
타 연령에 적응하여 나타나는 결과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실험 기간이라는 일정기간 동안에만 실시,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에
한계가 있어 장기간 진행을 체계적으로 하여 교육적 효과를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홀리스틱 심상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를 장기적, 다각적으로 확보하여 심층적
인 연구가 지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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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Holistic Images on Children's
Creativity through Children's Stories

Duk-Hee, Kang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the holistic images on children's creativity through children's
books. Children's picturebooks are very useful to evoke vivid imaginations as well as to enhance the
ability of problem solving in various situations. According to the individual objective of the study,
the two questions have been established. By combining all the results of the study, it can be said
that the influence of the holistic images on children's creativity through children's stories also
influences the overall creativity for each standard and category in a positive way.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 in terms of subarea of creativity. There were discussed some implications and
prospects for applying holistic image activity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논문투고일: 2015. 05. 19. / 심사일: 2015. 07. 10. / 게재 확정일: 2015. 07. 15.
- 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