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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그리기 표상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
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만 4세와 5세 혼합 연령 유아 총40명으로 실험집단은 동화를 듣고 소집
단 토의를 한 후 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통제집단은 동화를 듣고 소집단 별로 유치원에서 하고
있는 전통적인 후속활동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그리기 표상능
력 평정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연구 자료는 t검증하여 실험처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전체 그리기 표상능력 점수와
하위영역인 기본도형과 선의 병합정도, 다양한 색채 사용, 조화로운 구성, 다양한 형체, 주제 관
련 표상, 표상의 창의성 점수에서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주제어：이야기 꾸미기 활동(story making activities)
그리기 표상능력 (drawing representation)

Ⅰ. 서 론
근래에 들어 많은 학자들은 유아의 발달에 있어 그리기 표상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그
리기 표상과 재표상의 과정을 걸쳐 유아의 인지능력 등 전인발달이 효과적으로 발달한
논문접수：1/31 수정본 접수：2/26 게재승인：3/16
* 화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 국제 어린이집 원장(교신저자：kukje3111@hanmail.net)
*** 숭의여자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130

幼兒敎育學論集 제10 권 제1호, 2006.


다고 인정하고 유아교육 프로그램에서도 그리기 표상을 교육 매개로 적용하여 교육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학자들은 유아는 생활경험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생각과 감정을 자발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가 있으며 다양
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그리기 표상 활동은 유아들 생활
의 일부분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는 자기표현의 수단이 되며 이
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지식들을 구체화하기도 한다(지성애, 2001).
표상은 특정 대상에 대한 내적인 생각과 그런 생각이 담겨있는 외적인 표현물로 정의
하고 있다(이종희, 1998; Mandler, 1983; Werner,1964 ). 즉 표상은 특정 대상과 주제를 그
리기로 표현해 낸 그림 뿐 아니라, 특정 대상과 주제에 대한 내적인 생각까지 포함한다
(지성애, 2001). Piaget(1952)는 표상을 개념적 표상, 상징적 표상 이란 두 가지 의미의 용
어를 사용하면서 지식으로서의 표상을 넓은 의미의 표상으로 보았으며, 유아의 지식은
표상과정을 통하여 습득한다고 하였다. Piaget의 인지이론은 유아는 사물의 영속성을 이
해하지 못하면 주변세계와 사물에 대한 이미지를 구성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유
아들은 경험에서 누적된 기억에 의해 구성된 이미지를 그리기를 통해 표상하기 때문에
표상활동은 기억을 상기시켜줄 뿐만 아니라 상상을 고무하는 방법으로 유아교육현장에
표상활동을 적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유아는 그리기 표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를 표출하기 때문에 유아기의 그리
기는 의사소통을 하는 매개 및 표현의 산물이 된다. 따라서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표현
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한 유아에게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리기로 표상하므로 유아
의 발달 및 특성 이해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장옥남, 2004). 또한 유아가 구체적인 경험
을 통해 사고가 발달하고 개념과 지식을 형성하여 감에 따라 그리기의 주제, 내용, 형태,
세부묘사 등에서 표상능력이 증가하게 된다(박일숙, 2000). 특히, 그리기 표상이란 지식이
나 개념을 언어 등의 상징체계를 사용하여 표상하는 대신 그림을 통해서 표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성숙, 2001)으로 그리기 표상의 개념 및 활용은 레지오 에밀리아의 유아교육
활동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레지오의 유아교육자들은 유아들에게 자신들의 생각,
관찰, 기억, 감정 등을 기록하기 위해 도식언어를 사용하여 그리기 표상을 교육의 매개
로 적용한 바 있다(Rinaldi, 1996).
한편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란 유아가 생각한 것을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자유롭게
말로 표현하여 이야기를 꾸며보는 활동을 말한다(한국유아교육학회, 1996). 유아교육현장
에서 이야기꾸미기 활동은 주로 동화를 근거로 이루어지는데 동화는 유아의 욕구불만을
해소시켜 주고, 유아가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주며, 감동을 주어 감정을 풍부하게
하고, 상상력을 길러줌으로써 유아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증진시켜 준다. 나아가 동화
를 듣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꾸며보는 활동은 동화 내용을 창의적으로 확장하도
록 도와 유아들의 상상력, 창의력, 사고력 등을 자극하여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뿐 만 아니라 유아가 인식한 동화 내용은 성장발달에 중대한 관계를 맺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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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발달과정에 있는 유아들에게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맹운화, 2001; 이상금, 장영희, 1995). 특히 유아
가 인식한 동화 내용을 확장하여 이야기를 꾸미는 활동은 동화 내용을 유아의 사고와
지식으로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조장하고 이때 견고화된 동화 관련 지식과 감정은 그리
기 표상 능력과 정적관계가 있다고 연구자들(지성애, 2001; Schirrmacher, 1988; Seefeldt,
1987)은 지적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동화를 듣고 후속활동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활
동들은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 향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신수영,
1990; 신정숙, 1989; 오미경, 1996; 이은주, 1989; 장세원, 1999; 맹운화, 2001).
특히 동화를 듣고 이를 토대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경험하도록 한 다음 그리기 표
상 활동을 한다면, 동화를 듣고 이야기꾸미기 활동만을 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과적으로
유아의 표상능력을 증진시킬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꾸미기 활동은 동화 내용에서 느끼
고 인식한 지식과 경험들을 언어적 표상으로 변환하여 표상하도록 하고 이를 시각적 표
상활동인 그리기를 하도록 하기 때문에 유아 자신의 생각과 느낌, 감정을 다양하고 자유
롭게 표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를 확장 시키고 뿐 만 아니라 견고화시키며 조직화 시
킬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유아 교육현장에 적용한다면 유아의
표상능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전인발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듯
동화를 듣고 이야기를 꾸며보고 이를 그리기 표상으로 연계하는 활동은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에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이라 사료된다. 더욱이 동화의 내용을 교사
로부터 듣고 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꾸며보는 활동을 하게 됨으로서 유아는 동화관련 내
용에 관한 정보와 간접경험을 하게 되어 다양한 지식을 획득하게 되며, 이렇게 획득된
지식을 다시 그리기로 표상하도록 한다면 보다 내실 있는 발달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그리기 표상능력의 증진은 유아의 전인발달을 유도하여 유아
교육의 긍극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유아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동화를 듣고 이야기를 꾸며보는 활동이 유아의 그리기 표상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기존의 연구들이 시사한 바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
존의 유아교육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화를 듣고 후속활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과
동화를 듣고 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꾸미기 한 다음 그리기 표현을 하는 활동을 체계
적이고 조직적으로 개발하여 이들 활동들이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다면, 유아교육현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모색에 기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동화를 통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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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G도시에 소재한 H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두 반을 선정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무선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연구대상은 4세와 5세 혼합 연령의 유아들로 실
험집단 20명과 통제집단 20명 총 40명이었다. 연구대상 평균연령은 68.50개월로 두 집단
은 거주 지역, 부모의 학력, 경제 문화적으로 비슷한 가정의 자녀들로 구성되었다. 각 집
단의 교사들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고 교육경력은 실험집단 교사는 21년과 통제집단
교사는 18년 3개월이었다.

2. 연구 도구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지성애(2001)가 개발한 ‘그리기 표상 능력
척도’ 에서 '표상과 언어의 연계성'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8개영역을 사용하였다. 기존연
구들(김영혜, 2005; 장옥남, 2004)에서도 유아들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언어로 능숙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제한점이 있어 ‘표상과 언어의 연계성’항목을 측정 항목에서 제외
한 바 있다. 사전 검사는 실험처치가 수행되기 전에 연구대상 유아들을 대상으로 자유화
그리도록 하여 ‘그리기 표상능력 척도’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사후 검사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실험처치 12회 활동 후 자유화 그리기를 실시하여 연구도구에 준하여 평가
측정하였다. 검사는 본 연구자들이 <표 1>의 평정 내용에 근거하여 영역별 세부 준거
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각 항목 당 최저 점수는 1점이고 최고점수는 5점으로 점수화하였
다. ‘그리기 표상능력 측정 척도’의 평정 근거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그리기 표상능력 척도의 영역별 평가내용
평가항목

점수

평 가 내 용

기본도형과
선의 병합

5
4
3
2
1

선과 기본도형의 병합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정교함
선과 기본도형의 병합이 단순하게 나타남
선과 기본도형의 병함 없이 각기 따로 나타남
선과 선 사이의 연결이 나타나지만 기본 도형은 나타나지 않음
단순한 선으로만 나타남

다양한 색채

5
4
3
2
1

9가지 이상의 색채 사용
6～8가지 색채 사용
4～5가지 색채 사용
2～3가지 색채 사용
1가지 색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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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점수

평 가 내 용

세부적 묘사

5
4
3
2
1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묘사함
천제 중 반 이상을 세부적으로 묘사함
특정한 한 부분만을 세부적으로 묘사함
형체의 기본 특징만을 묘사함
자세히 표현된 부분이 거의 없이 형체를 확인할 수 없음

조화로운
구성

5
4
3
2
1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룸
전체의 2/3정도가 조화를 이룸
부분적으로 조화를 이룸
전체의 1/4정도가 조화를 이룸
전혀 조화롭지 못함

다양한 형체

5
4
3
2
1

형체가 7가지 이상 나타남
형체가 5～6 이상 나타남
형체가 4가지 나타남
3가지 나타남
형체가 1～2가지 나타남

주제 관련
표상

5
4
3
2
1

주제와 연관된 소재가 분명하게 나타남
주제 관련 형체들이 연관되어 나타남
주제 관련 형체들이 각각 독립되어 있음
주제 관련 형체가 나타남
주제 관련 표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표상의
창의성

5
4
3
2
1

주제에 관련된 상상적인 표현이 뛰어남
표현이 매우 독특함
내용 주에 독창적인 표현이 있음
형체 중 일부분을 독특하게 표현함
사물 그대로를 표현하려고 함

그림의 완성

5
4
3
2
1

전체적으로 색을 칠해 그림을 거의 완성함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색칠함
형체의 일부분만 색칠함
형체는 있으나 색칠을 하지 않음
형체를 완성하지 못하고 색칠도 하지 않음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먼저 그리기 표상과 이야기 꾸미기 활동과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기존의 유아교육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야기 꾸미기 활동들을 수
집하여 비교 대조하였다. 이러한 문헌연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실험처치 시안을 개발하
고 유아교육전문가들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실험처치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연구의 목적
에 맞는 연구도구를 선정하였다. 연구 도구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
하는 과정에서 '표상과 언어의 연계성' 영역을 측정하는데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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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를 제외하기를 결정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배정하고 실험처치를 수행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동질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실험처치는 주 2회씩 6주 동안 총
12회 실시하였다. 실험처치가 끝난 후 실험처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와 동
일한 검사도구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문헌 연구 및
이론적 배경의 기초구성

↓
실험처치방법 개발
연구대상 선정

↓
↓

연구도구 선정

예비조사

↓
검사자 및 교사훈련

↓
실험집단

집단선정

통제집단

↓
사전검사
(유아그리기 표상능력 검사)

↓
동화 듣고 이야기
꾸미기 활동

실험처치
(6주 동안 12회)

동화 듣고
후속 활동

↓
사후검사
(유아그리기 표상능력 검사)

↓
결과분석 및 논의

[그림 1] 연구절차

1) 예비 검사 및 연구
본 연구에 사용한 그리기 표상능력 평가 도구의 사용방법 및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 연구 유치원과 비슷한 환경의 유치원 유아 5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
비검사는 역할놀이 영역에서 5명을 대상으로 자유화를 20분 동안 그리도록 하여 표상능
력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유아들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언어로 능숙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데 제한점이 있어 '표상과 언어의 연계성' 영역을 측정하는데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판명하여 이를 제외하기를 결정하였다. 이외의 다른 영역들은 유아의 그리
기 표상능력을 검사하는 측정도구로 사용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 연구와 사전․사후 검사의 그리기 표상능력 검사와 실험집단의 실험처치는
연구자들 중 한명이 실시하였으며, 통제집단은 교육경력 18년 3개월인 담임교사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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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2) 동화 선정
이야기 꾸미기 활동은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가족과 이웃’, ‘동물’, ‘음
식’, ‘깨끗한 생활’등의 생활주제와 연계하여 구성하였으며, 동화 선정은 생활주제와 연
계된 것으로 유아의 이야기 꾸미기 활동에 적합한 동화를 선정하기 위해 노영희, 이경
우, 이차숙, 장영희, 현은자(2001)가 제시한 동화책 선정 기준을 수정 보완하여 선정 준거
로 활용하였다. 현직 유치원 교사 23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고 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동화를 추천하도록 하고 정리 한 결과 30편
의 동화가 추출되었다. 이렇게 추출된 동화는 본 연구자들이 노영희 외(2001)가 제시한
동화책 선정 기준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 선정 준거에 준하여 현직 유치원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 결과 4.0점 이상인 동화 중 생활주제에 적합한 12편
의 동화책을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실험처치에서 활용할 동화로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
된 동화 12편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선정된 동화 목록
순

생활 주제

1
2
3

가족과 이웃

4
5
6

선 정 동 화

글/그림

피터의 의자
나무 숲 속
세 강도

에즈러 잭 키츠
메리 홀 엣츠
토미 웅게러

동물

곰 사냥을 떠나자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

헬린 옥슨버린/마이클로젠
베르너 홀츠바르트/볼프 에를브루흐
존 버닝 헴

7
8
9

음식

커다란 무
깊은 밤 부엌에서
구리와 구라의 빵만들기

헬린 옥슨버린/마이클로젠
모리스 샌닥
나카기와 리에코

10
11
12

깨끗한 생활

신나는 페인트 칠
병원 소동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

교코마스오카
한스 아우구스 토레이
윌리엄 스타이그

3) 사전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 유아에게 그리기 표상능
력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집단이라 가정할 수 있었다. 그리기 표상능력검사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아에
게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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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전체 그리기 표상능력에 대한 사전검사결과
영역

집단

N

M

SD

전체
그리기 표상능력

실험집단

20

11.75

4.25

통제집단

20

12.85

3.49

t

p

.893

.378

4. 실험 처치
1) 실험처치 기간 및 일과 운영
동화를 통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본 연구의 실험처치는 2005년 5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6주 동안 총 12회 실
시하였다. 두 집단의 하루 일과 운영은 다음 <표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
이 하루일과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종일반으로 운영되었으며, 실험은 점심시간이
끝난 다음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같은 시간대에 실시하였다.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과 운영
실 험 집 단

시 간

통 제 집 단

등원
자유선택활동
정리정돈 및 평가
대․소집단 활동
간 식
실외놀이
화장실 다녀오기
점심식사

08：30～09：00
09：00～09：50
09：50～10：10
10：10～11：00
11：00～11：30
11：30～12：10
12：10～12：20
12：20～13：20

등원
자유선택활동
정리정돈 및 평가
대․소집단 활동
간식
실외놀이
화장실 다녀오기
점심식사

동화 들려주기
이야기 꾸미기 활동하기

13：20～14：30

동화 들려주기
전통적인 방법의 후속활동

그리기 표상활동
종일반 활동
평가 및 귀가지도

그리기 표상활동
14：30～16：50
16：50～17：00

종일반 활동
평가 및 귀가지도

2) 교사의 역할
교사는 일반적으로 교사자신이 자신의 삶 속에서 창의적인 사고모델이 되어야 하며
유아가 교사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갖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
도록 활동을 지원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교사 모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
구에서 실험집단 교사의 역할은 다음[그림2]와 같으며, 통제집단의 교사의 역할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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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안내
중재

조력
동기유발

격려
평가

정보제공

교사의
역할

동기유발

촉진
격려

교사의 역할
관찰

시범

관찰

[그림 2] 실험집단 교사의 역할

평가

[그림 3] 통제집단 교사의 역할

특히 실험집단의 교사는 연구대상 유아들이 이야기를 꾸미는 과정에서 동화 내용과
관련된 토의가 진행되도록 안내하고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역동적
인 이야기 꾸미기가 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3) 실험처치 과정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실험처치 내용은 동화를 들은 후에 진행되는 후속활동에서의
차이가 있었다. 실험집단은 먼저 동화를 들은 다음 본 연구자가 임의로 모색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 틀을 구성하여 이에 준하여 이야기꾸미기 활동을 수행하고 끝난 다음 그리
기 표상활동을 수행하였는데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아들의 어휘력
과 언어표현력이 통제집단보다 더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반면 통제집단은 동
화를 들은 후 실험집단의 이야기 꾸미기 활동 대신 전통적인 방법의 후속활동인 ‘신체표
현 및 게임’, ‘단어 가지 만들기’, ‘재미있는 단어 찾기’ 그리고 ‘다양한 미술활동’을 수
행하고 그리기 표상활동을 하였다.
실험집단의 이야기 꾸미기 활동 유형은 <표 5>에 제시된바와 같다.
<표 5> 실험집단의 이야기 꾸미기 활동과 통제집단의 후속활동 비교
순

실험집단의 이야기 꾸미기 활동

통제집단의 후속활동

1

삽화보고 이야기꾸미기

신체표현 및 게임

2

중간, 뒷 이야기 짓기,새로운 동화 꾸미기

단어가지 만들기

3

주인공, 바꾸어 이야기 꾸미기

재미있는 단어 찾기

4

등장인물 보고 이야기꾸미기, 편지쓰기

다양한 미술활동

본 연구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실험 과정은 [그림4]와 같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활동과정은 <표6>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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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소개
및 예측하기

↔

도
입
( 5분)

↓

동화 들려주고
내용 회상하기

↔

↓

↓

↔

↔

↓

실험집단：이야기
꾸미기활동하기

동화소개
및 예측하기

동화 들려주고
내용 회상하기
↓

↔

전

개

↔

통제집단：전통적인
방법의 속활동하기

( 35분)
↓

그리기
표상활동하기

↓
↔

↔

↓

발표 및 평가

그리기
표상활동하기
↓

↔

마 무 리(10분)

↔

정리 및 평가

[그림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실험 과정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활동과정
구분

실시
횟수

실 험 집 단

․주2회씩 6주 동안 12회를 실시 (화, 목)

통 제 집 단

․주2회씩 6주 동안 12회를 실시
(화, 목)
․20명의 유아에게 동화책 들려주기
․회상해보기
․후속활동하기

․20명의 유아에게 동화책 들려주기
․회상해보기
․이야기꾸민 후 발표하기
동화
도입
․동기유발을 위해 수수께끼와 동화 제목과 표지보고 예측해 보기
(5분)
예측하기
동화들려
․동화 들려주기
․동화 들려주기
주기 및
․동화 내용을 회상하기
․동화 내용을 회상하기
회상하기
․이야기꾸미기 활동하기
․후속 활동하기
전
소집단별 토의하기(5명씩)
소집단별 토의하기
이야기
이야기 꾸며 발표하기
전통적인 방법의 후속 활동하기
꾸미기
(중간, 뒷이야기 짓기, 새로운 동화
(단어가지만들기, 재미있는 단어찾
개
활동/전통적
(35분)
만들기 등을 활동하여 발표)
기등을 활동하기)
후속활동
활동 결과물을 벽면이나 언 어 영 ․활동 결과물을 벽면이나 언 영역에
역에 전시 게시하기
전시 게시하기
․가장 재미있는 장면과 인상 깊은 ․가장 재미있는 장면과 인상 깊은
그리기
곳을 20분 동안 그림 그리기
곳을 20분 동안 그림 그리기
표상활동
․소그룹으로 완성된 활동 결과물을
마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후속 활동
발표 및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평가한 후
무
결과물은 벽면이나 언어영역에 전
평가
벽면이나 언어영역에 전시, 게시한
리
시, 게시한다.
(10분)
다.
활동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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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후 검사
그리기 표상능력에 관한 사후검사는 실험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 40
명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7월6까지 3일에 걸쳐 사전검사와 동일한 도구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5. 자료처리
실험처치가 유아의 그리기 표상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하여 t검
증하여 비교․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그리기 표상능력 평가척도’를 연구도구로 사용하여 실험처치의 효과를 분석하였
다. 먼저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의 전체 점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야기 꾸미기 활
동을 실시한 실험집단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 사전검사 점수 평균은 11.75(SD=4.25)이
고, 통제집단의 평균은12.85(SD=3.49)로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t=.893, p>.05). 그러나 실험처치 후 검사한 사후검사 결과 실험집단 유아
의 그리기 표상능력 점수는 26.85(SD=4.36)이고, 통제집단은 16.75(SD=3.58)로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7.996, p<.001). 이러한 결과는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전통적인 후속활동보다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 증진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동화를 듣고 이야기를 꾸며보는 활동이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
력에 미치는 효과를 그리기 표상능력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도형과 선의 병합 비교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기본도형과 선의 병합 증가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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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본도형과 선의병합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검사 비교

사전
사후

N

M

SD

실험집단

20

1.65

1.03

통제집단

20

2.15

.81

실험집단

20

4.00

.56

통제집단

20

3.45

.94

t

p

1.694

.098

2.238

.033

*

<표 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실시한 이후의 실험집단 유
아의 기본도형과 선의병합 사후점수는 4.00(SD=.56)이고, 통제집단은 3.45(SD=.94)로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2.238, p<.05). 따라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기본도형과 선의 병합을 증진시키는데 유의하게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해석 할 수 있다.

2. 다양한 색채 비교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다양한 색채 증가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다양한 색채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검사비교

사전
사후

N

M

SD

실험집단

20

1.90

1.07

통제집단

20

2.05

.75

실험집단

20

3.95

.88

통제집단

20

2.55

.88

t

p

.511

.613

4.991

***

.000

<표 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실시한 이후의 실험집단 유
아의 다양한 색채 사후점수는 3.95(SD=.88)이고, 통제집단은 2.55(SD=.88)로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4.991, p<.001). 따라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다양한 색채 증진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3. 세부적 묘사 비교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세부적 묘사 증가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실시한 후의 실험집단 유아의 세부적 묘사 사후점수는 2.40(SD=.50)이고, 통제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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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SD=.67)로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1.334,
p>.05).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후속활동과 비교할 때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세
부적 묘사 증진에 효과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4. 조화로운 구성 비교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조화로운 구성 증가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조화로운 구성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검사비교

사전
사후

N

M

SD

실험집단

20

1.20

.52

통제집단

20

1.25

.63

실험집단

20

2.95

1.05

통제집단

20

1.85

1.08

t

p

.271

.788

3.251

.002**

<표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실시한 이후의 실험집단 유
아의 조화로운 구성 사후점수는 2.95(SD=1.05)이고, 통제집단은 1.85(SD=1.08)로서 두 집
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3.251, p<.01). 따라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조화로운 구성을 증진시키는데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5. 다양한 형체 비교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다양한 형체 증가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다양한 형체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검사 비교

사전
사후

N

M

SD

실험집단

20

1.20

.41

통제집단

20

1.45

.75

실험집단

20

2.60

.88

통제집단

20

1.30

.65

t

p

1.296

.205

5.284

***

.000

<표 10>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야기꾸미기 활동을 실시한 이후의 실험집단 유
아의 다양한 형체의 사후점수는 2.60(SD=.88)이고, 통제집단은 1.30(SD=.65)으로서 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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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5.284, p<.001). 따라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다양한 형체를 증진시키는데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6. 주제관련 표상 비교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주제관련 표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실시한
이후의 실험집단 유아의 주제관련 표상 사후점수는 3.55(SD=.99)이고, 통제집단은
2.05(SD=.75)로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5.347,
p<.001). 따라서 실험처치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주제관련 표상을 증진시키는
데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7. 표상의 창의성 비교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표상의 창의성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 비교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표상의 창의성에 대한 집단별 사전․사후검사비교

사전
사후

N

M

SD

실험집단

20

1.15

.36

통제집단

20

1.30

.47

실험집단

20

2.35

.81

통제집단

20

1.05

.22

t

p

1.125

.268

6.897

.000***

<표 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실시한 이후의 실험집단
유아의 표상의 창의성 사후점수는 2.35(SD=.81)이고, 통제집단은 1.05(SD=.22)로서 두 집
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6.897, p<.001). 따라서 실험처치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표상의 창의성을 증진 시키는데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8. 그림의 완성 비교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그림의 완성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실시한 이
후의

실험집단

유아의

그림의

완성

사후점수는

3.30(SD=.80)이고,

통제집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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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SD=1.23)로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1.374,
p>.05). 이러한 결과는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그림 완성 점수 증진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동화를 듣고 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실시한 실
험처치가 전체 그리기 표상능력, 기본도형과 선의병합, 다양한 색체, 조화로운 구성, 다
양한 형체, 주제관련 표상, 표상의 창의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동화를 듣고 이야기를 꾸며보는 활동과 동화를 듣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후
속활동을 해보는 활동이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동화 듣고 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한 실험집단이 동화를 듣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후속
활동을 한 통제집단보다 전체적 그리기 표상능력뿐만 아니라 하위요인 중 ‘기본도형과
선의 병합’, ‘다양한 색채’, ‘조화로운 구성’, ‘다양한 형체’, ‘주제관련 표상’, ‘표상의 창
의성’에서 유위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예를 들어, ‘신나는 페인트
칠’의 동화를 듣고 동화책에 나온 다양한 도형과 선 그리고 색들이 포함되어 있는 삽화
를 보고 이야기를 꾸며보는 활동을 경험하게 하였던 실험집단의 처치가 통제집단에서
수행된 신체 표현 및 게임 그리고 단어가지 만들기 등의 언어중심 활동보다 유아의 ‘기
본도형과 선의 병합’과 ‘다양한 색채’ 그리고 ‘조화로운 구성’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기 표상능력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시각적 활동이 포함
된 실험처치의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신체표현과 언어중심의 통제집단 활동보다 유아의
표상능력 특히 ‘기본도형과 선의 병합’과 ‘다양한 색채’ 그리고 ‘조화로운 구성’을 하는
그리기 표상능력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실험집단의 처치가 동화의
이야기 장면과 제목 표지에 대해 다양하게 또래들과 이야기하도록 함으로서 유아로 하
여금 기억된 이미지에 새로운 이미지 첨가를 반복하여 기존의 유아 사고 속에 존재하고
있는 표상의 폭을 넓혀주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법의 후속활동에 비해 주제에 맞는 다
양한 색과 표상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독특한 그리기 표상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던 것으
로 보여 진다. 이러한 결과는 동화내용에 대한 토의 활동이 그림 표상에서 형체의 다양
성을 증진시킨다는 장세원(1999)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주제 관련 표상’과 ‘표상의 창의성’ 점수도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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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화의 주인공의 상황을 동화 주제에 맞게 바꾸어 이야
기를 꾸미도록 하였던 실험처치가 유아들로 하여금 다양한 방법으로 ‘주제와 관련하여
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사료된다. 나아
가 동화를 중간 부분까지만 듣고 이후 뒷부분 이야기를 예견하여 이야기를 꾸미도록 하
였던 활동 그리고 등장인물에게 가상과 상상으로 편지를 쓰고 편지를 받을 등장인물의
느낌과 생각을 예측하도록 하였던 실험처치 경험이 신체표현과 언어중심의 통제집단의
후속활동보다 표상의 창의성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이
야기를 상상하고 가상으로 꾸며보며 또래 혹은 교사와 상호작용하는 교수 방법이 유아
의 사고와 아이디어를 자기 표현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창의적 사고를 향상시킨다는
연구(이영자, 이기숙, 1986; 임성진, 2001)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세부적 묘사’와 ‘그림의 완성’ 점수 증진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처치 특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처치는 시각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야기 듣기와 회상하기와 관련된 요소와 근거를 통해 이야기를 다시
꾸며보는 것이 주 처치였기 때문에 유아가 사물에 대해 세부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시
각적 자극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았던 것에 제한점이 있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본 연구
의 실험처치가 특히 세부적 묘사를 통한 그리기를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유아들 자신이 이해한 것 보다 충분한 시각적 경험을 갖게 되면
그들이 가진 개념이 증가하여 이를 그림으로 용이하게 표상한다는 박일숙(2000)의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의 실험처치를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시각적 자극이 포함된
활동 중심으로 구성한다면 본 연구 결과와는 상치되는 결과가 산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동화를 듣고 이야기를 꾸며본 활동을 처치한 실험 집단의 유아들이 통제
집단보다 더 다양한 상상적인 사고를 통해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법으로 동화내용을 그
리기로 표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표상
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기존의 연구(오미경, 1995; 김은옥, 1994; 이귀순, 1996; 이은
주, 1989; 신수영, 1990; 서광선, 2004)와 교수방법의 유형에 따라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
력 증진에 차이가 있다는 지성애(2001)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이
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
겠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이야기 꾸미기 활동은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 증진에
효과적인 교수활동 전략임을 알 수 있다. 교사는 유아들에게 동화를 들려 줄 때 단순한
언어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시각적 자극을 포함하고 유아들에게 들은 동화 이야기 내용
을 회상하도록 한 다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그리기 표상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 연구 결과는 시사한다. 따라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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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기 활동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그리기 표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방
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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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tory-Making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Drawing Representation Abilities

Chun, Hwa-Jung (Teacher, Hwasun Kindergarten)
Chae, Young-Ran (Principal, Kukje Nursery Center)
Yoo, Koung-Suk(Professor, Soongeui Women's Colle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story-making activities effect young children's
drawing representation abilities.
The subjects used in this study were 40 young children. The mean age of the subjects was
68.50 months. The study used the 'Drawing Representation Rating Scale' for collection of the
data. Pre-test and post-test data was analyzed using t-test.
In conclusion, story-making activities were conducive to improving young children's drawing
representation abilities. In the future, a variety of story-making activities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language and art education in early childhood schoo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