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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언어를 발달시키면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
을 이해하며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또한 자신의 사고를 언어를 통해 표현하고
이를 다시 사고화 하는 과정을 통해 인지구조를 확장시키면서 지적 세계를 넓혀 나가기
도 한다. 이처럼 언어는 인간에게 있어서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자 인간관계 형성의
매개체이며 지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언어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자신의 언어를 질적, 양적으로 발전
시키게 되며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발전된 언어는 정보 획득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수
단이 될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
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모든 발달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유아기는
이러한 언어발달에 있어서 결정적 시기이며 언어교육은 유아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인 유아의 언어능력은 또래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교사와의
상호작용, 부모 및 형제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시켜 나가기도 하지만 다양한 매체를
접하면서 다양한 어휘 및 문장 이해력, 구문 등과 같은 언어능력을 발달시켜 나가기도
한다. 특히 유아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고 유아가 자주 접하는 문학작품은 유아의 언어 교
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다. 이경화(1999)는 유아들에게 즐거움
을 줄 수 있는 문학활동을 학습 특히 언어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이끄는 것은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며 유아교육과정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학 작품 중 그림책은 유아가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책으로 유아는 즐거운
놀이감으로 그림책을 선택하고, 그림을 통해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의 상황을 마음속에
그려 나가며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삶의 방식을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Holdaway(1979)는 유아들은 좋은 그림책을 활용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학습하고 발달시키게 됨을 강조하였으며, Rosenblatt(1982)도 유아들은 좋은 그림이 담
긴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미 획득한 경험이나 지식에 근거하여 내용을 나름대로
해석해보는 적극적인 참여자가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있어 그림책은 유아의 문해 발달을 도울 뿐 아니라 통합적인 교수
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절한 매개라고 할 수 있으며 언어예술의 한 분야인 만큼 유아의
총체적 언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Cochran-Smith, 1984;
Sawyer & Comer, 1995; Sobut & Bogen, 1993) 역시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특히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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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의 교수 방법은 유아에게 의미 있는 맥락을 제시하여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자연스
럽게 유도함으로서 다양한 언어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접근 활동에는 Moen(1991)이 제시한 8가지 교수전략이 있는
데 작가 전략, 협동적 학습 전략, 게임 전략, 이해를 위한 전략, 이야기 구조의 인식을
위한 전략, 듣기 전략, 무대 예술 전략, 시각 예술의 전략이 그것이다.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접근의 8가지 교수전략 중 주원문해, 벤다이어그램, 단어가지 만들기 활동과 같
은 이해를 위한 전략은 유아가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 의미를 새로운 방법으로 창조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유아가 그림책을 읽고 가장 일차적인 단계에서 그림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문학적 접근 방법의 하나이다. 또한 재미있는 단
어 찾기와 단어 조합하기와 같은 게임 전략은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아들이 가
장 흥미 있어 하고 즐겨하는 활동인 게임을 이용한 활동으로 유아가 활동에 즐거움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림책에 대한 이해력 및 표현력이 증가될
수 있는 방법이다. Moen(1991)의 문학적 접근활동의 8가지 교수전략이 발표된 이후 많
은 연구자들이 Moen(1991)이 제시한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를 실행
하여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매우 제한된 방법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접근을 유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간 Moen(1991)의 8가지
교수전략과 관련하여 발표된 연구들은 주로 작가적 전략의 활동에 관한 연구(강정미,
2001; 김기현, 2004; 김정혜, 2003; 김지영, 2002; 류미자, 전지형, 1999; 신은옥, 1999)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작가적 전략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
중 쓰기 능력 발달에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강정미, 2001; 김정혜, 2003; 신은옥,
1999), 작가적 전략 활동이 유아의 시각적 문해와 구두언어 발달에 효과가 있다고(류미
자, 전지형, 1999) 밝히고 있다. 위의 제시된 연구들은 대체로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접근의 8가지 교수전략 중 한 가지 전략만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정리한 연구가 대부분
이었고 각 교수전략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oen(1991)이 제시한 8가지 교수전략 중 유아들이 그림책에 대
한 이해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고 즐거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유아
교육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해를 위한 전략과 게임전략의 문학적 접근 방법을
선정하여 이해를 위한 전략과 게임 전략을 활용한 문학적 접근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를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과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으로 명명하여 이들
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그 차이를 검증해 봄으로써 실제 유아교
육현장에서 유아의 언어능력 발달을 위한 효율적인 언어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유아의 언어능력에 있어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과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 간에는 어떠
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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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에 위치한 S유치원 만 5세 두 학급의 유아 40명(각 학급당 2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연령은 실험집단1이 71.95개월 이었고 실험집단2는
70.85개월로 동일 연령 집단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집단은 사회 경제적으로 유사한 중류
층 가정으로 구성되었다.

2. 연구도구
1) 유아 언어능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박혜원, 곽금주, 박광배(1996)가 재구
성한 한국 웩슬러 유아 지능 검사를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한국 웩슬러 유아 지능 검
사는 만 3세～7세 유아용 유아지능검사 도구로서 ‘동작성 검사’ 와 ‘언어성 검사’ 로 구
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언어성 검사만을 사용하였다. ‘언어성 검사’ 는 상식, 이해,
산수, 어휘, 공통성, 문장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사전, 사후 검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2) 그림책 선정과정
본 연구에 사용할 그림책을 선정하기 위하여 Caldecott상을 수상한 그림책과 유아에게
적절한 그림책(이경우, 장영희, 이차숙, 노영희, 현은자, 1997)에서 추천하고 있는 그림책
을 1차 선정기준으로 하였다. 1차적으로 선정한 그림책 35편 중에서 해당 유치원 생활주
제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 전문가 2인과 현장교사 5인과 상의하여 20편의 그
림책을 다시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그림책 20편을 이경우외 4인(1997)의 유아
들에게 제공하는 그림책의 선택 기준을 준거로 하여 교육경력이 7년 이상이며 4년제 대
학교를 졸업한 현장교사 5명과 유아교육전문가 2인과 협의하여 본 연구의 그림책의 2차
선정 기준을 정하였다. 현장교사 10명에게 그림책의 2차 선정기준과 그림책의 목록이 적
어진 설문지를 배부하여 최종 16편의 그림책을 선정하였고 그 중 1편은 예비검사용으로
사용하였다.

3. 교사 및 연구보조자 훈련
본 연구는 먼저 그림책을 활용한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과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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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개발하고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2로 선정된 담임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험처치 내
용을 훈련 시켰다. 이어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집단 간의 동질성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실험처치 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 2회에 걸쳐 교사 훈련을 실
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의도,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의 실시방안,
교사의 발문유형, 처치상의 유의점에 대하여 교육과 협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2회에 걸
쳐 연구보조자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보조자 훈련 과정은 유아의 언어능력 검사 도
구를 설명하고 유아에게 질문 하는 방법, 기록지에 유아의 반응을 기록하는 방법, 채점
기준 등을 설명하고 만5세의 본 실험의 연구대상이 아닌 유아 2명을 대상으로 모의검사
를 실시하였다.

4. 평정자간 일치도
본 연구에서 언어능력에 대한 검사는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1명에 의해 실시되었다.
검사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사자간의 기록과 분석의 일치도를 보았다. 본 실험
의 연구 대상이 아닌 만 5세 유아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어능력 검사를 검사항목에
따라 개별 채점하였고 기록과 분석의 의견 일치를 위해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간의 토론
및 협의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의 검사자간 평정 일치도는 .94이었다.

5. 사전 검사
실험처치에 들어가기 전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2의 언어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박혜원,
곽금주, 박광배(1996)가 재구성한 한국 웩슬러 유아 지능 검사의 언어성 검사도구를 사
용하여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 결과 두 집단 간의 언어능력 점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2를 동질집단으로 간주하였다.

6. 실험처치
1) 실험처치 기간 및 일과 운영
본 연구의 실험처치는 5주 동안 주 3회씩 총 15회 실시하였으며 유치원의 하루 일과
중 대․소집단 활동시간에 이루어졌다.
2) 각 집단 간 실험처치 활동 및 집단 구성
연구자는 대상 유치원의 하루일과 중 오전시간을 활용하여 주 3회씩 5주에 걸쳐 실험
집단1과 실험집단2의 유아들에게 선정된 15권의 그림책을 들려준 뒤 그림책 후속활동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1에는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하였고 실험집단2에는 게임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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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적 접근을 실시하였다.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에는 주원문해, 큰 책 만들기, 소리 내
어 읽기, 벤다이어그램, 단어 가지 만들기 등이 있으며 게임중심의 문학적 접근에는 단
어 조합하기 게임, 부분 가리기―읽기 게임, 문장 재배열 게임, 보물찾기(소원 이야기하
기 게임), 재미있는 단어 찾기 게임, 단어 빌리기 게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1에는 선정된 15권의 그림책의 줄거리와 맥락에 적합한 활동
을 경력 4년 이상의 교사 2인과 협의를 거쳐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 활동 중에서 한 가
지 활동을 선택하여 실시하였고 실험집단2에는 선정된 15권의 그림책의 줄거리와 맥락
에 적합한 활동을 경력 4년 이상의 교사 2인과 협의를 거쳐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 활동
중에서 한 가지 활동을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2의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접근 활동 목록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으며 각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접근 활동 목록
실험집단1

회

그림책 제목

회

실험집단2

단어가지 만들기

1

곰사냥을 떠나자

1

재미있는 단어 찾기

큰 책 만들기

2

코를 킁킁

2

단어 조합하기

동화구연 하기

3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3

부분 가리기―읽기

큰 책 만들기

4

또 다시 숲 속으로

4

문장 재배열

주원문해

5

나무늘보야 헤엄쳐

5

단어 조합하기

단어가지 만들기

6

나랑 같이 놀자

6

단어 빌리기

벤다이어그램

7

새앙쥐와 태엽쥐

7

단어 빌리기

단어가지 만들기

8

백만마리의 고양이

8

단어 조합하기

벤다이어그램

9

부엉이와 보름달

9

재미있는 단어 찾기

주원문해

10

마들린느와
쥬네비브

10

문장 재배열

단어가지 만들기

11

아기오리들한테
길을 비켜주세요

11

부분 가리기―읽기

큰 책 만들기

12

비오는 날

12

단어 빌리기

주원문해

13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

13

재미있는 단어 찾기

동화구연 하기

14

으뜸 헤엄이

14

재미있는 단어 찾기

벤다이어그램

15

무지개 물고기

15

단어 조합하기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2의 집단구성은 동화를 들려 줄때는 대집단으로 구성하고 그림
책 후속 활동을 실시 할 때는 소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소집단 구성 시 유아의 언어 능력
사전 검사 결과를 토대로 언어능력이 높은 유아와 낮은 유아가 적절하게 집단에 포함
되도록 한 그룹 당 4명씩 총 5그룹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한번 정해진 집단을 5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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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유지하는 것은 집단 내 리더가 형성되어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편중될 것으로 우
려되어 1주일 단위로 집단 구성에 변화를 주어 모든 유아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과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의 구체적 활동 방법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의 활동 방법

단어
가지
만들기

큰책
만들기

그림책에서 접해본 단어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안에 적어 보도록 한다.
원 밖에 방사선을 그리고 원 안의 단
어와 연관된 내용의 문장을 구성해본
다.
그림책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재
미있었던 장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자신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장면을
선택하여 구성한다. 유아들이 만든
장면을 이야기 흐름에 맞게 모아 한
권의 책으로 구성한다.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의 활동 방법

재미있는
단어 찾기

그림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단어를
선택해본다. 유아들은 선택한 단어
와 비슷하거나 반대되는 뜻을 가진
단어를 생각해보고 글로 적어 본다.

단어
조합하기

그림책에 나오는 재미있는 단어를
두개 이상 선택하여 각 단어의 음절
을 가져와서 여러 개의 새로운 단어
를 조합해보고 새로 조합한 단어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다.

동화구연
하기

그림책을 듣고 난 뒤 소집단으로 나
뉘어 자신이 구연하고 싶은 등장인물
을 정한다. 그림책을 다시 한번 읽어
본 뒤 동화구연 활동을 해보고 서로
역할을 바꾸어 다시 한번 해본다.

부분
가리기
-읽기

주원문해

그림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이
야기 나누고 등장인물 중에 주원문해
활동을 하고 싶은 인물을 주인공으로
선택한다. 유아들은 주인공이 원한
것과 발생한 문제, 해결방법 등에 대
해 생각해보고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
해 본다.

문장
재배열

벤다이어
그램

그림책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벤다이
어그램 표 안에 글이나 그림으로 표
현해 본다.

단어
빌리기

그림책에 나오는 문장들을 적어놓은
카드를 제시하고 유아들이 흥미 있
어 하거나 익숙한 문장카드를 선택
하도록 한다. 소그룹 유아들끼리 문
장의 단어를 가리게 한 뒤 가려져있
는 단어를 예측해서 읽어 보고 글로
적어 본다.
그림책에 나오는 문장들을 복사하여
만든 글자카드와 이에 해당하는 그
림카드를 유아들에게 제시하여 글자
카드와 그림카드를 연결하고 읽어
보게 한다. 소집단의 유아들은 문장
카드의 위치를 바꾸어 여러 번 읽어
보고 서로 의논하여 새로운 문장 배
열을 해본다.
그림책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 교실
환경 속에 있는 글자들을 가져와 적
어본다. 적어놓은 단어나 문장들 중
에서 음절이나 단어를 빌려와 새로
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어 보고 빌려
온 글자의 출처를 적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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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처치 실시
주3회씩 5주 동안 총 15편의 그림책을 사용하여 매회 각각 다른 그림책을 들려주어
처치를 실시하였다. 처치는 두 집단 모두 대그룹 집단 형태로 모여 유아들과 그림책의
제목을 보고 유아의 사전 경험이나 생각나는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본 뒤 실물
화상기를 이용하여 그림책을 들려주었다. 단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2의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 그림책 제시방법과 매체이용은 미리 교사들과 협의하여 동일하게 제시하
였다.
그림책을 들려 준 뒤 유아들과 그림책의 줄거리를 회상하는 시간을 갖고 그림책 내용
중 재미있었거나 흥미로웠던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다. 교사는 실험집단1의 유아들에
게는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의 활동 방법에 대해 유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실험집단2의
유아들에게는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의 활동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 유아들은 소
집단으로 나뉘어 정해진 활동을 하였고 소집단 활동이 끝난 후에는 다시 대집단으로 모
여 활동에 대한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두 집단의 활동 진행과정 중 도입 단계는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조건이며 소요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였다. 교사는 그림책의 주제와 관련된 손 인형이나 실물사진, 그림자료,
관련 음악 등을 활용하여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여 그림책을 소개해 주었다. 그
림책의 제목과 연관된 유아의 사전 경험이나 생각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눈 뒤 실물 화상
기를 이용해 그림책을 들려주었다.
전개 단계에서 활동 진행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으며 소요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
였다. 먼저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의 교사는 그림책의 줄거리를 회상해 본
뒤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의 각 활동 방법에 대해 그림책과 화이트 보드판을 이용해 설
명을 하고 유아들은 소집단으로 나뉘어 져서 활동을 하였다. 그림책의 줄거리를 회상할
때 교사는 사건의 인과관계나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발문을 하거나
단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유아들이 소집단 활동을 할 때 유아들이 이야기의 구조나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여 활동의 진전이 없는 경우에도 언어적 자
극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활동의 특성상 개별 활동이 많으므로 개별 활동이
끝나고 집단 구성원끼리 의견을 나눌 때 모든 유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다양한 생각을 존중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의 교사는 그림책의 줄거리를 회상해 본 뒤 게임
중심 문학적 접근의 각 활동 방법에 대해 그림책과 화이트 보드판을 이용해 설명을 하
고 유아들은 소집단으로 나뉘어져서 활동을 하였다. 그림책의 줄거리를 회상할 때 교사
는 그림책을 듣고 난 뒤 유아들이 새로워하거나 재미있어하는 단어를 상기시켜주는 역
할을 하였다. 또한, 활동의 특성상 협동 활동이 많으므로 교사는 유아들끼리 언어적 상
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도록 격려하고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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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또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글로 표현할 때 어느 한 유아가 독점하여 글을 쓰는
것을 중재하여 모두에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마무리 및 평가 단계는 두 집단 모두 동일한 조건이며 소요시간은 대략 10분 정도였
다. 두 집단의 유아들은 활동을 마친 후 주변을 정리하고 대집단으로 모여 활동하는 동
안 느꼈던 어려웠던 점이나 즐거웠던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소집단에서 각각 활동
했던 결과물을 발표하고 소집단에서 의견을 모았던 결과도 발표해보았다. 교사는 소집단
에서 각각 활동한 결과물을 화이트 보드판에 게시하여 유아들에게 다양한 의견이 있음
을 주지시키고 유아가 성취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험집단1과 실험집단2의 일
일 활동계획안은 <표 3>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실험집단1의 일일활동계획안
일시

2005. 06. 13.

생활주제

동 물

활동명

밴다이어그램

그림책 제목

새앙쥐와 태엽쥐

활동
목표

․동물의 생김새와 그 밖의 특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등장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에 관심을 가진다.

활동단계
도입
(10분)

그림책
들려주기

▶ 새앙쥐 손인형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그림책을 소개한다.
▶ 실물 화상기를 이용하여 그림책 ‘새앙쥐와 태엽쥐’를 들려준다.

그림책
회상하기

▶ 그림책 내용을 이해하고 밴다이어그램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발문을
하여 줄거리를 회상해 본다.
―새앙쥐와 태엽쥐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태엽쥐는 어떻게 새앙쥐가 될 수 있었니?
―새앙쥐와 태엽쥐의 공통점은 무엇이니?
―새앙쥐와 태엽쥐의 차이점은 무엇이니?
▶ 교사는 유아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그림책의 줄거리를 다시 한번 알려준다.

활동방법
소개
및
활동하기

▶ 밴다이어그램 활동 방법을 소개해준다.
―왼쪽 동그라미표 위에 새앙쥐 그림을 붙여주고 이곳은 새앙쥐만의 특징을 쓰
는 곳 이라고 설명해준다.
―오른쪽 동그라미표 위에 태엽쥐 그림을 붙여주고 이곳은 태엽쥐만의 특징을
쓰는 곳 이라고 설명해준다.
―두 동그라미가 겹치는 부분은 새앙쥐와 태엽쥐의 공통점을 쓰는 곳 이라고 설
명해준다.
▶ 소집단으로 함께 모여서 밴다이어그램 활동을 한다.

활동결과
발표 및
평가하기

▶ 완성된 밴다이어그램을 다함께 모여 발표해본다.
▶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정리해서 마무리 하고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해 새
로 알게 된 점이나 재미 있었던 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다.

전개
(20분)

마무리
(10분)

활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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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실험집단2의 일일활동계획안
일시

2005. 06. 13

생활주제

동 물

활동명

단어 빌리기

그림책 제목

새앙쥐와 태엽쥐

활동목표

․동물의 생김새와 그 밖의 특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단어의 각 음절을 활용해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들 수 있다.
‧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에 관심을 가진다.

활동단계
도입
(10분)

그림책
들려주기

▶ 새앙쥐 손인형으로 흥미를 유발하여 그림책을 소개한다.
▶ 실물 화상기를 이용하여 그림책 ‘새앙쥐와 태엽쥐’를 들려준다.

그림책
회상하기

▶ 그림책 내용을 이해하고 단어 빌리기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발문을 하
여 줄거리를 회상해 본다.
―태엽쥐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태엽쥐는 어떻게 새앙쥐가 될 수 있었니?
―‘새앙쥐와 태엽쥐’에서 나온 단어 중 새롭거나 재미있었던 단어나 문장은 무엇
이니?
▶ 교사는 유아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새롭거나 재미있어 하는 단어를 적어준다.

활동방법
소개
및
활동하기

▶ 단어 빌리기 활동 방법을 소개해준다.
―‘새앙쥐와 태엽쥐’에서 나온 단어 중 새롭거나 재미있었던 단어나 문장을 선택
하여 적어본다.
―선택한 단어나 문장에서 음절이나 단어를 빌려오고 교실에 있는 글자를 빌려
와서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구성한다.
―빌려온 음절이나 단어는 그 출처를 쓰도록 한다.
▶ 소집단으로 함께 모여서 단어 빌리기 활동을 한다.
―활동 후 완성된 단어나 문장과 그 출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활동결과
발표 및
평가하기

▶ 완성된 단어나 문장을 다함께 모여 발표해본다.
▶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나 문장을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활동 중 재미있었던 점
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본다.

전개
(20분)

마무리
(10분)

활동과정

7. 사후 검사
사후검사는 실험 처치가 끝난 후 사전 검사와 동일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사전검사
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자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2명의 연구보조자에 의
해 실시하였다. 사후 검사는 사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
에서 이루어졌다.
D.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는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과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를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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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해석
연구는 유아의 언어능력에 있어서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과 게임중심의 문학적 접근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두 집단 간 사전, 사후검사 결과는 <표
5>과 같다.
<표 5> 유아 언어 능력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변인

전체
언어 능력

집단

사전
사후
사전

상식
사후
사전
이해
사후
사전
산수
사후
사전
어휘
사후
사전
공통성
사후
사전
문장
사후
*p<.05 ***p<.001

N

M

SD

실험1

20

63.35

9.65

실험2

20

64.25

9.38

실험1

20

76.70

6.49

비교

20

72.25

4.78

실험1

20

11.05

2.91

실험2

20

11.80

2.94

실험1

20

11.85

2.11

실험2

20

14.35

1.53

실험1

20

10.45

2.43

실험2

20

10.45

2.03

실험1

20

14.90

1.77

실험2

20

11.00

1.68

실험1

20

10.30

2.13

실험2

20

10.90

2.51

실험1

20

11.15

1.53

실험2

20

10.95

1.14

실험1

20

9.90

2.55

실험2

20

9.60

3.28

실험1

20

13.90

1.86

실험2

20

10.60

2.68

실험1

20

10.60

2.11

실험2

20

10.20

1.28

실험1

20

14.10

1.99

실험2

20

10.60

2.18

실험1

20

11.05

2.35

실험2

20

11.15

2.08

실험1

20

14.10

1.99

실험2

20

11.45

1.93

t

p

-0.299

.767

2.467

.019*

-0.810

.423
***

-4.289

.000

0.000

1.000

7.127

.000

***

-0.815

.420

0.468

.643

0.323

.749

-4.519
0.724
5.754

***

.000

.474
***

.000

-0.142

.888

4.264

.000***

248

幼兒敎育學論集 제10 권 제3호, 2006.


<표 5>에 제시되었듯이 전체 언어능력에 있어서 사전검사 결과는 실험집단
1(M=63.35, SD=9.65)과 실험집단2(M=64.25, SD=9.3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0.299, p>.05)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 결과에서는 전반
적인 언어능력에서 실험집단1(M=76.70, SD=6.49)과 실험집단2(M=72.25, SD=4.7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2.467, p<.05)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중심 문학적 접
근을 실시한 집단이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보다 전체적인 유아의 언어능
력 증진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과 게임
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 간의 언어능력 검사의 하위영역인 ‘상식’ 에서의 사전,
사후검사 결과 언어능력 검사의 하위영역인 ‘상식’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는 실험집단
1(M=11.05, SD=2.91)과 실험집단2(M=11.80, SD=2.94)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0.810, p>.05)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 결과에서는 언어
능력의 하위영역인 ‘상식’ 에서 실험집단1(M=11.85, SD=2.11)과 실험집단2(M=14.35,
SD=1.53)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4.289, p<.001)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
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보다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이 유아의
언어능력의 하위영역인 ‘상식’ 증진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능력 검사의
하위영역인 ‘이해’ 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는 실험집단1(M=10.45, SD=2.43)과 실험집단
2(M=10.45, SD=2.03)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0.000, p>.05)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 결과에서는 언어능력의 하위영역인 ‘이해’ 에서 실험집
단1(M=14.90, SD=1.77)과 실험집단2(M=11.00, SD=1.6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t=7.127, p<.001)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이 게
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보다 유아의 언어능력의 하위영역인 ‘이해’ 증진에 보
다 효과적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언어능력 검사의 하위영역인 ‘산수’ 에 대한 사전
검사 결과는 실험집단1(M=10.30, SD=2.13)과 실험집단2(M=10.90, SD=2.51)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t=-0.815, p>.05)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
결과에서도 언어능력의 하위영역인 ‘산수’ 에서 실험집단1(M=11.15, SD=1.53)과 실험집
단2(M=10.95, SD=1.14)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0.468, p>.05)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실험집단1이 사전 점수보다 사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 활동이 유아의 언어 능력의 하위영역인 ‘산
수’ 증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언어능력 검사의 하위영역인 ‘어휘’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는 실험집단1(M=9.90,
SD=2.55)과 실험집단2(M=9.60, SD=3.2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0.323, p>.05)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 결과에서는 언어능력의 하위영역인
‘어휘’에서 실험집단1(M=13.90, SD=1.86)과 실험집단2(M=10.60, SD=2.68)간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t=-4.519, p<.001)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이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보다 유아의 언어능력의 하위영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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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증진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능력 검사의 하위영역인 ‘공통성’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는 실험집단1(M=10.60,
SD=2.11)과 실험집단2(M=10.20, SD=1.2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0.724, p>.05)
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 결과에서는 언어능력의 하위영역인
‘공통성’에서 실험집단1(M=14.10, SD=1.99)과 실험집단2(M=10.60, SD=2.18)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t=5.754, p<.001)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중심의 문학적 접근
을 실시한 집단이 게임중심의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보다 유아의 언어능력의 하위
영역인 ‘공통성’ 증진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능력 검사의 하위영역인 ‘문
장’ 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는 실험집단1(M=11.05, SD=2.35)과 실험집단2(M=11.15,
SD=2.0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0.142, p>.05)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
처치 후의 사후검사 결과에서는 언어능력의 하위영역인 ‘문장’에서 실험집단1(M=14.10,
SD=1.99)과 실험집단2(M=11.45, SD=1.93)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t=4.264, p<.001)
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중심의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보다 게임중심의 문
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이 유아의 언어능력의 하위영역인 ‘문장’ 증진에 보다 효과적이
라고 할 수 있다.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과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의 유아
의 언어능력 사전, 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 전체 언어능력은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
시한 집단이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언어능력의 하위영역인 ‘상식’, ‘이해’, ‘산수’, ‘어휘력’, ‘공통성’, ‘문장’ 능력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은 ‘이해’, ‘어휘’, ‘공통성’ 에서 유의
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은 ‘상식’, ‘문장’ 에서 유
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은 게임중심 문학적 접
근보다 유아의 언어능력 하위영역 중 ‘이해’, ‘어휘’, ‘공통성’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은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보다 유아의 언어능력 하위영역
중 ‘상식’, ‘문장’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과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이 유아의 언어능력에서 어
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비교, 분석해 보고 이를 실제 유아교육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있어
서 그 타당성을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과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을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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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한 결과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이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
단보다 전체적인 언어능력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언어능력의 하위영
역인 ‘상식’, ‘이해’, ‘산수’, ‘어휘력’, ‘공통성’, ‘문장’ 능력은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이해
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은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 보다 ‘이해’,
‘어휘’, ‘공통성’ 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
은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 보다 ‘상식’, ‘문장’ 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과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을
사후 검증한 결과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이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
한 집단보다 언어능력의 하위 영역인 ‘이해’, ‘어휘’, ‘공통성’ 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언어능력의 하위영역 중 ‘이해’ 능력은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이 게임중
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
을 실시한 집단의 유아들은 주원문해 활동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주원문해의 흐
름에 따라 이야기를 다시 말해보고 글로 써보는 활동을 하면서 주인공의 행동과 이로
인해 발생한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과정에서 실험집단1 유아들은 같은 줄거리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표현방
식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줄거리에 대한 ‘이해’ 능력이 향상된 것
으로 보인다.
또한 큰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야기의 전개를 유아가 다시 구
성해 본 뒤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글로 적어보는 활동을 하였다. 유
아들은 이야기를 구성할 때 자신의 관심사나 사전 경험을 반영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의 반복 활동을 통해 그림책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이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게 됨으로써 ‘이해’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이야기를 듣
고 다시 말해보는 활동이 이야기의 이해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Brown, 1975; 하양
승, 1994; 허태화, 1996)와도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언어능력의 하위영역 중 ‘어휘’ 능력은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이 게임중
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실험집단1의 유아들은
단어가지 만들기 활동을 통해 그림책에 등장한 흥미로운 사건이나 등장인물 등을 적어
놓고 생각나는 문장이나 관련 단어들을 적어 보는 활동을 하였다. 유아들은 단어 가지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림책에 등장하는 단어나 문장들만을 적었으나 활동이 여러
차례 반복됨에 따라 자신의 사전 경험과도 연관을 지어보고 다른 책에서 보았던 사실들
을 유아들과의 토의과정과 언어적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단어가지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유아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단어와 어휘를 습득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아
들의 ‘어휘’ 능력이 향상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아들은 풍부한 문학 활동을 통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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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및 연습을 함으로써 많은 단어를 획득 할 수 있다고 한 Cullinan(1992)의 연구와 어
휘발달은 모방과 반복 및 연습, 창의적인 혼합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Brown(1986)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의 유아들은 그림책을 듣고 난 뒤 동화구연
활동을 하였는데 소집단으로 모여서 그림책을 다시 읽어보고 유아들끼리 질문과 상호작
용 과정을 통해 내용을 재정립하고 이해한 것을 토대로 동화구연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소집단 상호 작용 과정을 통해 유아들은 모르는 단어나 개념을 재정립하게 되고 읽기
활동과 동화 구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이러한 과정의 반복이 유아의 ‘이해’
능력과 ‘어휘’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그림책을 듣기만 하는 것
보다 동화구연활동을 통해 유아는 어휘를 습득하고 확장 시킬 수 있었다는 박현숙(2002)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집단 이야기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이해
력을 증진시킨다는 Cochran-Smith(1984)와 Mason(198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며 유
아가 성인의 안내에 의해 잘 구조화된 그림책을 들어보는 과정을 통하여 풍부한 단어를
획득할 수 있고 문학 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깊은 이해력이 더욱 증진하는 것을 지각할
수 있다는 Morrow(1985)와 Cullinan(1992)의 견해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능력의 하위영역 중 ‘공통성’ 능력도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이 게임
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이해중심 문학적 접
근을 실시한 집단의 유아들은 그림책을 듣고 난 뒤 그림책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들
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발견하여 적어보는 벤다이어그램 활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활
동을 통해 유아들은 사건이나 사물들 간의 공통적인 속성과 차이점을 찾아보고 이를 구
별하고 분석하는 인지적인 과정을 겪는 동안 비교와 대조의 개념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
라 이러한 경험이 언어의 ‘공통성’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과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을
사후 검증한 결과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보다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
시한 집단이 언어능력의 하위 영역인 ‘상식’, ‘문장’ 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언어능력의 하위영역 중 ‘상식’ 능력은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사한 집단이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의 유아들은 그림책을 듣고 난 뒤 그림책에 등장하는 단어를 이용해 새로운
단어를 조합해보는 단어 조합하기 게임을 하였다. 활동 초기에 유아들은 단어의 뜻을 무
시하고 읽어 보았을 때 재미있게 발음되거나 소리 나는 대로 단어를 조합하였으나 활동
을 반복함에 따라 소집단 유아들끼리 단어 조합 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의견을 교환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단어들을 접하게 되고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유아들은 그림책에서 접한 단어의 낱글자를 이용하여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조합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 과정 속에서 새로 접한 단어의 의미에 대해 상호 작용함으로
써 새로운 단어와 그 의미들을 획득하게 되었고 이는 유아들의 ‘상식’ 능력 향상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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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의 유아들은 그림책을 듣고 난 뒤 재미있는
단어나 문장을 찾아보고 교실 환경에서 볼 수 있는 단어나 언어영역에 제시 되어 있는
다양한 종류의 책에서 발견한 단어나 문장을 빌려와서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만드는 단
어 빌리기 활동을 하였다. 유아들은 문장을 완성한 후 새로운 단어의 의미에 대해 의견
을 교환하고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단어나 이미 접해보았지만 그 의미에
대해 모르고 있었던 단어의 의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이 유아들의 ‘상식’ 능
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총체적인 언어접근을 실시한 유아들의
문어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였다고 밝힌 Harris(1986)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능력의 하위영역 중 ‘문장’ 능력은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이 이해중
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
을 실시한 집단의 유아들은 그림책을 듣고 난 뒤 재미있었던 문장을 선택해서 문장의
순서를 재배열 해보는 문장 재배열 게임을 하였다. 소집단의 유아들은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림과 글자가 제시된 카드를 보고 문장의 순서를 재배열하는 활동을 하는 동
안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어보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의 결과가 ‘문장’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의 유아들은 그림책을 듣고 난 뒤 재미있었
던 문장을 선택해서 문장의 부분을 가리고 읽어보거나 가려진 부분의 단어를 유추해보
는 부분 가리기―읽기 게임을 하였다. 유아들은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가려진 부분의 단
어를 기억해내거나 유추해보기 위해 교사가 들려주는 그림책의 그림책을 들을 때 좀 더
집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부분이 가려진 문장을 읽을 때 의미를 구성하기 위해 점차 단
어 하나하나 보다는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해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러한 활
동의 결과로 유아들의 집중력이 향상되고 문장을 듣고 다시 기억해서 말해보는 ‘문장’
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의 유아들은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맥락상의 이야기 흐름이나 인과관계를 파악하며 그림책을 통해 친숙해진 단어
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보거나 등장인물 및 사건의 속성을 분석하여 글이나 말로 표
현해보는 과정을 통해 언어 이해력과 어휘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게임
중심 문학적 접근을 실시한 집단의 유아들은 그림책을 접하는 동안 알게 된 재미있는
단어들의 낱글자를 이용하여 새 단어를 만들어 보고 그 의미를 조사하고 의견을 교환하
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새로운 단어의 의미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전체적인 문장의 의
미를 파악하여 문장을 완성시켜보는 과정을 통해 단어의 의미나 문맥상 적절한 단어를
생각해내고 기억하여 말해보는 문장 구성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유아 교육 현장에서 유아의 언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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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일환으로 이해중심 문학적 접근과 게임중심 문학적 접근을 각각의 교수 상황과 맥
락에 따라 적절히 균형있게 적용한다면 유아의 언어능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후속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문학적 접근의 8가지 전략들 중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다른 전략들 간의
비교․분석 연구가 요구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게임 전략과 이해를 위한 전략
간의 비교 연구를 시행하였으나 연출전략이나 시각 예술 전략과 같은 표현적 요소를 포
함하는 전략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유아의 반응 및 변화 양상에 대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학적 접근 활동에 따른 혼합연령과 단일연령 간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요
구되어진다. 즉, 혼합연령 집단과 단일연령 집단간의 언어적 상호작용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유아의 언어적 변화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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