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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모으기 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 및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

정재은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생각 모으기 활동이 유아들의 자아개념과 언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대상은 만 5세 유아 40명으로, 실험집단 유아 20명은 생각 모으기를 통한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실시하였고, 비교집단 유아 20명은 평상시 일과 운영대로 교사주도의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각 모으기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들의 전체 자아
개념 및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인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자아가 비교집단의 유아들보다 모두 높
게 나타났다. 둘째, 생각 모으기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들의 전체 언어능력 및 언어능력의 하위영
역인 상식, 이해, 어휘공통성, 문장능력이 비교집단의 유아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생각 모
으기 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 및 언어능력의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자
아개념과 언어능력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Ἆ♆Ế ⵆზ ὪӪં ૮Њ Ế, Ἆᤎ⣋ ⹊ே,

ᆚ ஶ, ὢᵪࢆ؞৲؞, ↿ ⹊ே,

Ṧ८ὢἪ၊ὢზᶢ↲. ὢᵪࢆ؞৲؞᫊ϲᶾંԾᢚḮἎᴲὢⵆზὪӪᅪҲ
ⵢᓢўࢆࢎצ⃪ ᶾഞᅦЊाἲᶦᶢᅪ⦣ⵢ⸦⦎↶ጦⵆӎὢᵪ؞ᅪަ
ᓪᨆலὶં᫊ϲὢ. ὢ࿚ⵊὢᵪࢆ؞৲؞᫊ϲἮԾᢚ⃪ல`Ἢ၊ẾࢢẗἲϮᅢ♆
ં᫊ϲὢᴲશཪ૮⹂ᅪ⦣ⵆᷚἎᴲᣋϯἲ࠺ᶢࢢல။↶ጦἲἎலⵆӎ, ԾᢚḮἎᴲ
⸦⹊ேἲἪ၊ᤊ၊ὢᵪ؞ᅪ⃪ӎᐉં⸃⣊၊ῲЊఆᶢᵪⵊ(ᅆ↲⽚,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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צ࿚ࢆ, Ծᢚὢὦ᫋ⵆӎὶં⺖Ӫ`ὦԾᨆᐗᒃӪ ὢᵪࢆ؞৲؞᫊ϲᶾԾᢚ
ὢ⃪ᢚẗⵆંԾᨆᐗᒃἮⷲ`Ἢ၊ᆼἮ␖ὢϮὶ. ὢંԾᢚԾᨆᐗᒃጦ
῾ӪԾᢚ૮ἎᴲঀἮᘲ၊ὦⵢἎᴲḮԾᢚ, ἎᴲḮἎᴲ⸦ẗὢᶢဣӎ,
ⷲⱊ؞؞Ϯ`ᶢἎᴲᴲЊा, ᶦᶢ ᐆᐊᶾ⁹↮ኩⵊᷯⶓἲᏦ♎ѱ
ὢཪંѱἲᵂ᫊ⵆӎὶ.
ⷲ૮ἎᴲԾἏᶾᤊંἎᴲϮ؞ᫎᶾ૮ⵆᷚЄંᴲЊाὢ૮ⵊጦ ၊૮ాఆӎ
ὶ. ᴲ⃪ᶢᆞ᫊؞ᶾᤊᕮ⤞ئ࿚↮ંᫎᶾ૮ⵊ⹃ᫎϾἮצἎᴲϮὪᣋἲ⦣ⵆᷚ
`ὦᴲЊाἲЄӎᣋ⹊ⵆંẂⵊ⦎૮Ϯఆંѱὢ(ὢ؞ᨇ, 1992). ὦϲἮᢚ`ὦ
ேጪὢ؞ഺጦᶾἎᴲϮⵢὶંϮ , ԾἏ؞Ӯ, ྆, ࢆᴲϮᤊંᢚᷚ࿚↿՚
ẾӪ⸦ӮҲᅪЄѺఊ. ὢ࿚ⵊӪ ᶾᤊἎᴲંϾἲϮ↮Ѻఆӎצѱᶾഞᅦ
ᆺ Ͼ, ᓣϾ, ` Ἆ૮ϾἲࡪѺఆўࢆᐆ૮၊⒆ᅪᐉўࢆᕶᴶϾ, ⁺ῶ, ᕮ `ὦ
ҫⷆἲ ҘѺఆቢᤊ ᴲϾἲ⸃ⵆѺ ఊ. ὢѺ ⸃ఊ ᴲϾἮὪᣋேᴶ ⵊ
ᢚེᶾѺὶᶢᤊ⡞ᷯⶓဓἲࡪ♆Ѻఊ(⸻ᨊḓ․ἒᷯᨇ, 2007) ╊ תἎᴲἎᴲԾἏ؞Ӯ
◖Ếᷞဧὢ࢜ᴲ↮ቢᤊἎᴲϮϮ ἲඎࢆἎᴲԾἏ؞Ӯᶾશં᫊؞ᶾὪᶢࢆંᒮ⹂
ὢளᆫἲ⸃ⵆંẂⵊҲ؞Ϯఊӎᓢӎὶ. ὢᶾخᷯḓ․ᶲ ᵎ․╊ἒ ․ᐃ
ҫ⽚(2000)ંἎᴲԾἏ؞Ӯᶾᤊ` ᴲЊा⸃ἲỲⵢ⒢Ҳ`Ἢ၊Ҳఊҫⷆὢ ӣ
ఆᶢᵪⵖἲЃ⁞ⵆӎὶӎ, ὢ࿚ⵊᴲЊा↋↲ᶾᷯⶓἲ⃪ં⹊ேᶾ૮ⵊᷞ՚ὢ῾␖
ⵆᷚ↮ӎὶ. ὢᶾᣋϯኖἪ؞؞ᒃἲᢚẗⵊ⃪ ᇋ՚ὢᆺ 5ᤦἎᴲᴲЊा
ⵇጦ`ᴲ, ᢚ`ᴲᐊἲⶓ᫊✞ӎᓢӎⵊᷞ՚(↮ḓ , 1996)ḮᣋϯኖἪ
؞ᅪ⦣ⵊ⃪ ᇋ՚ὢᢚẗఊᴲЊा↋↲Ⳳ၊ྖצὢἎᴲ` ᴲЊाᶾ⺖Ӫ
`ὢᶶંᷞ՚(ᐃҫἮ, 1998)ἮᣋϯኖἪ⹊؞ேὢἎᴲᴲЊाἲ ↋↲᫊⢒ંὶ
ᶢẂⵊԾᨆᐗᒃⵆࢆ၊ὢẗఎᨆὶἺἲᏦⵊӎⵎᨆὶ.
ⵊἎᴲં؞ᶦᶢᐊὢṃⵆѺὢზᶢ↮ં؞ϲὢ؞ഺጦᶾὢ᫊؞ᶦᶢ↮லᷛ
᫊ᇒẞẂⵆ. ഞཪᤊἎᴲԾἏ؞ӮᶾᤊંἎᴲᶾѺᷚ࿚Ϯ↮Њाἲⵇ᪣᫊⢒ӎࢢ
ẗἲᐂᅢѺ⫺ᴳⵎᨆὶંઓဓӪᅦᢚེὢᵪ؞ᅪ⃪ظѺἪᫎҚἲ
ᐂᅢѺⱊⷲⵎᨆὶંઓဓἲئ࿚⃪ᶢᵪⵊ. צ࿚ࢆ Ἆ♆ẾⵆზὪӪᶾᤊંἎ
ᴲ ⽓Ꮶࢆ ᐊὢ ఆ ؞ᶢဒẞ, Ἆᴲ ⸦ϲ ૮⹂Ḯ ⦎ᅪ ⦣ⵊ ⵇ᪣Ӫ ὢ
⸮ⵆѺὢზᶢ↮ӎὶӎ, ૮ᕮᕲԾᢚỲ⃪⹊ேἪ၊ὢზᶢ↲. ὢᶾ૮ⵆᷚἎ၊Ả
ᕲỲ؞ᶾᤊԾᢚЊᐗ`ὦᐊጦἎ⸃ὢἎᴲ⹃ᢞ`ᢚӎᅪலḮ⃪ᶢἎᴲᶦᶢ
ⱊⷲဓἲ↋↲᫊⢢ἲᐋ⽺ᷞ՚(ጦ⸃ᨊ, 1997; ╊Ἦᵎ, 2002), ᣋϯኖἪ؞၊⃪ ᇋ՚ἲ
ⵆંⳲ၊⪦תᒃὢἎᴲᶦᶢઓဓ, ⪧⽶ᶢ⼆ဓӪᶦᶢⱊⷲဓⶓᶾ⺖Ӫ`ὢཪ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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ᓢӎⵊᷞ՚(خᨇ⽚, 2000) Ἦ ᣋϯኖἪ؞؞ᒃὢỲḮЇἮὢᵪࢆ ؞৲؞ጦ ῾ἲ
ᶢ லⵢⵆં⺖Ӫ`ὲἲ᫊ᢚⵆӎὶ.
ᣋϯኖἪ؞؞ᒃἮἎᴲԾἏ؞Ӯᶾᤊὢზᶢ↮ӎὶંԾᢚ⹊ேἲϮᾓ⺖Ӫ`
Ἢ၊ⵢҞⵎᨆὶંԾᨆ-ⵇ᪣⹊ேᐗᒃⵆࢆὢ, ἎᴲᫎᾓἮጪ၎
ᫎҚἲἎ᪒࿚ẢᕲỲ؞ᶾᤊᷞ᪒Ѻ ᫊ⵆѺఆቢᤊᶩѺఆં` ὦᴲ
ЊाӪᶦᶢઓဓⶓ↮غலலኖⵎᨆὶӎᓦ. צ࿚Ꭾ၊ᓦᷞ՚ᶾᤊંᣋϯኖἪ
⹊؞ேὢἎᴲᴲЊाӪᶦᶢઓဓᶾᏦ♆ંᷯⶓἲᴺᴲᓲἪ၊᭖⺖Ӫ`ὦԾᨆ-ⵇ᪣
ᐗᒃ⓶؞Ⴚᅪ ӣⵆӎⵊ.

2. 연구문제
ᓦᷞ՚ᶾᤊંᣋϯኖἪ؞ᅪ⦣ⵆᷚὢᵪࢆ؞৲⹊؞ேἲⵆંⷆ↿ὢԾᢚ⃪ல
ὢᵪࢆ؞৲⹊؞ேἲⵆંᘲԾ↿ᶾᘲⵢᴲЊाӪᶦᶢઓဓὢⶓఆᶶં↮ᅪᴺ
ᴲᓢӎἺӪЇἮᷞ՚ጦ ᅪᤎ ⵆᷮ.

가. 생각 모으기 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ᣋϯኖἪ⹊؞ேὢἎᴲᫎ⒢`ᴲ, ᢚ`ᴲ,

ᤊ`ᴲ, ὦ↮`ᴲᶾᏦ

♆ંᷯⶓἮᶢඎⵊϮ?

나. 생각 모으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ᣋϯኖἪ⹊؞ேὢἎᴲ᫋ઓဓ, ὢⵢઓဓ, ᶢ⼆ઓဓ, ӣ⦣ઓဓ, ጦᾓઓဓᶾ Ꮶ

♆ંᷯⶓἮᶢඎⵊϮ?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ᓦᷞ՚ંG᫊ᶾỲ♆ⵊᢚᆫ H Ἆ♆Ếᆺ 5ᤦాⵇẾᴲ 40ታἲ૮Ἢ၊᫊
ⵆᷮἪ, ᤎ ఊా↿ἲϯϯⷆ↿ӪᘲԾ↿Ἢ၊ᐞ ⵆᷮ. ాⵇૢὲԾᢚ
ંኖా4ल ૮ⵇᶾᤊἎᴲԾἏἲῲӣⵊԾᢚ၊ᤊ4लὢҫဓἲЄӎὶӎ, ⷆ↿
Ἆᴲ⮷ᷞဧἮ 68.5ЊỂ, ᘲԾ↿Ἆᴲ⮷ᷞဧἮ 68.2ЊỂ၊Ἆⵊ␖ὢϮ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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ᶶἪ, ᷞ՚૮Ἆᴲᒲᏽ⮷ᷞဧἮ<ⱊ1>ӪЇ.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 및 연령
구분

전체유아수

남아

여아

평균연령

실험집단

20

10

10

68.5 개월

비교집단

20

10

10

68.2 개월

계

40

20

20

t

p

0.49

0.652

2. 연구도구
ᓦ ᷞ՚ᶾᤊં ᣋϯ ኖἪ⹊ ؞ேὢ Ἆᴲ ᴲЊाᶾ Ꮶ♆ં ᷯⶓἲ ☏ ⵆ ؞Ỳⵆᷚ
ὢⷲҫ(2004)ὢЊᐊⵊἎᴲᴲЊाѮᢚல՚ᅪᢚẗⵆᷮ. ὢⷲҫ(2004)ὢЊᐊⵊ Ἆᴲ
ᴲЊाѮᢚல՚ંἎᴲᴲᅪ⡚Ѻὦ↮`(13ጦⵛ), ᢚ`(18ጦⵛ),

ᤊ`(23ጦⵛ),

ᫎ⒢`(19ጦⵛ) 4ᷯᷛ(┋ 73ጦⵛ)Ἢ၊ ՚ఆᶢ ὶἪ, Ѯᢚ ↶ጦᶾ Ἆᴲ ᐆἿἲ
؞။ⵆல။ఆᶢὶ. Ѯᢚல՚ંాЊὦ⸃ἲᢚẗⵆᷚ૮⁞`ὦᵿ⣋Ὢᴲጆ
ᢚ`ጦᾓἲϮ↮ӎἎᴲᴲЊाἲ⮷Ϯⵆல။ఆᶢὶ. ⅷ, ⵊὦ⸃Ἦ☏` ቢἲ
↲ᨎⵆӎᅦὦ⸃Ἦᕮ `☏ቢἲ↲ᨎⵆᷚἎᴲંᫎӪᘲ᪥ⵊ⪧ἲᆾⵆંὦ⸃ἲ
ᤎ⣋ⵖἪ၊᭖ᫎἲⱊⷲⵆѺఊ. ᷶ᅪᶢ, “ࢆં०྆ᅪᕮᅢંѱὢⅾўẺ”, “ࢆં
०྆ᅪᕮᅢંѱὢᶢ”ా↲ᨎጦἮὦ↮`ᴲ☏` ቢӪᕮ `☏ቢᐆἿ
ἲࢆ⢮ࢦ. ѮᢚંἎᴲᐆἿᶾ૮ⵊ῾ᨆ⹂ᅪⵆᷚ` ᐆἿἲᤎ⣋ⵊҫẞᶾં
1῾ἲ, ᕮ `ᐆἿἲᤎ⣋ⵊҫẞᶾં0῾ἲ⃪Ѻఊ.

ⵊ Ѯᢚં Ἆᴲ ᶦᶢઓဓἲ ☏ ⵆ ؞Ỳⵢ ⵊ՛ ỗ࿚ Ἆᴲ ↮ઓѮᢚ(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WPPSI)ᶦᶢѮᢚᅪᢚẗⵆ

ᷮ. ᶦᶢѮᢚ՚Ἦ᫋, ὢⵢ, ᶢ⼆, ӣ⦣, ጦᾓᷯᷛἪ၊ఆᶢὶἪϯᷯᷛᒲ
῾⃮؞ᶾⵢẾ῾ᨆϮᶩᶢ↮ቢẾ῾ᨆᅪᷞဧᒲ၊⹆ᢞⵆᷚᶩἮ⹆ᢞ῾ᨆᅪϯᷯ
ᷛᒲ၊ⵗᢞⵊѱἲᶦᶢ῾ᨆ၊ⵆᷮ. ᫋ᷯᷛἮὪᢚѢὢࢆጪѢᶾ૮ⵊ↮᫋
ἲᴺᴲᓢ؞ỲⵊጦⵛἪ၊՚ఆᶢὶӎ, ὢⵢᷯᷛἮேẾὦӪᢚѢҞӪᶾ૮ⵊ
ᫎᣋϯἲ՚ా၊ⱊⷲⵎᨆὶં↮ᅪᴺᴲᓢ؞ỲⵊጦⵛἪ၊՚ఆᶢὶ. ᶢ⼆ᷯ
ᷛἮἎᴲϮ↶ጦᶾ૮ⵊᤒታἲᶪᆶࢆ ⹃ⵆӎᤦⵆѺᆾⵎᨆὶં↮ᅪᴺᴲᓢ؞Ỳ
ⵊѱὢӎ, ӣ⦣ᷯᷛἮాᶢӣ⦣῾ἲἎᴲϮ՚ా၊ᤒታⵎᨆὶં↮ᅪᴺᴲᓢӎ
ὶἪ, ጦᾓᷯᷛᶾᤊંἎᴲ؞ᶣဓӪጦᾓⱊⷲဓἲ☏ ⵆંጦⵛ၊՚ఆᶢ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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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가. 예비연구
ᓦ ᷞ՚ᶾᤊ ᢚẗⵎ ᴲЊा ѮᢚḮ ᶦᶢઓဓ Ѯᢚ `ῶ ᏽ ᢚẗᐗᒃ ⺖ἲ
ⵆ؞ӎ, ᣋϯኖἪ ⃪؞Ḯᐗ᫋ὢἎᴲ⽓Ꮶᅪὢ࠺ᶢࢪᨆὶં↮ᴺᴲᓢ؞Ỳⵆᷚ
7Ể 25Ὢᕮ⤞ 7Ể 30Ὢ ┋↮غ3ᶾѦⒾ᷶ᘲѮᢚᅪ᫊ⵆᷮ. ᷶ᘲᷞ՚ંⷆ૮

Ϯᴲ, ᷞဧӪᣋ⹊⹆ҫὢⷆ૮ἎᴲḮᘲ᪥ⵊ A Ἆ♆Ếᆺ 5ᤦᐆἎᴲ 10ታἲ૮
Ἢ၊᫊ⵆᷮ. ᷶ᘲᷞ՚ҞӪԾᢚϮἎᴲҚἲᐉᴲ`ં؞။↮Ṧᶾ१Ἲἲⵖۆ
ᒿⵆં↲ᐗᒃἲ▂Ϯⵆ؞၊ⵆᷮӎצყ՚Ếἲ؞Қⱊⷲᶾ``קὦἎᴲḮ
`קὢἎᴲ၊`ῶ⽶՚ⵆӎ, ᣋϯኖἪ؞᫊Ἆᴲὢᨊᤊᅪ↮✊ᤊᫎҚἲ
ᆾⵎᨆὶல။ⵆં૮ᴶἲᤦỎ.

나. 교사훈련
ᷞ՚ંⷆ↿Ἆ♆ẾԾᢚᶾѺᓦᷞ՚ኗ`Ӫல, ᣋϯኖἪ؞ᶾ૮ⵊጦⶺ
⢾՚, `ẗᐗᴶӎ␞, Ծᨆᐗᒃᶾ૮ⵆᷚ4ᶾѦⒾ⺶ဖἲ᫊ⵆᷮӎ, ᷶ᘲⷆἲ⦣
ⵆᷚᣋϯ ኖἪ؞♇ᶾ ૮ⵊ ▗ᕲⵊ ᷞ᪣ἲ ⵆᷮ. ϲྣⵊԾᢚ⺶ဖὪ  ᏽ ࢢẗἮ
<ⱊ2>ḮЇ.

<ⱊ2> Ծᢚ⺶ဖὪ ᏽࢢẗ
일정

주제

내용

1차 : 7월 28일
(2시간)

생각 모으기에 관한
문헌탐구

생각 모으기 관련 학술지 논문, 학위 논문 분석 /
Osborn, 전경원의 생각 모으기 관련 서적 탐구

2차 : 8월 2일
(1시간)

생각 모으기 주제
선정하기

교육부의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자료집’을 기본으로, 경력 4년 이상이 되는
교사 2명과 상의하여 생활주제와 연관된 생각 모으기 활동주제 선정

3차 : 8월 4일
(1시간)

생각 모으기 규칙숙지
및 적용하기

생각 모으기 4대 규칙 숙지 및
생각 모으기의 4단계 진행 순서 익히기

4차 : 8월 6일
(2시간)

생각 모으기 활동
실제와 문제점 토의하기

예비연구를 통한 생각 모으기 활동의 문제점 상의 및 대안 제시하기

다. 사전검사
ϯ↿ᒲ၊ἎᴲⷲᾚᴲЊाӪᶦᶢઓဓᨆ⃮ὢே↶ⵊϮᅪᐋ⽶؞Ỳⵆᷚⷆ↿
ӪᘲԾ↿ἎᴲኖాᶾѺ 8Ể2Ὢᕮ⤞ 8Ể 6Ὢ↮غὪ⃪ὪᶾѦⒾ᫊ⵆᷮ. Ѯ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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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Ḯ4ल ૮ⵇἲᶳⵆӎⷲᾚἎᴲԾἏⵇӪ૮ⵇẾᤋᢚӪ ᶾᾚⵇὦᷞ՚ᓢ⁞
 1ὦᶾⵢᤊ᫊ⵆᷮἪ, ὢѮᢚંḒῲ, Ḓ⺲Ἆᤎ⣋⹊ே᫊ϲἲὢẗⵆᷚ⁞ẗⵊ
ᐗᶾᤊ1ታᴗ᫊ⵆᷮ. ὢⷲҫ(2004)ᴲЊाѮᢚல՚ᶾӮⵢᤊં94%ѮᢚϲὪ
♆லᅪᓢᷮӎ, K_-WPPSIᶦᶢѮᢚல՚ᶾӮⵢᤊં95%ѮᢚϲὪ♆லᅪᓢᷮ.

라. 실험처치
1) 실험처치 기간 및 일과 운영
ᣋϯኖἪ⹊؞ேὢἎᴲᴲЊाᏽᶦᶢઓဓᶾᏦ♆ં⺖Ӫᅪᴺᴲᓢ؞Ỳⵢ 8Ể 9
Ὢᕮ⤞9Ể 10Ὢ↮غ5⃪ϲ⃪3ᴗ15ᑶ᫊ⵆᷮ. ⷆ↿ӪᘲԾ↿ኖాԾἏᕮ
Ἆ♆ẾԾἏӪ ἲἪ၊ⵊேὪⵊᣋ⹊⃪ ᶾⵢԾἏӪ ἲ↲ⵆᷮἪ, ⷆ↿
ἎᴲἮᣋϯኖἪ⹊؞ேἲ⦣ⵊὢᵪࢆ؞৲؞᫊ϲἲϮ›ӎ, ᘲԾ↿ἎᴲἮ؞
Ἆ♆Ếᶾᤊ᫊ⵆӎὶંԾᢚ⃪லὢᵪࢆ؞৲؞᫊ϲἲϮ›.

2) 주제선정 및 집단구성
ⷆ↿ӪᘲԾ↿ᶾᤊὢᵪࢆ؞৲؞᫊ϲᶾᢚẗఊᣋ⹊⃪ ḮኗⱊંԾἏᕮ ‘Ἆ♆
ẾԾἏӪ ẢᷯႺ↿’ᶾᤊ ᫊ఊ1लϲ⹊ேἲ؞ᓦἪ၊ⵆᷮં, ᓦⷆὢ᫊ఊ
؞ϲὢ 8Ểᶾᤊ 9Ể↮غὢᶶἪᎮ၊ὢ؞ϲᶾ`ⵗⵊ⹆ҫᓢ⸦, ᷚ࿚Ϯ↮⢶ѱ, Ծ⦣
ᴶῲ, Ảேҫ؞ᣋ⹊⃪ ᅪ؞ᓦ⃪ ၊ⵆᷮ. ᓦⷆᶾᢚẗఊⷆ↿ӪᘲԾ↿
ᣋ⹊⃪ Ḯኗⱊં<ⱊ3>ӪЇ.

<표 3> 실험·비교 집단의 생활주제와 목표
생활주제

일자

목표

환경보호

8월 9일∼13일

우리가 사는 지구를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본다.

8월 16일∼20일

여러 가지 탈것들의 종류를 알아본다.

8월 23일∼27일

땅위, 바다, 하늘에서 이용되는 교통수단의 특징
을 안다.

여러 가지 탈것들
교통안전

8월 30일∼9월 3일

운동경기

9월 6일∼10일

올바른 안전규칙과 위험한 행동을 알아본다.
운동의 종류를 알고 왜 운동을 하는지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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ⷆ↿ӪᘲԾ↿ὢᵪࢆ؞৲⹊؞ே⃪ ᅪҲⵆ؞Ỳⵆᷚҫဓ 4लὢὢ ఆ
ંԾᢚ 2ታӪᅪⵆᷚⷆ⒆♆Ϯ᫊ఆં؞ϲᣋ⹊⃪  (⹆ҫᓢ⸦, Ծ⦣؞Ӯ, Ծ
⦣ᴶῲ, Ảேҫ)؞ḮᷞӮఊᣋϯኖἪ⹊؞ே⃪ 15Ϯ↮ᅪᤎ ⵆᷮ. ᤎ ᫊␦ӎⵊ
Ⴚં Ἆ♆ẾԾἏӪ  Ảᷯᴶ, 6␖ ԾἏӪ  ԾᨆႺᤦ⪦-ὢᵪࢆ؞৲⹊ ؞ே ↮ல Ⴚ↿,
Ἆ♆ẾԾἏ⹊ே↮லႺ↿7, 8, 9 (ԾἏᕮ, 2000)ὢ.
ⷆ↿Ἆᴲὢᵪࢆ؞৲⹊؞ேἮצყἪ၊᫊ⵆᷮં, ᴲḮᷚᴲᘲϮ
╊૮ⵊӎᅢѺⵆᷚ 5ታἲⵊצყἪ၊┋ 4צყἲᆺӎ, Қⱊⷲἲᾆⵆં``קὦἎ
ᴲḮᾆⵆ↮ᴸં`קὦἎᴲᅪԾᢚϮЇἮ⁞၊ᤎ ⵆᷚኖצყὢ૮⒢၊ᘲ᪥ⵊ
ᨆ⃮ὢఆல။⁞ ⵆᷮ. ⵊ⃪3ᴗⷆ⒆♆Ϯὢზᶢ↾ἲϾᴶⵆᷚ, ϯ⃪⒙ᑶ⇦
ᣋϯኖἪ⹊؞ே᫊ᶾં⃪צᣋ⹊⃪ ᶾ૮ⵊᢚῲ⹊ேἲୂᆼὢⵊἺᣋϯኖἪ؞
⹊ேἲ↲ⵆᷮ. ᣋϯኖἪ⹊؞ே᫊Ἆᴲὢᨊᤊᅪ↮✊ᤊԾᢚϮ↮ኗⵊἎᴲϮሪ
΅ᫎҚἲᆾⵎᨆὶல။ⵆᷮἪ, ἎᴲὢᐊⱊⵊࢢẗἲԾᢚંῲ↮ᅪὢẗⵆ
ᷚ؞။ἲⵖӪே᫊ᶾἎᴲᣋϯኖἪ⹊؞ேӪ ἲḒംḒ၊१Ἲⵆᷚ΅ᾓⵆᷮ.
ᘲԾ↿ ἎᴲἮ ேὪⵊ ⃪ ᶾ ૮ⵆᷚ Ὢᐆ`Ἢ၊ Ἆ♆Ếᶾᤊ ↲ఆ ᐗ᫋૮၊
૮צყἪ၊ኖᷚᴷᴲὢᵪࢆ؞৲⹊؞ேἲⵆᷮ. ⷆ↿ӪᘲԾ↿ὢᵪࢆ؞৲؞
⃪ ં<ⱊ4>ḮЇ.

<표 4>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이야기나누기 주제
생활주제

회

환경보호

1
2
3

썩지 않는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물이 너무 많이 오염이 되서 먹을 물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동차 때문에 공기가 너무 더러워져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된다면?

4
5

외국에 있는 친척집에 놀러가려고 해요.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만약 자동차가 하늘을 나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6
7

만약 바다 속에도 길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이 옛날이라면, 광주에서 서울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8
9
10

지하철역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고장에 있는 역을 가장 예쁘게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동차의 안전벨트가 고장 났다면?

11
12

친구들과 공놀이를 하고 싶은데, 놀이터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치원에서 집에 걸어가다가 길을 잃어버린다면?

13
14
15

운동경기 중에 다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을 가지고 놀다가 다른 집 창문을 깨뜨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탈것들

교통안전

운동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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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각 모으기 진행순서
ᣋϯኖἪ؞ᅪ⦣ⵊὢᵪࢆ؞৲⹊؞ேἲࢆ৲ંⷆ↿↲ᨊᤊḮࢢצẗἮ <ⱊ
5>ḮЇ.

<표 5> 실험집단의 생각 모으기 진행순서
활동과정

단계

사전활동

1단계: 워밍업

유아들의 주의집중 및 생각 모으기 규칙 설명하기

2단계: 원인 생각하기

제시된 주제에 대한 원인을 생각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아이디어
생각하기

본활동

마무리 및 평가

내용

3단계: 결과 예측하기

제시된 주제로 인한 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예측해보기

4단계: 문제 해결하기

제시된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 제시하기

5단계: 평가하기

제시된 아이디어 분류하기 및 다음 주제 제시하기

1Ҳ ‘Ẻᏻᶳ’ᶾᤊંἎᴲἲᐆẾ⸃⣊၊ᴷ⽺Ἲ⃪↿ἲⵆѺⵊ. Ծᢚંῲ

⒢Ἆᴲᅪ5ታ ல↿Ἢ၊ࢆ৶⺲, ᣋϯኖἪ♇؞ἲᴺ؞ᩫѺᴺဒ⃪ӎᤎ ఊ
⃪ ᅪϮ↮ӎἎᴲኖాϮҚἲࢪᨆὶல။Ἆலⵆӎ, ᶢඎⵊҚὢཪலᨆẗⵆӎᐆ
ೊ᫊ ؞။ⵊ. 2Ҳ ‘Ếὦ ᣋϯⵆ’؞ᶾᤊં

᫊ఊ ⃪ ᶾ ૮ⵢ ‘Ṋ ὢ Ὢὢ ᣋҪἲ’غ

ᣋϯⵢᓢல။ⵊ. ẞᤎ ᫊ఊᅦᢚེᣋϯὢࢆԾᢚᣋϯἲဒ⃪ӎ, ᫎᣋ
ϯἲ1∼3Ϯ↮ லᣋϯⵢᓢѺⵊ. 3Ҳ‘ҞӪ᷶☏ⵆ’؞ᶾᤊં ᫊ఊጦ ၊ὦⵢᶢ
ඒҞӪϮ⓶྆ఎѱὦ↮ᵿⵊᐗᒃἪ၊᷶☏ⵢᓦ. ὢഺԾᢚંᆼἮᵿᴲὢംᶢϮ
ࢆḚᨆὶல။ἎᴲἲҗဒⵆἎ᪒ӎ⮦ᴶⵊᕲỲ؞ᅪ⁞ⵢ⃮. 4Ҳ‘ጦ ⵢ
Ҟⵆ’؞ᶾᤊં ᫊ఊጦ ᅪⵢҞⵆ؞ỲⵊᴲὢംᶢᅪϮઓⵊᆼὢᣋϯⵢᓢல။ⵆᷚᐊ
ⱊⵆல။ⵆӎԾᢚંצҚἲ`ં. ᆶ↮ᆷ 5Ҳ ‘⮷Ϯⵆ’؞ᶾᤊԾᢚં▊ఊᴲὢ
ംᶢኖాᅪῲ⒢ἎᴲᶾѺὫᶢ⃪ӎ, ࢆḖᴲὢംᶢҚἲἪቢᤊᅆᒲ၊՚ᕲἲ
ⵢᓢં⹊ேἲⵊ. ⵊἎᴲӪⵖࢆۆḖᴲὢംᶢᶾ૮ⵊ⮷Ϯᅪ᫊லⵆᷚϮᾓ⁹Ἦ
ⵢҞἲᴲᓢἺ᫊ϲᶾὢᵪ ⃪ⵎ؞ᅪ ᫊ⵢ⃪ӎἎᴲ၊ⵆᷚᣋϯⵢḒல။
җဒⵊ.

4) 환경구성
ⷆ↿ӪᘲԾ↿ኖాὢᵪࢆ؞৲⹊؞ேᶾᢚẗఊႺ၊ંϯ⃪ ᶾ`ⵗⵊצᆪ
ႺӪ ᓢצᆪ, ே⹂, ጪႺ, ኖ⸃Ⴚ, ᢚ↲, ӮဖᘲംḒ⤺ὢⳲὢὶᶶ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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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ⵆ⒎, ᷛ, Ểೊ⛣ᶾ Ӯဖఊ ⃪ ᶾᤊં ϯ ؞Ӯ ⸻ᓢႺࢆ ⸻ᓢல ᢚẗⵆᷮ.
ⵊὢᵪࢆ؞৲ ⃪؞ࢢẗὢἎᴲὢὢⵢⵆ؞ᶾ⁞ᶢဣӎᣋϯⵊ⃪ ᶾ૮ⵢ
ᤊંἣ⫾Ӫேጪὦ⸃ἲϮ↮ӎὢᵪ؞ᅪဒ⃪ቢᤊࢎצ⃪ ᶾંⵆתᐗᒃலὢ
ẗⵆᷮ.
ⷆ↿Ἦ  ࢎ צ᫊ⵊ ᣋϯ ኖἪ ⃪ ؞Ḯ Ἲ ᫊ϲᶾ ᫊ⵎ ᣋϯ ኖἪ ⃪ ؞ᅪ
ἎᴲὢᾆᓪᨆὶંӡᶾӮဖצᆪӪⵖۆᴖ၊᭖ాᶢ, ᅪὫἲᨆὶંἎᴲ
ӪᾆὫ↮ኩⵆંἎᴲኖా ⃪צᶾ૮ⵢ⃪؞ᶣⵆӎᣋϯⵢᓪᨆὶல။ⵆ
ᷮ. ⵊᣋϯኖἪ⹊؞ே᫊ἎᴲὢᐊⱊⵆંҚὢࢆᢚⵊᆾⵊᆶം↮♆ঁ↮غ
ᴸ؞Ỳⵆᷚ१Ἲ؞ᅪ⃮ᘲⵆᷚ१⹂ᅪⵆᷮἪ,

ࢎצ᫊ᣋϯኖἪ ⃪؞ᅪ

ୂ᫊⢒؞Ỳⵆᷚᶦᶢᷯᷛὢࢆᷚⵎ८ὢᷯᷛᶾࢎצὢᵪࢆ؞৲؞᫊ϲᶾᢚẗఆᶶ
צᆪႺࢆே⹂, ᢚ↲, ⱶ, ጪႺἲᘲ♆ⵢాᶶ. ᘲԾ↿Ἦὢᵪࢆ؞৲؞
᫊ϲᶾᢚẗఆᶶצᆪႺὢࢆே⹂, ⱶ, ጪႺἲᶦᶢᷯᷛӪᷛⵎ८ὢᷯᷛ
ᶾᘲ♆ⵢాᶶӎ, צṦ⪧ᒲⵊ⹆ҫ՚Ἦⵆ↮ᴸᵆ.

5) 교사의 역할
ⷆ↿ԾᢚંἎᴲᴲЊाӪᶦᶢઓဓ ⶓᶾ Ӯἲ ЄӎἎၛӎ ᵿⵆѺ
ᫎᣋϯἲᐊⱊⵎᨆὶல။ⵆંⶶẗ`ὢӎ⮦ᴶⵊᕲỲ؞ᅪ⁞ⵆᷮ. Ծᢚંᣋ
ϯኖἪ⹊؞ேῲᶾ⮷Ϯᏽᘲ⫾Ἆᓢ, Ἆᕲᐗⵊ⯛ँἮᴲὢംᶢ, ϮઓⵊᆼἮᵿᴲ
ὢംᶢ, ҞⵗӪЊᤎ▂՚ḮЇἮᣋϯኖἪ♇؞ἲἎᴲὢᴺᴲ؞ᩫல။Ɱᶢ
ᤊ▗ᕲⵊᤒታἲⵢ⃪ᶶἪ, ♇ἲỲᐆⵊἎᴲᶾѺં⃪ࢆҫӎᅪ⃪ᶶ. ⵊᣋ
ϯኖἪ⹊؞ே᫊ԾᢚંኖἎᴲᐊᶦἲ ᆚⵆᷚצყᕲỲ؞ᅪἎ᪒ӎ
⁞`ὦᐗⶓἪ၊ἎலⵢࢆЂӎ, ἎᴲὢᐊⱊலᵌᶾࢆḖᴲὢംᶢ၊ᕮ⤞↯Ἆலఆ
ᶢᴲὢംᶢϮୂẟⶓ ఎᨆ ὶல။ җဒⵆ, ᐊᶦὢ `Ἦ ἎᴲᶾѺં ᐊᶦ؞ᅪୂ
⃪ᶶ.
ᘲԾ↿Ծᢚ᫊ᷛὢᵪࢆ؞৲ ⃪؞ᶾ૮ⵊ▗ᕲⵊᢚῲ⁞ᢚḮẺᏻᶳἲ⦣ⵢἎᴲ
ὢӮἲЄӎὢᵪࢆ؞৲⹊؞ேἲⵎᨆὶல။⃪ᅪ؞ẦᷮἪ, ኖἎᴲὢӖ
ӎზ␦ᷚⵎᨆὶல။Ἆலⵆᷮ. צ࿚ࢆὢ࿚ⵊὢᵪࢆ؞৲ ⃪؞ᶾഞᅦὢᵪࢆ؞৲؞
⹊ேṦᶾᕮϮ`ὦ⪧ᒲⵊ⹊ேἲⵆ↮ંᴸᵆӎ, ૮ᕮᕲὪᐆ`ὦἎ♆Ếᶾᤊ↲ఆં
ὢᵪࢆ؞৲⹊؞ேᐗ᫋૮၊ἎᴲӪ⸦ẗⵆὢᵪࢆ؞৲⹊؞ேἲ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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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후검사
ⷆ⒆♆⺖ӪᅪѮ↋ⵆ؞Ỳⵆᷚᢚ⺲Ѯᢚંⷆ⒆♆⺲, ᢚῲѮᢚḮேὪⵊѮᢚல
՚ᅪϮ↮ӎ᫊ⵆᷮ. ᢚ⺲Ѯᢚં 9Ể13Ὢᕮ⤞16Ὢ↮غὪ⃪Ὢேᴶᷞ՚Ḯᷞ՚ᓢ⁞
1ὦὢ᫊ⵆᷮἪ, ѮᢚંᢚῲѮᢚḮேὪⵊᐗᒃἪ၊ேὪⵊᾓᶾᤊὢზᶢ›.

4. 자료처리
ᓦᷞ՚ᶾᤊંᣋϯኖἪ⹊؞ேὢἎᴲᴲЊाӪᶦᶢઓဓᶾᏦ♆ં⺖Ӫᅪᴺᴲᓢ
؞Ỳⵆᷚ SPSS/PC 10.0 Ⳳ၊ྖצἲὢẗⵆᷚႺᅪᕲᤋⵆӎ, ᷞ՚ጦ ᅪѮ↋ⵆ؞Ỳⵆ
ᷚtѮ↋ἲὢẗⵆᷚᕲᤋⵆᷮ.

Ⅲ. 연구결과
ᓦᷞ՚ંᣋϯኖἪ⹊؞ேὢἎᴲᴲЊाᏽᶦᶢઓဓᶾᶢඎⵊᷯⶓἲᏦ♆ંϮ
ᅪᴺᴲᓢӎⵆᷮ. ᓦᷞ՚ᶾᤊᨆ↿ఊႺᕲᤋᏽҞӪⵢᤋἮἺӪЇ.

1. 생각 모으기 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ᣋϯኖἪ⹊؞ேᶾ␦ᷚⵊⷆ↿ӪᘲԾ↿ᴲЊाᶾᶢඎⵊ␖ὢϮὶં↮ᘲ
Ծⵆᷚ ᫊ⵆቢ<ⱊ6>ӪЇ.

<표 6> 자아개념에 대한 집단 간 비교
실험집단(n=20)

구분
전체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62.26

5.15

47.00

4.95

11.50

1.10

8.75

1.52

t

p
**

0.001

***

0.000

***

0.000

***

0.000

***

0.000

9.55
6.56

사회적 자아

16.35

2.13

13.50

1.76

4.61

정서적 자아

18.55

1.90

13.05

1.67

9.71

인지적 자아
*

비교집단(n=20)

p<.05

**

p<.01

15.70
***

p<.001

2.47

11.70

2.03

5.60

생각 모으기 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 및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105

ῲ⒢ ᴲЊा ᢚῲѮᢚᶾᤊં ⷆ↿(M=44.40,

SD=4.64)Ӫ ᘲԾ↿(M=44.25,

SD=5.69)ϲᶾ⦣Ҳ`ὦἎⵊ␖ὢϮࢆ⢮ࢆ↮ᴸᵆ(t=0.09, p>.05). צ࿚ࢆ<ⱊ6>ᶾ

᫊ఊᐂḮЇὢⷆ⒆♆⺲ᢚ⺲Ѯᢚᶾᤊંⷆ↿(M=62.26, SD=5.15)ἎᴲὢᘲԾ
↿(M=47.00, SD=4.95) Ἆᴲᓢ ‘ῲ⒢ᴲЊा’ὢἎⵆѺঀἮѱἪ၊ࢆ⢮࢚(t=9.55,
p<.01). ⵊᴲЊाⵆỲᷯᷛὦᫎ⒢`ᴲ(t=6.56, p<.001), ᢚ`ᴲ(t=4.61, p<.001),

ᤊ`ᴲ(t=9.71, p<.001), ὦ↮`ᴲ(t=5.60, p<.001)ல⦣Ҳ`Ἢ၊ἎᏦⵊ␖ὢϮࢆ⢮
ࢆӎὶ. ഞཪᤊⷆ⒆♆ὦᣋϯኖἪ⹊؞ேὢἎᴲῲ⒢ᴲЊाᏽᴲЊाⵆ
Ỳⵛኗ↋↲ᶾல⺖Ӫ`ὢཪӎⵢᤋⵎᨆὶ.

2. 생각 모으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ᣋϯኖἪ⹊؞ேᶾ␦ᷚⵊⷆ↿ӪᘲԾ↿ᶦᶢઓဓᶾᶢඎⵊ␖ὢϮὶં↮ᘲ
Ծⵆᷚ ᫊ⵆቢ<ⱊ7>ӪЇ.

<표 7> 언어능력에 대한 집단 간 비교
실험집단(n=20)

구분
전체 언어능력

t

p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72.15

10.36

61.70

9.55

3.32

**

0.002

*

0.048

**

0.005

**

0.003

***

상식 능력

13.20

2.24

11.70

2.60

2.03

이해 능력

12.90

1.52

11.15

2.16

2.97

어휘 능력

*

비교집단(n=20)

평균

12.45

2.06

9.80

3.07

3.20

공통성 능력

12.35

2.08

9.55

1.67

4.69

0.000

문장 능력

12.60

1.64

9.70

1.84

5.27***

0.000

p<.05

**

p<.01

***

p<.001

ⷆ⒆♆ῲᢚῲѮᢚᶾᤊંⷆ↿(M=60.80, SD=11.01)ӪᘲԾ↿(M=60.65, SD=8.73)
ϲᶾ⦣Ҳ`ὦἎⵊ␖ὢϮࢆ⢮ࢆ↮ᴸᵆ(t=0.48, p>.05). צ࿚ࢆ <ⱊ 7>ᶾ ᫊ఊᐂ
ḮЇὢⷆ⒆♆⺲ᢚ⺲Ѯᢚᶾᤊં↿ϲἎⵊ␖ὢϮࢆ⢮࢚. ⷆ↿(M=72.15,
SD=10.36)ἎᴲὢᘲԾ↿(M=61.70, SD=9.55) Ἆᴲᓢ‘ῲ⒢ᶦᶢઓဓ’ὢἎⵆѺঀ

ἮѱἪ၊ࢆ⢮࢚(t=3.32, p<.01). ⵊᶦᶢઓဓⵆỲᷯᷛὦ᫋ઓဓ(t=2.03, p<.05), ὢ
ⵢઓဓ(t=2.97, p<.01), ᶢ⼆ઓဓ(t=3.20, p<.01), ӣ⦣ઓဓ(t=4.69, p<.001), ጦᾓઓဓ(t=5.27,
p<.001)ல⦣Ҳ`Ἢ၊ἎᏦⵊ␖ὢϮࢆ⢮ࢆӎὶ. ὢંⷆ⒆♆ὦᣋϯኖ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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ὢἎᴲᶦᶢઓဓ↋↲ᶾ⺖Ӫ`ὢᶶӎⵢᤋⵎᨆὶ.

Ⅳ. 결론 및 논의
ᓦᷞ՚ંᣋϯኖἪ⹊؞ேὢἎᴲᴲЊाᏽᶦᶢઓဓᶾᏦ♆ં⺖Ӫᅪᴺᴲᓢӎ
ⵆંצኗ`ὢὶ. ᓦᷞ՚ᅪ⦣ⵢᶩᶢ↲⃪ẂҞӪᅪẂᵫⵆӎ४ⵢᓢቢἺ
ӪЇ.
⒙⇦, ᣋϯኖἪ؞ᅪ⦣ⵊὢᵪࢆ؞৲⹊؞ேἲҫⷆⵊⷆ↿ӪԾᢚ⃪லὢᵪࢆ؞
৲⹊ ؞ேἲ ҫⷆⵊ ᘲԾ↿ϲ ῲ⒢`ὦ ᴲЊाើᆺ ᴲશཪ, ᴲЊा ⵆỲᷯᷛὦ
ᫎ⒢`ᴲ, ᢚ`ᴲ,

ᤊ`ᴲ, ὦ↮`ᴲЊाᶾᤊல⦣Ҳ`Ἢ၊Ꮶὶં␖

ὢᅪᓢᷮ. ὢ࿚ⵊᓦᷞ՚ҞӪંἎᴲ؞ᶾԾᢚϮἎᴲᶾѺᫎϾἲЄӎⱊⷲⵎᨆ
ὶં؞ᅪ ӣⵢ⃪ӎἎᴲᐊᶦᶾ` Ἢ၊ᐆἿⵢ⃪྆ḮἎ၊Ảᢚⱊⷲ
ἲ⦣ⵊ ⸦ẗἲⵎ ᨆὶં ᕲỲ؞ᅪ⁞ⵢ⃪ቢ, Ἆᴲંᫎὢὦ ἲᐉӎ ὶં
ࡺἲ ЄѺ ఆᶢ Ἆᴲ ᫎᶾ ૮ⵊ ` ὦ ᴲЊाἲ ೋⵆં லẮἲ ⃮ં
Seefeldt(1997)ҚⵢḮὪ♆ⵆંѱὢ. ⪧⽶ⷆ⒆↮ேᴶᣋϯኖἪ؞ᅪ⦣ⵊὢᵪ؞

ࢆ৲⹊؞ேἲⵊ ⷆ↿ἎᴲἮᅦ ♊՚ Қἲ ሪ΅ ӎ,  צҚᶾ ᫎ
ᣋϯἲ୕ᖇᷚᤊᢶ၊ẢҚἲᆾⵆં⽶♆ⵆὢ⢧ἲ⦣ⵢ᫊ϲὢ϶ᨆ။ୂẟୂ⹊ேᶾ
``קὦ⣊லᅪᓢ⃪ᷚᶶ. Ἆᴲဓἲᷞ᪒Ѻⶓ᫊⢒ં⽶♆ⵆὢ⢧Ἦᣋϯ
ኖἪ⹊ ؞ேᶾᤊ ᇒẞ Ẃⵊ Ẃ၊ ᐉᴲᷚ↮ӎ ὶં, ὢᅪ ⦣ⵢ ἎᴲἮ ᪒᪒၊
ဓᶾཿ᪒࿚ẺⵆӎឺೝⵢἪ, ሪ΅ҚἲᐊⱊⵊἎᴲⵊᫎҚἲᐂ
⣃Ἢ၊ ♊՚ὢ Қἲ

᫊ં ѱᶾ ૮ⵆᷚ ἲ ࢆ⢮ࢶ. ὢ࿚ⵊ ᐗ᫋ἲ ⦣ⵊ

ἎᴲҚᐊⱊϮᴲЊाᢚ`ᴲḮ ᤊ`ᴲ, ὦ↮`ᴲᶾ` ὦᷯ
ⶓἲᏦⓒἲѱὢཪӎᣋϯఊ.
ᣋϯኖἪ؞ᶾᤊϮᾓẂⵊాϮ↮Ếᆚં‘⫾Ἆᓢ’Ḯ‘ᆼἮᵿἲ⦣ⵢ↶⁹Ἦᴲὢ
ംᶢϮࢆḖ’ ંѱὢ. צ࿚Ꭾ၊ᣋϯኖἪ⹊؞ே᫊ẞ᪒᪒ӎἎሦ᪒࿚Ảᴲὢം
ᶢϮࢆḮலԾᢚંḡӎצᅢӎ⫾ἲἎᓢⵊ, ኖᴲὢംᶢἲ``קὦᤦ၊
ᨆẗⵢᵪⵊ. ὢ࿚ⵊᣋϯኖἪ؞♇Ἢ၊ἎᴲἮᣋϯኖἪ⹊؞ேἲⵆቢᤊⷲ
ᶾᤊⷲఆ⾆؞ўࢆẞ᪒᪒࿚ẢҚἲᆼὢ

᫊ⵆᷮ. ὢ⒆ὢᵪࢆ؞৲⹊؞

ேἲἎᴲḮԾᢚϮӣேἪ၊ὢ࠺ᶢࢆϮቢᤊ, ἎᴲҚ ᫊ᶾኖాᨆ⃪ⵢ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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Ӫҗဒᅪᴲࡪ↮ᴸἮԾᢚேἮἎᴲ၊ⵆᷚᫎϾἲЄѺⵢ⃮Ẃὦὢᶶӎ
ᓢᴲ↲. ὢં ԾᢚϮ ⃪லⵆં Ծᨆᐗᒃἲ `ẗⵊ ↿Ӫ Ἆᴲ-ԾᢚϮ ӣே⃪லⵊ Ծᨆ
ᐗᒃἲ`ẗⵊ↿Ἢ၊՚ᕲⵆ᫊ᷚⵊⳲ၊ྖצᶾᤊἎᴲ-Ծᢚӣே⃪லⵆԾᨆᐗᒃ
ἲ`ẗⵊ↿ᶾ Ἆᴲὢὦ↮ᐊὢࢆᢚ․ ᤊᐊⵆỲᒮὦᶾὶᶢ
ᓢ⺖Ӫ`ὢᶶં⸻ẗ⽚(1988) ᷞ՚ḮலὪ♆ⵊ.
ὢḮЇἮҞӪંᣋϯኖἪ؞ᅪ⦣ⵊઓே`ὦᢚⱊⷲᏽ␦ᷚᐗ᫋ὢἎᴲ
`ὦᴲЊाᶾᷯⶓἲᏦⓒἺἲᓢ⃪ᷚӎὶ. ഞཪᤊ⮷Ϯᏽᘲ⫾ἲἎᓢⵆӎ, Ἆᕲ
ᐗⵊ⯛ँἮᴲὢംᶢḮϮઓⵊᆼἮᵿᴲὢംᶢᅪ▂՚ⵆ, ҞⵗӪЊᤎ⽶♆ⵆὢ⢧
ἲঀὢ⮷ϮⵆંᣋϯኖἪ⹊؞ேἮἎᴲᢚ`ᴲ,

ᤊ`ᴲ, ὦ↮`ᴲᅪ

ⶓ᫊⢒ં⺖Ӫ`ὢᶶӎᓢᴲ↮, ὢ࿚ⵊࢢቢ`ᴲЊाⶓἮἎᴲᫎϾ
ἲᕯஹᴲ⃪ᶢᫎ⒢`ᴲⶓᶾ` ↮غὦᷯⶓἲ⃪ᶶӎᓢᴲ↲.
ె⇦, ᣋϯኖἪ؞ᅪ⦣ⵊὢᵪࢆ؞৲⹊؞ேἲҫⷆⵊⷆ↿ӪԾᢚ⃪லὢᵪࢆ؞
৲⹊ ؞ேἲ ҫⷆⵊ ᘲԾ↿ϲ ῲ⒢`ὦ ᶦᶢઓဓើᆺ ᴲશཪ, ᶦᶢઓဓ ⵆỲᷯᷛὦ
᫋, ὢⵢ, ᶢ⼆ӣ⦣, ጦᾓઓဓᶾᤊல⦣Ҳ`Ἢ၊Ꮶὶં␖ὢᅪᓢᷮ. ὢ࿚ⵊᓦ
ᷞ՚ ҞӪં Ἆᴲὢ ᶦᶢ` ⱊ⹊ேἲ ⵆં ѱὢ ᶦᶢ`․↮` ᐊӪ ⵖ ۆᶢ⼆ဓ,
ὢⵢဓ, ⱊⷲဓᐊᶾ؞ᷚⵊӎⵊ Applebee(1987)ᷞ՚ḮὪ♆ⵆ, ᫊␗ḒӪ
ἲ⦣ⵢ᪒᪒၊⤞ೋⵆѺఆં؞ᅪᆼὢϮ…ᓦἎᴲὪᨆ။ᶦᶢઓဓᨆ⃮ὢঀ
ᴲ↮Ѻఊંᾓᷯᵎ(1981)ᷞ՚ḮலὪ♆ⵊ. ὢḮЇἮҞӪંԾᢚϮἎᴲᶾѺἎ
၊Ảⱊⷲ؞ᅪ ӣⵆӎ, Ἆᴲἲὢᵪࢆ؞৲⹊؞ேᶾᓢ``קὢӎᐊ`Ἢ၊␦
ᷚⵆѺࡂ Ἆலⵆંᣋϯ ኖἪ؞ᅪ ⦣ⵊ ὢᵪࢆ؞৲⹊؞ேὢ Ἆᴲ ᶦᶢઓဓᶾ ᷯⶓἲ
ᏦⓒἺἲᓢ⃪ᷚӎὶ.
ⷆ⒆♆ேᴶἎᴲἮᢚῲ⹊ே⺲⃪ᶢ↮ંὢᵪࢆ؞৲ ⃪؞ᶾ૮ⵆᷚᣋϯኖἪ؞
؞ᒃἲ⦣ⵆᷚἎၛӎў♖ᶴὢ, ᫎὢᐊⱊⵆӎἮᆺ⡪▗ᕲ⽶ᫎҚἲᐊ
ⱊⵆᷮ. ὢ࿚ⵊᆼἮᵿҚ ᫊ંἎᴲᶾѺᶢ⼆ဓӪⵖۆጦᾓઓဓ↋↲ἲϮ
…⃪ᶶӎᓢᴲ↲. ⵊ ᣋϯ ኖἪ؞ᅪ ᾆⵆ ؞Ỳⵢᤊંᫎ Қἲ ⁞ᆚ ὶѺ
ᆾⵆંጦᾓઓဓӪᆼἮᵿᶢ⼆ဓலⴲẂⵆ↮ᆺ, ᅦ♊՚Қἲᾆᶢᵪⵆ؞ഺ
ጦᶾὢⵢဓலⴲẂⵆ. ᷞ՚ંᣋϯኖἪ؞ᅪⵆ؞ῲἎᴲᶾѺᨊᤊᅪ↮✊ᤊԾᢚ
Ϯ↮ኗⵊ ἎᴲϮ ሪ΅ Қἲ ᆾⵆѺ ⵆӎ, ᅦ ἎᴲἮᐊⱊⵆӎὶં Ἆᴲ Қἲ
ҫ⒛ⵆ, ᅦ♊՚ҚἲᾆંἎᴲᅪẞᤎἪ၊ⵆᷚἺᐊⱊ၊↮ ⵎѱὢཪ
ӎᏦᆚᤒታἲ؞ഺጦᶾ, ἎᴲἮᫎҚᐊⱊើᆺᴲશཪᅦ♊՚Қல
ᾆᶢ⃪ဒ०ဓⵆં⣊லᅪᓢᷮ. ὢં⃪ ᇋ՚ἲỲⵢᣋϯኖἪ؞؞ᒃἲὢẗ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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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ᶾᤊἎᴲᶢ⼆ဓӪᶦᶢ`ⱊⷲઓဓὢ↋↲ఊѱἮᶢ⼆▊Ӫᶦᶢ`ⱊⷲ؞Ϯ
ᆼὢ⃪ᶢ›؞ഺጦὢཪં↮ḓ (1996)ᷞ՚ҞӪḮலὪ♆ⵊ. ഞཪᤊᣋϯኖἪ⹊؞ே
᫊ἎᴲὢഞᅢѺఆં♇ἲ⦣ⵢἎᴲᶢ⼆ဓ, ὢⵢဓ, ᢚӎ ᆚઓဓ, ጦᾓઓဓ,
؞ઓဓὢᐊⵊӎᓢ, ὢંୂࢆᴲϮᢚᏽ ᓢԾ⹆ἲ⦣ⵊ ᐆᢚ`↮
᫋ὢⵢὦ᫋ઓဓⵊ↋↲᫊⢚ᨆὶӎᓢᴲ↲.
ὢᶾᤊᓢᵆᷞ՚ҞӪḮ४ᅪⵗⵢᓢቢԾᢚ⃪ல⸃⣊၊ὢᵪࢆ؞৲⹊؞
ேἲⵆંѱᓢᣋϯኖἪ؞ᅪ⦣ⵆᷚᆼἮᵿҚἲἎၛѺ

᫊ⵆӎ, ⽶♆ⵆὢ⢧

ἲ⦣ⵊ`ὦҚἲ җဒⵢ⃪ંὢᵪࢆ؞৲⹊؞ேἲⵆંѱὢἎᴲᴲЊाӪ
ᶦᶢઓဓἲⶓ᫊⢒ં⺖Ӫ`ὦᐗᒃὢཪӎⵎᨆὶ.

 참고문헌
ԾἏᕮ(2000). Ἆ♆ẾԾἏӪ ⵢᤒ. ᤊẦ: ૮ⵊԾӪᤊ⃪᫋ᢚ
خᨇ⽚(2000). Ⳳ၊⪦תᒃὢἎᴲᶢ⼆ဓᏽᶦᶢⱊⷲဓᶾᏦ♆ંᷯⶓ. ૮՚૮ⵇԾ૮ⵇẾᤋᢚ
ⵇỲ४ጦ.
خᷯḓ․ᶲ ᵎ․╊ἒ ․ᐃҫ⽚(2000). ἎᴲᢚԾἏ⦣ⵗ`Ảᷯ. ᤊẦ: ↮ᢚ.
ᅆ↲⽚(1989). ↿⹊ேӪϯ⹊ேᶾഞᅦ↮லᐗᒃᏽԾᢚᷛⵎ. Ծᨆⵇ᪣⹊ேẢᷯ. ⵊ՛ᶢᆞὢἏ
ᷯᕮᤒᷞᨆẾ.
ጦ⸃ᨊ(1997). ԾᢚᐊጦἎ⸃ὢἎᴲӪᶦᶢⱊⷲဓᶾᏦ♆ં⺖Ӫ. ῲ૮ⵇԾԾἏ૮ⵇẾᤋ
ᢚⵇỲ४ጦ.
ᐃҫἮ (1998). Ⳳ၊⪦תᒃᶾⵊᴲЊा↋↲Ⳳ၊ྖצὢἎᴲ` ᴲЊा⸃ᶾᏦ♆
ંᷯⶓ. Ӯ૮ⵇԾ૮ⵇẾᤋᢚⵇỲ४ጦ.
Ἆ♆ẾԾἏӪ Ảᷯᴶ. (2000). ӿ⃪ӿ᫊ᷛԾἏ⒛.
ὢ؞ᨇ(1992). ἎᴲԾἏӪ . ᤊẦ: Ծጦᢚ.
ὢᵪࢆ؞৲⹊؞ே↮லႺ↿(2000).

6␖ԾἏӪ ԾᨆႺᤦ⪦. ⵊ՛ᶢᆞὢἏᷯ.

ὢⷲҫ(2004). ἎᴲᴲЊाѮᢚல՚ЊᐊᏽⳲ၊⺖ྖצӪᷞ՚. ῲ૮ⵇԾ૮ⵇẾᐃᢚⵇỲ४ጦ.
ᾓᷯᵎ(1981). Ϯ ⹆ҫᒮὦӪ4-6ᤦᴲேᶦᶢઓဓӪӮҲ. ᷞᤦ૮ⵇԾ૮ⵇẾᤋᢚⵇỲ४ጦ.
↮ḓ  (1996). Ⳳ၊⪦תᒃὢἎᴲⵇ᪣⃮ᘲல, ᢚ․ ᤊᐊ, ᴲЊाᏽⳲ၊⪦ᨆઓဓ
ᶾᏦ♆ં⺖Ӫ. ⵊ՛ԾẾ૮ⵇԾ૮ⵇẾᐃᢚⵇỲ४ጦ.
╊Ἦᵎ(2002). צᆪᶾ૮ⵊԾᢚ↶ጦἎ⸃ὢἎᴲᶦᶢⱊⷲဓᏽᢚӎဓᶾᏦ♆ંᷯⶓ. ேୃᷚ

생각 모으기 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 및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 109

૮ⵇԾԾἏ૮ⵇẾᤋᢚⵇỲ४ጦ.
⸻ᨊḓ․ἒᷯᨇ (2007). ⹂ ⱊ⹊ேὢ Ἆᴲ ᴲϾᶾ Ꮶ♆ં ᷯⶓ. ᶢᆞὢᏦംᶢᷞ՚. 6(2),
85-104.
⸻ẗ⽚(1988). ἎᴲᐊᶾᏦ♆ં⺖Ӫ၊ᤊᓦాϮ↮Ծᨆᐗᒃ. ὢ⹂ᷚ૮ⵇԾ૮ⵇẾᤋᢚⵇỲ४ጦ.
Applebee, A. N. (1987). The child's concept of story age two to seventeen. Chicago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efeldt, C. (1997). What's in a name? Let's to learn! Young children, July, 24-31

110 어린이미디어연구 제 7 권 1호

Abstract

The Effects of Brainstorming in Story Discussion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Self Concepts and Language Abilities
Jung, Jae-E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ffects of brainstorming in story discussion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self concepts and language abilities.
The subjects of this research were 40 young children who attended H kindergarten. The 20 children
of the experimental group were allowed to have brainstorming in story discussion activities and the
20 children of the comparative group had teacher-lead story time as ordinary. The process was composed
of preliminary study, pre-investigation, experimental treatments of 5 weeks, and post-investigation in
order. The measuring tool for children's self concepts were the Self-concept Assessment by Lee,
Hyun-kyung(2004) and the measuring tool for children's language abilities was the language ability
assessment of the K-WPPSI(Korean-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young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had brainstorming mad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self concept and such lower factors, physical, social, emotional,
cognitive self-concepts.
Second, the young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had brainstorming mad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children's self language abilities and such lower factors, common sense,
comprehension, vocabulary, commonness, sentence abilities.
In conclusion, it is found that brainstorming in story discussion activities has influence on children's
self concepts and language abilities. This suggests brainstorming can be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children's self concepts and language abilities.

ᵝᱽᨕ ,FZ8PSET 생각 모으기(Brainstorming)
자아개념(Self Concepts)
언어능력(Language Abilit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