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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현 아 ․노 외 경

본 연구는 ‘그림책을 이용한 웹(Web) 구성 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만 3세, 만4세의 유아 15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10주간 부모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본 프로그램이 유치원에서의 유아들의 언어생활, 읽기 흥미도 와 어휘발달 및 그림책을 읽어주는
어머니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림책 읽기에 관한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
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유아들의 언어 발달을 돕는 것은 물
론 그림책을 읽는 어머니와 유아에게 문학 작품의 본질에 충실하고 문학 작품의 특성에 대한 이
해를 심화시킴으로써 문학이 주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이 논문은 2003학년도 경성대학교 특별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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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산 대학 유아교육과 강사

84

幼兒敎育學論集 제7 권 제2 호, 2003.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언어의 사용’ 이라 할 수 있다. 언
어는 인간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생각과 감정을 소통하고, 우
리사회나 개인에게 중요한 이해, 태도, 가치 등을 습득한다. 현대사회와 같이 나날이
지식 및 정보가 증가하고, 이들의 교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사회에서는 언어의 역
할은 더욱 중시될 것이다. 유아가 언어를 어떻게 습득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행동주
의, 생득주의, 사회적 상호작용주의라는 세 가지 이론이 있다. 최근에는 이들 세 입장
중,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입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다.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언어습득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Vygotsky는 언어가 인지 발달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사회적인 소통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유아와 그 주변인 사
이의 상호 작용이 유아의 언어 획득 및 언어 발달에 있어서 기본적이며 근원적인 작용
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면 언어가 유아에게 입력되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상호
작용이 언어 획득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로는 유아의 지능이나 성별, 형제 수,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 가정의 의사소통 체계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특히 유아기에 가정에서 부모와 상호 작용하면서 언어를 습득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Snow, 1997) 유아를 양육하고 돌보는 부모, 그 중에서도 어머
니는 유아의 언어발달에 가장 핵심적인 존재라 할 것이다.
글과 그림이 조화를 이루어 내용을 전달하는 그림책 읽기 활동은 유아가 어머니를
통해 언어생활에 접할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을 제공하므로, 유아의 언어 습득에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 또한 그림책을 읽어주는 활동은 주변 세계에 대한 유아
의 일반적 지식을 확장시키고, 예술적 표상에 대한 심미감을 높여 줄뿐만 아니라, 유아
의 어휘발달, 언어 이해력 발달( 이차숙, 1992)에 효과가 있다. 부모와 함께 하는 그림책
읽기활동은 언어발달의 민감기에 있는 만3세, 4 세 유아들을 문자의 세계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독서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아기에 그림책 읽
기를 통해 체득한 즐거움은 일생을 통해 그들의 독서 취향과 독서 태도에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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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Russel(1991)은 유아들이 훌륭한 그림책을 통해 인간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풍부하게 경험하며, 다른 사람의 문제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통찰력을 기
르며, 공통적인 윤리적 가치를 알게 하여 올바른 인격의 기초를 닦도록 도와주며, 좋은
책에 대한 항구적인 흥미와 취향을 계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아들은 그림책을 읽음
으로써 깊은 감동을 느끼고, 문학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된다. 그러나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서 자유선택 활동시간에 책읽기를 선택하는 유아의 수는 쌓
기 놀이, 역할 놀이, 조형 활동들에 비해 매우 적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도 50% 이상의 아동들이 하루 평균 4분 이하의 독
서시간을 가지며 30% 는 2분 이하, 10% 는 전혀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30 분의 텔레비전 시청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으로, 텔레비전 시청과 운동 등이
책읽기활동 보다 훨씬 유아들에게 사랑 받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Mustachio, 1989). 또
한 모든 부모들이 가정에서 규칙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의 가치를 깨닫지는 못하
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림책 읽기 활동이 모든 가정의 공통적인 문화적 실제라고 보기
는 어려우며 이러한 그림책 읽기의 편차에 대한 문제의식은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그림
책을 제공하고, 독서 전략을 가르치며, 그림책 읽기를 자주 하도록 하는 기술과, 유아
에게 인지적으로 도전이 되는 상호작용을 하도록 하는 많은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낳게
하였다(Segel, 1994). 그림책 읽기에 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들은 먼저 유아가 그림책을
읽는 즐거움을 깨닫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바람직한 그림책 읽기의 모델을 제공
하고 있다. 또한 그림책 다루기를 강조하고, 질문의 기술을 가르치며, 언어의 숙달과
그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저소득계층 부모의 훈련에 초점을 둔다(Edwards, 1994; Valde

z-Menchaca & Whitehurst, 1992).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에게 새로운 언어적 상호작용의 모델, 책과 함께 하는 기회, 그
리고 의미 깊게 유아와 책을 공유할 수 있는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
성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와 그의 자녀들은 약간의 그림책과 안내가 제
공된다면 그림책 읽기를 즐거운 활동으로 여길 것이고, 유아의 언어발달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그림책 읽기에 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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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녹음이나 비디오 녹화에 의존하여 어머니와 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
고 있으며 유아의 언어발달을 도울 수 있는 어머니의 바람직한 언어행동에 중점을 두
었다. 그러나 그림책을 읽는 어머니와 유아들로 하여금 문학작품의 본질적 특성에 대
한 기본적인 이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문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이라는 구체적인 활동을 통한 부모교육 프
로그램을 구성하여 이를｢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라 명명하
였다. 웹이란 사물이나 개념들 그리고 이것들을 인간이 인식하는 관계로 나타내는 복
잡한 정신 작업이 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에는 교사와 유아들이 아이디어를 구조화하
고 학습을 돕기 위해 만들어내는 정보의 범주와 그것들의 관계에 대한 시각적 표현이
다. 웹 구성활동이란 웹을 구성하는 과정 또는 도식화한 표상의 과정이거나 그러한 아
이디어나 정보의 범주간의 관계들을 조직하는 과정으로 풍부한 반응과 통찰의 촉매제
라고 할 수 있는 유아들의 참여와 상호 작용을 증진시킨다. 유아들은 어떤 주제에 대
해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믿고, 아는 것을 듣고 봄으로써 자신의 지식을 첨가할 수 있
고, 이야기들의 다양한 의미들을 느낄 수 있고, 다양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현섭 외, 2001).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은 유아들이 문
학에 대해 풍부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문학적 요소의 인식과 이해는
어머니와 유아들로 하여금 이야기에 대한 사고와 학습을 증진시키고 그림책에 더욱 매
료되게 하며, 더 즐겁게,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유아들의 유치원에서
의 언어생활과 읽기 흥미도 및 어휘발달, 그림책을 읽어주는 어머니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그림책 읽기에 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
하여 유아들의 언어발달을 돕고자하며, 그림책을 읽는 어머니와 유아에게 문학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상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유아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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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지 않은 어머니의 유아간에 언어발달에 차이가 있는가?

(1)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유아와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의 유아간에 유치원에서의 언어생활에 차이가 있는가?

(2)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유아와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의 유아간에 읽기 흥미도에 차이가 있는가?

(3)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유아와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의 유아간에 어휘력에 차이가 있는가?

2)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그림책을 읽어주는 어머니
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 한 P유치원의 만 3 세, 4세 유아 30명과 그들의 어
머니 30명이다. 연구대상 선정의 절차는 먼저 부모교육에 관한 안내와 부모용 질문지
를 만 3세, 4세 유아 70명의 가정으로 보낸 후, 부모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40 명의 어
머니의 자녀를 대상으로 국외자를 제외한 30 명의 어머니의 자녀 중 가정환경( 학력, 소
득, 성별)과 문해 환경이 비슷한 두 집단을 임의로 15명씩 나누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으로 구성하였다.
선정된 연구대상 유아들의 그림책 읽기에 관한 가정환경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두
집단 모두 책 보유 권수가 75권 이상이었고, 유아가 원할 때 주 2～3회 이상 책을 읽
어주며, 어머니들은 대체로 자녀와의 그림책읽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두 집단의 가정환
경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 표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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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실험집단

항 목
부 학력
모 학력
소득
(만원)
유아의 성별

비교집단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고등학교졸

7

46.7

6

40.0

대학교졸

8

53.3

9

60.0

고등학교졸

8

53.3

8

53.3

대학교졸

7

46.7

7

46.7

100～200미만

5

33.3

6

40.0

200～300미만

8

53.3

5

33.3

300 이상

2

13.3

4

26.7

남

7

46.7

7

46.7

여

8

53.3

8

53.3

2. 연구도구
1) 유아의 언어생활관찰도구
유아의 언어생활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김은영(2001) 이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의 5개 영역(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의 세
부항목의 행동발달 중 언어생활의 15개 항목을 단계적으로 제시한 기술평정척도를 사
용하였다.

2) 유아의 읽기 흥미검사도구
유아의 읽기 흥미를 검사하기 위해 Askov가 고안한 Primary pupil Reading Attitude

Inventory(PPRAI) 를 임원신(1994)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3) 유아의 어휘력 검사도구
유아의 어휘력 검사를 위해 Dunn & Dunn(1981)이 개발한 Peabody Vocabulary Test

Revised(L/M)의 문항을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작된 김영태 등(1995)의 그림
어휘력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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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연구의 절차는 2002년 9월 7 일부터 2002년 12월 21일까지의 예비연구를 거쳐, 본 연
구인 사전검사ㆍ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의 부모교육 실험처치ㆍ사후검사를 실시
최종적으로 자료처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1) 예비연구
연구대상이 아닌 G 유치원의 만 3세, 4세 어머니 5명과 그들의 자녀 5명으로 2002년

9월 7일부터 2002 년 9월 16일 까지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활동을 설명하였
고 이해하기 난해한 부분인 “ 내가 만약 작가라면” 의 Web구성활동프로그램은 삭제하고,
사전식 Web 구성활동으로 대체 하였다. 유아들의 언어생활, 읽기 흥미 및 어휘력 검사
도구의 적절성 및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연구에 참여한 G 유치원의 어머니의
자녀 5명을 대상으로 2002 년 9월 10일부터 2002년 9월 16 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하였다.
읽기 흥미와 어휘력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7분이 되었고, 언어생활의 관찰자 간 변인
과 관찰시의 오류 발생은 관찰자간의 교육이 필요로 함을 알 수 있었으므로 유아의 행
동관찰에 있어 관찰자 변인의 차이와 관찰시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3명의 담임교
사들에게 관찰자 훈련을 1 주간 실시하였으며 한 유아를 대상으로 동시에 평가해보며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여 교사 변인을 최소한으로 하였다.

2) 본 연구
본 연구의 사전검사는 2002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유아 1명씩 면접하는 방식
으로 그림 어휘력검사, 읽기 흥미도 검사, 언어생활 관찰을 실시하였다.
실험처치는 이경우 외 4인(1997)의 ‘유아에게 적절한 그림책’ 과 마쯔이 다다시(1990)
에 의해 제시된 기준과, 김세희․현은자(1995) 의｢어린이세계와 그림이야기책｣추천도서
와, Caldecott Medal 수상도서 중 번역된 도서를 참고로 선정된 30권의 그림책을 유치
원 교실의 도서영역에 그림책을 비치하여 실험 및 비교집단의 모든 유아들이 주 3회 3
권 이상의 책을 자유롭게 빌려 보았는지 기록하였다. 실험집단 유아들의 어머니들에게
는 2002년 10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10회에 걸
쳐 유치원교실에서 ｢그림책을 이용한 Web 구성활동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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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육을 실시하였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 표 2>와 같다. 비교집단
유아들의 어머니들에게는 전화로 개별적으로 통화를 하고 각 가정에서 자녀에게 그림
책을 읽어주도록 안내하였다
<표 2>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일정 및 내용
회수

날 짜

대 상

교육 내용

제1회

10월12일(토)

어머니

그림책의 정의, 가치, 특성

제2회

10월19일(토)

어머니

그림책의 선정, 올바르게 읽어주는 방법

제3회

10월26일(토)

어머니

Web 구성 활동과 Web 구성해보기 workshop
(제목에 관한 Web 구성)

제4회

11월 2일(토)

어머니

그림책 속의 어휘에 관한 Web 구성하기
(유아들이 모르는 어휘를 중심으로)

제5회

11월 9일(토)

어머니

그림책 속의 어휘로 사전식 Web 구성하기

제6회

11월16일(토)

어머니

문학적 요소를 고려한 Web 구성하기 주제, 등장
인물, 배경, 구성, 언어표현력 (우당탕탕 할머니,
귀가 커졌어요, 작은집 이야기)

제7회

11월23일(토)

어머니

등장인물에 관한 Web 구성하기
(고릴라, 곰,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

제8회

11월30일(토)

어머니

이벤트 순서에 따라 Web 구성하기
(곰 아저씨한테 물어보렴, 내 귀는 짝짝이, 세상
에서 제일 힘센 수탉)

제9회

12월 7일(토)

어머니

그림책 속의 그림에 관한 Web 구성하기
(선, 공간, 모양, 색, 질감, 구도와 원근법)

제10회

12월14일(토)

어머니

그 동안의 부모 교육에서 부모자신과 유아들의
변화된 모습 이야기하며 평가 해보기

3) 사후검사
본 연구의 사후검사는 2002년 12월 16일부터 2002년 12 월 21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유아에게 언어생활 관찰과 읽기 흥미도 검사 및 어휘력검사를
실시하였다. 실시방법은 사전검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도구로 동일한 교사가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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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사전검사
를 공변량으로 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검
사 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통계패키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8.0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어머니의 태도 변화는 부모교육 시간에 녹화
한 비디오 테잎과 가정에서 유아들과 함께 한 웹 구성활동 포토폴리오 및 어머니 개별
면담자료와 독서 일기장을 토대로 유아문학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연구 문제에 따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
에 참여한 어머니의 유아와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의 유아간에 언어발달에 차이가 있는가?
1)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유
아와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의 유아간에 유치원에서의 언어생활에 차이가
있는가?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유아와 참여
하지 않은 어머니의 유아간의 유치원에서의 언어 생활의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인 언
어생활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언어생활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실험 (N=15)

비교 (N=15)

집단
영역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언어생활

41.13 ( 6.35)

50.33 ( 5.77)

40.40 ( 6.59)

45.40 (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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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에 의하면 언어생활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비교결과에서 집단 간의 사전
점수는 실험집단은 41.13이고 비교집단은 40.40으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실험집
단의 사후검사는 50.33으로 9.12정도 향상되었고, 비교집단의 사후검사는 45.40으로

5.00 정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향상정도가 매우 높았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언어생활에 대한 실험처치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언
어생활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 표 4> 와 같다.
<표 4> 언어생활에 대한 공분산 분석
분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값

집단

조정된 평균
(LSMEAN)

집단

139.194

1

139.194

16.385***

실험

50.024

오차

229.370

27

8.495

비교

45.709

*** p<.001

<표 4> 에 의하면 언어생활의 공분산 분석 결과에서 유의수준 α=0.05에서 집단 간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전검사의 영향을 배제한 사후검사의 집단
별 평균이 실험집단은 50.024이고, 비교집단은 45.709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사후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그림
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유아들의 언어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효
과가 있음을 입증한다.

2)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유
아와참여하지 않은 어머니의 유아간에 읽기 흥미도에 차이가 있는가?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유아와 참여
하지 않은 어머니의 유아간에 읽기 흥미도에 대한 분석결과인 읽기 흥미도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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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읽기 흥미도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실험 (N=15)

집단
영역
흥미도

비교 (N=15)

사전

사후

사전

사후

7.13 (1.36)

10.13 (1.55)

7.53 (2.07)

9.33 (1.54)

<표 5> 에 의하면 읽기 흥미도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비교결과에서 집단 간의 사
전점수는 실험집단은 7.13이고 비교집단은 7.53으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실험집
단의 사후검사는 10.13 으로 3.00정도 향상되었고, 비교집단의 사후검사는 9.33으로 2.20
정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향상 정도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읽기 흥미도에 대한 실험처치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 표 6> 과 같다.
<표 6> 읽기 흥미도에 대한 공분산 분석
분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값

집단

조정된 평균
(LSMEAN)

집단

6.942

1

6.942

3.615

실험

10.218

오차

51.847

27

1.920

비교

9.249

<표 6> 에 의하면 읽기 흥미도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에서 유의수준 α = 0.05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으며, 사전검사의 영향을 배제한 사후검사의
집단별 평균이 실험집단은 10.218 이고, 비교집단은 9.249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이 사후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
모교육 프로그램｣이 유아들의 읽기 흥미도를 향상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
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3)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유아
와 참여하지 않은 어머니의 유아간에 어휘력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유아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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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어머니의 유아간의 어휘력에 대한 분석결과인 어휘력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 표 7> 과 같다.
<표 7> 어휘력의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실험 (N=15)

집단
영역
어휘력

비교 (N=15)

사전

사후

사전

사후

55.87 (12.64)

75.13 (16.82)

56.07 (11.07)

65.80 ( 9.21)

<표 7> 에 의하면 어휘력 사전․사후검사에 대한 비교결과에서 집단 간의 사전점수
는 실험집단은 55.87이고 비교집단은 56.07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실험집단의
사후검사는 75.13으로 19.26정도 향상되었고, 비교집단의 사후검사는 65.80으로 9.73정
도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집단이 비교집단보다 향상 정도가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휘력에 대한 실험처치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어휘력에 대한 공분산 분석
분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합

F값

집단

조정된 평균
(LSMEAN)

집단

681.291

1

681.291

14.422***

실험

75.232

오차

1275.458

27

47.239

비교

65.701

*** p<.001

<표 8> 에 의하면 어휘력에 대한 공분산 분석 결과에서 유의수준 α=0.05에서 집단
간의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검사의 영향을 배제한 사후검
사의 집단별 평균이 실험집단은 75.232이고, 비교집단은 65.701로 나타났다. 즉, 실험집
단이 비교집단보다 사후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와 같은 결
과는｢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유아들의 어휘력을 향상시키
는데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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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
은 그림책을 읽어주는 어머
니의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그림책 읽
기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부모교육 시간에 녹화한 비디오 테잎과 가정에서 유아들과
함께 한 웹 구성활동 포토폴리오 및 어머니 개별 면담자료와 독서 일기장을 토대로

Russel(1991)이 분류한 유아문학의 특성에 따라 기술하였다.

1) 그림책의 문학성
그림책의 문학적인 특성은 주제, 구성, 등장인물, 문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제란,
이야기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생각으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구
성이란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기술로 작가의 생각을 전달하는 방법을 말하고, 등장인
물이란 유아의 감정을 잘 나타내며, 어린 독자가 쉽게 동일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
물을 말한다. 문체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나타낼 때의 표현방법을 말한다

(Russel,1991).
그림책의 문학성을 고려한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어
머니들에게 그림책의 문학적 구성요소를 인식시킴으로써 문학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녀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일을 즐겁고 보람찬 일로 느
낄 수 있도록 하였다.

(사 례)
K 의 어머니는 ‘ 조지 아저씨네 정원’을 읽고 나서 K 와 함께 그림책에 나오는 등장인
물 비교 Web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유치원에서 받은 활동지에 기록하고 나니 웬지 K
에게 아저씨의 그림을 그려주면 주인공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인물
화를 그려보았다고 한다. K 는 엄마에게 “엄마, 정말 아저씨들이 너무 멋져요. 내일 유
치원에 가지고 가서 친구들에게 자랑해도 되죠?”라며 기뻐하는 모습에 어머니 자신도
무척 기뻤다고 한다.

(11월 30일 부모교육시간에) (부록7) ( 포토폴리오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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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책의 예술성
그림책에 있어서 그림의 의미는 참으로 대단하지만 부모교육에 참석한 모든 어머니
는 그림을 보지 않고 글만을 읽어 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그림책의 예술적 요소에 대
하여 러셀(1991)은 종이 위에 그려지는 다른 것과의 경계를 지어주는 선, 공간, 모양,
색, 현실감을 전달할 수 있는 질감과 구도와 원근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그림책
을 이용한 웹 구성 활동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어머니들에게 그림을 해석할 수 있는 지
식을 심어주고 그림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그림책을 읽어주
던 방법과는 다르게 그림에 대한 의미와 느낌을 나누면서 웹 구성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 사례)
“곰 사냥을 떠나자” 에서는 가족들이 장애물을 만나면 흑백으로 화면이 나타나고 장
애물을 넘어서면 컬러로 된 장면이 나타난다는 그림의 색에 대하여 J 의 어머니는 아이
와 몇 번을 그 책을 읽었지만 전혀 느끼지 못하던 부분이었다고 발표하면서 이때까지
아이와 함께한 그림책 읽기는 늘 글자만 읽어주었던 활동이었다고 말하면서 그림책을
활용한 Web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한 유치원에 감사한다고 말하였다.

(12월14일 평가시간에)

3) 그림책의 교육성
유아문학은 미성숙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성장
하는 과정에 있는 유아를 위한 그림책이라면 당연히 유아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
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유아를 위한 문학작품의 교육성이란 문학의
본질에 충실하고, 유아의 발달특성에 적절하며, 교훈을 직접적으로 가르치거나 지식과
정보를 주입하는 것이 아닌 감동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김소양 외, 2001).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들은 “친구를 놀
리는 일은 나쁜 일이야!”, “ 동생을 괴롭히면 나쁜 아이야!” 라고 온종일 타이르는 충고
의 말보다 그림책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고 상황에 맞는 이야기가 담긴 그림
책을 선택하여 자녀들에게 읽어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었으며 그림책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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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부수적인 효과로 어머니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자녀에게 그림
책을 읽어주는 방법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바쁠 때 자녀들이
그림책을 읽어 달라고 하면 짜증을 내거나 대충 읽어주기도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난날을 반성하고 앞으로 열심히 그림책을 읽어주는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나눌 수가 있는 계기
가 되었다고 하였다.

( 사례 )
동생이 태어난 뒤 늘 엄마 말을 듣지 않고 한 마디씩 타일러도 “엄마는 동생만 예뻐
해” 라고 불평하는 H 와 “피터의 의자”를 함께 읽었더니 “ 엄마, 내 동생 너무 예뻐요”라
는 H 의 말에서 어머니는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12월17일 학부모 면담자료에서)

Ⅳ.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유아들의 언어발달
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어머니의 태도변화를 알아보는데 목
적이 있으며, 나아가 그림책 읽기에 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
함으로써 유아들의 언어발달을 돕고, 그림책을 읽는 어머니와 유아에게 문학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유아들의 언어발달에 있
어 유치원에서의 언어생활, 어휘력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읽기 흥미도
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각 하위 연구문제별로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프로그램｣은 유아들의 언어생활에 긍정적인

98

幼兒敎育學論集 제7 권 제2 호, 2003.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Durkin(1982)연구와 Taylor(1983) 의 연구들에서처
럼 일상 생활에서 비 형식적인 방법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발달 환경
에 비해, 어머니와의 그림책 읽기 활동은, 유아들에게 있어서 언어 경험을 위한 최초이
며 근원적인 테두리인 가정 내에서, 의도되어진 언어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역
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유아들의 언어 발달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과 그림책 읽
기 활동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유아에게 그림책을 읽어 주는
것이 유아의 어휘 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김민정(1995)의 연구, Dickinson & Smith(1994)
의 연구 및 김영애(1998) 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많은 연구들은 단지 그
림책만을 읽어주어도 유아들의 어휘력은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림책
을 읽고 유아와 어머니, 온 가족이 함께 그림책에 나타나는 새로운 어휘의 웹 구성활
동, 그 어휘로 만든 사전식의 웹 구성활동, 등장 인물에 대한 어휘 웹 구성활동, 반복
되는 어휘에 대한 웹 구성활동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웹 구성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
다. 그럼으로써 유아들은 그림책 속에 나타나는 많은 어휘를 더 잘 알 수 있었으며, 실
제로 실험집단 유아들의 담임 교사들은 유아들의 관찰 일지에서 유아들이 아주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고 관찰 기록하고 있었다.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읽기 흥미도에 있어
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Lartz 와

Mason(1988), 김영실과 현은자(1992), 문진(1995) 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이러
한 결과의 원인은 유아들의 읽기 흥미도 검사 시 유아들의 기질상 일관적인 흥미도 검
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유아들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읽기 활동 그림을 선택하는 경
우가 발생하여 유아들의 흥미도를 정확히 측정하거나 기록하기 어려웠던 탓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읽기 흥미도를 근접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
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비교집단의 유아들에게도 규칙적으로 그림책을 대여하여
부모님들이 그림책을 읽어 줌으로써 두 집단 모두 그 이전보다 읽기 흥미가 증가된 때
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도 있다. 아울러 인간의 흥미는 10주 가량의 단기간에 변화하는
것이 아닌 탓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험집단의 읽기 흥미도의 상승폭이 다소
높게 기록되는 것을 볼 때 장기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
측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머니의 유아들의 담임교사들은 유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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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도서영역에 가는 횟수가 이전보다 더 잦아졌다고 유아관찰일지에
기록하고 있었다. 즉,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유아들에게
책이란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고 읽기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둘째,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의무적이면서, 막연하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어머니의 태도를 그림책을 유아문학의 한 장르로써 인식하여 문학
이 가지는 문학성, 예술성, 교육성의 가치를 느끼면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태도로 변화
하는 데 영향을 미쳤으며, 더불어 문학에 관한 웹 구성활동을 펼쳐감으로써 유아들과
문학을 공유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그림책이 지니는 문학적
구성요소인 이야기의 주제, 등장인물, 배경, 구성, 문체 등을 웹 구성활동을 통해 알아
봄으로써 이야기의 이해가 더 빨리 전달되어 그림책을 읽는 어머니와 유아 모두가 기
쁨을 가지고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하게 되었다. 더불어 그림책에 나타난 그림의 선, 공
간, 모양, 색, 질감, 구도와 원근법의 의미를 해석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글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설명하는 그림의 의미를 유아들과 함께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유아들과 함께 한 웹 구성활동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의미 있는 그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그림책을 읽는 즐거움을 증가시키게 되었다. 뿐만 아니
라 어머니들은 유아들에게 “그렇게 늦게 일어나면 유치원에 지각이야”, “ 장난감은 친구
와 함께 가지고 노는 거야!” 라고 짜증 섞인 잔소리에 다름없는 말로써 윽박지르던 습
관에서 벗어나, 그림책이 지니는 교육적 가치를 인식하여 상황에 맞는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을 선택하여 읽어주면서 유아들의 행동을 고쳐나가는 지혜를 알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부수적인 효과로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어머니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그림책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10주간의 기간이었지만 거의 매일 어머니가
그림책을 읽어주고, 함께 웹 구성활동을 하면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자녀들과 보낼 수
있어 정서적으로 보다 유대감을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어머니 자신의 변
화로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어머니 자신이
그림책을 읽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열정적인 독자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서점
이나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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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그림책을 이용한 웹 구성활동 부모교육프로그램｣으로 가정에서 유
아와 어머니와의 웹 구성활동을 연구하였는데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와 교사가 함께 하
는 활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들의 언어발달의 여러 영역들 중에서 유아들의 언어 생활 관찰,
읽기 흥미도, 어휘력이라는 제한된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므로 후속연구에서
는 언어발달의 보다 다양한 측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겠다.
셋째, 본 연구는 실험처치의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여 그림책을 읽어주는 어머니들의
태도변화에 대한 질적인 연구가 미흡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앞으로는 좀 더 충분한 시간
을 두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는 지속적인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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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arent Education Program for Web Formation Activity Using
Picture Books on Young Children's Speech Development and
Changes in their Mothers' Attitudes about Reading
Picture Books for the Young Children

Seo, Hyun Ah․Roh, Owei Kyung

Reading picture books with the help of parents guides young children fully aged 3 or
4, or the period of language development, into the world of characters and contributes to
the young children‘s enjoying reading throughout life. It would be very useful to young
children in their earliest life that they are guided to experience important books during
that period and their mothers are helped to recognize their roles in the guid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effects of parent education for web formation
activity using picture books on young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and changes in
their mothers’ attitudes about reading books for the young children and thereon provide
basic information necessary for a program for the education which helps the development
of the language and makes young children and their mothers feel delight and impression
provided by literatur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0 young children 3 or 4 in full age and their 30
mothers. Data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and analyzed using multi-variate analysis and
SAS V8.01.
In addition to these quantitative analyses, a qualit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to
describe changes in the mothers‘ attitudes about reading picture books for their young
childre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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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web-formation using picture books｣was
positively effective in pre-school children‘s language and vocabulary development. But
the program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children‘s interest in reading.
Second, mothers who had so far read picture books for their children just with the
sense of duty or vagueness were influenced by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based on
web-formation using picture books ｣, and changed to treat picture books from the view
of children‘s literature and read them as they felt literary, artistic and educational values of
the genre. The program also made it possible for mothers to share literature with children
through web-formation activities.
Further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responded that their children came to
like picture books more. They also said that they became more united with their children
emotionally by reading picture books and doing web-formation activities together for a
certain time everyday over a 10-week period.
As far as mothers are concerned, they came to better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reading picture books for their children. They became more interested and more ardent in
the reading by themselves. They responded that they came to visit bookstores or libraries
more than bef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