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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활용 대화식 저널쓰기와 이야기나누기가 유아의
문자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1)

박영태*․변수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동화활용 대화식 저널쓰기와 이야기나누기가 유아의 문자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화식 저널쓰기 실험집단에 유아 23명과 이야기나누기 실험집단에 유
아 23명을 배정하여 총 10차시에 걸쳐 동화활용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과 동화활용 이야기나누기 활동
을 각각 실시하였다. 이지연(1999)이 개발한 만5세용 문자언어표현력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사전, 사후
검사 점수의 변화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문자언어표현력의 하위요소 중 의식중심 문
장에서는 대화식 저널쓰기가 이야기나누기보다 더 효과적이나 행동중심 문장과 비논리성 문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화식 저널쓰기는 유아의 문자언어표현력 향상에 효
과있는 언어교수법이 될 수 있으나 이야기나누기와 함께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면 유치원 현장에서 더욱
더 효과적인 언어교수법으로서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대화식 저널쓰기, 이야기나누기, 문자언어표현력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발달의 여러 측면 중 언어발달은 유아기 동안 급속히 이루어진다. 유아의 언어능력은 사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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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력 후의 학업 성취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입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언어발달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유아기에 언어능력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임영원, 2005).
언어능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하지만 유치원 시기의 유아는 대체로 자기중심적인 경향이 많
아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을 표현하기 때문에 유아 상호간에 충
분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기 어렵다(정혜영, 2007).
유아의 언어표현력은 구어적 언어표현력과 문자언어표현력 등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아의 언어능력은 보편적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로 제시된다. 이중에서 말하기와 쓰기는
유아의 언어표현방법에 속한다. 말하기는 구어적 언어표현이라고 한다면 쓰기는 문자적 언어표
현이다. 쓰기는 말하기에 비해 보다 나중에 발달하는 능력이고, 문자가 이후 학습과 깊이 관련되
어 있으므로 문자언어표현력의 발달은 유아의 또 다른 언어발달로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때 문자언어표현력은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는 표현활동 언어능력이다(이차숙, 1992).
문자언어표현력은 2012년 5세 누리과정 이후 5세 유아에게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기본능력으
로 부각되고 있다. 누리과정의 의사소통영역에서 보면 ‘쓰기’의 세부내용에서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 등 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나 글자로 표현한다’ 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07년 개정 유
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 영역에서 제시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긁적거
리기를 즐긴다’는 표현보다 ‘쓰기’ 활동에 대해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최근 현
실적으로 빠른 속도의 사회 발전과 가정의 문화 수준 향상, 방송 매체의 영향, 풍부한 문자 자극
(환경), 어린이의 지적 성숙, 부모들의 강렬한 요구 등으로 유아들의 대부분이 문자를 해독하는데
저항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유아의 흥미나 욕구, 인지적 수준을 고려치 않은 성인 중심의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거나 발달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방법으로의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조정숙, 1997).
유아의 언어는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창조적 사고의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 유아의 언어교육은 삶의 교육이 되어야 하고 언어 그 자체보다는 언어가 작용하는 사회
적인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해경, 2008). 즉 유아 언어교육은 유아에게 의미 있고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언어교육은 사고과정을 반영하는 방법보다는 문자를 익히는 방법에 중점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아는 동화를 읽는 경험을 통해 문어에 대한 지식을 내면화하고 문자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 획득을 할 수 있다(현은자, 김영실, 1992; Heath, 1983)는 관점에
따라 언어교육은 동화와 연계하여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동화와 관련된 언어교육에 관한
연구를 보면 말하기와 쓰기의 향상을 위해 동화를 읽고, 이해하는 활동을 하거나(김은숙,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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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자, 2000, 임영심, 1996; 장은희, 1993; 조성라, 1998), 동화활용 책만들기 활동(김상분, 2006;
김정숙, 2004; 김향순, 2010; 하현선, 2008) 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존의 연구에서는 동
화를 활용한 총체적 언어 접근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총체적 언어교수법 중 문자언어중
심의 교수법이라 할 수 있는 작가적 전략 중 저널쓰기와 음성언어 중심의 교수법이라 할 수 있는
이해력 전략 중 이야기하기가 대비되는 방법으로서 교육적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는 연구가 찾아
보기 어렵다. 여기서 저널쓰기는 개인의 삶을 글로 기록하는 것으로 쓰기의 수집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Fulwiler, 1987). 또한 Russo(1987)는 저널쓰기의 유형 중에서 대화식 저널쓰기가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학습자 수준에 맞는 쓰기 활동이어서 수준이 낮은 학생
들조차도 쓰기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음성언어 중심의 교수법이라 할 수 있는 이해력 전략 중 이야기하기는 흔히 유아교육기
관 현장에서 이야기나누기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이야기나누기는 유아가 서로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상대방의 생각을 알게 되고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박향숙, 2004), 이야기나누기에서 중요시하는 의사소통능력은 언어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매
체와 방법을 통하여 사고, 느낌, 아이디어 등을 전달하는 행위로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를 시작하
고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이다(나옥선,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자언어표현력 향상을 위한 언어교수법으로서 대화식 저널쓰기
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동화활용 대화식 저널쓰기와 이야기나누기가 문자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1) 동화를 활용한 대화식 저널쓰기와 이야기나누기가 유아의 문자 언어표현력 중 행동중심 문장
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는 어떠한가?
2) 동화를 활용한 대화식 저널쓰기와 이야기나누기가 유아의 문자 언어표현력 중 의식중심 문장
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는 어떠한가?
3) 동화를 활용한 대화식 저널쓰기와 이야기나누기가 유아의 문자 언어표현력 중 비논리성 문장
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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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H유치원에 재원중인 만5세 2학급 46명(남아 17명, 여아 29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한 학급 23명(남아 8명, 여아 15명)은 동화활용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 집단에 배정하였고, 다른 학급 23명(남아 9명, 여아 14명)은 동화활용 이야기나누기 활동 집
단에 배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성과 평균월령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성과 평균월령
집단

전체

남

여

평균월령

대화식 저널쓰기

23(100%)

8(35%)

15(65%)

70.08

이야기나누기

23(100%)

9(39%)

14(61%)

70.56

계

46(100%)

17(37%)

29(63%)

70.32

2. 실험도구
1) 실험용 동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화는 2012년 2월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행한 5세 누리과정 교사용지도
서에서 김기현(2004), 손은주(2011)가 사용한 동화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최종 10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동화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2> 선정된 동화목록
실험차시

동화명

저자/그림

1

은혜갚은 호랑이

전래동화/김미란

2

위층, 아래층

경희유치원

3

반쪽이

전래동화/곽미금

4

나를 지켜요

이혜옥/황미진

5

해치와 괴물 4형제

김경희/이은주

6

양털외투가 최고야

최희수/노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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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뚝딱뚝딱 만능박사님

박춘금

8

주룩주룩나라의 걱정

김양현

9

도깨비와 컴퓨터

노운서

10

쪼꼼나라의 게으른 공주

김혜선/김보미

2)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
대화식 저널쓰기의 구체적 방법은 [그림 1]과 같다.

1. 동화 들려주기

· 대집단 형태로 유아들이 모인 상태에서 간단한 손유희, 노래로 주의
집중을 하게 한다.
· 동화 속 한 장면, 제목을 보여주고 동화 내용을 예측하게 하고 자유
롭게 이야기 나눈다.
· 5세 누리 과정 지도서에 수록된 동화 중 선정된 동화 한편을 들려준
다.

2. 대화식 저널쓰기
주제 정하기

· 대화식 저널쓰기 주제에 관해 유아의 관심, 흥미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선정을 한다.

3. 모둠별 대화식
저널쓰기

· 유아는 각자 준비된 워크북에 앞서 선정된 동화 관련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느낌, 생각, 경험 등을 글쓰기를 한다.
·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유아는 그림과 함께 쓰도록 한다.
· 교사는 너무 명시적인 피드백은 지양한다.
· 유아들은 서로의 워크북을 돌려가며 읽고 답글과 그림을 쓰고 그리
면서 친구의 느낌, 생각, 경험을 공유한다.

4. 교사의 피드백
제공하기

· 유아들간의 대화식 저널쓰기가 모두 마친 후에 교사는 말이나 글로
써 대화식 저널쓰기 주제에 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5. 대화식 저널쓰기
워크북 읽기

· 대화식 저널쓰기를 한 워크북은 유치원 교실 내 도서 영역에 배치하
여 활동 후에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다.
[그림 1]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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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활용 대화식 저널쓰기의 수업의 예시는 <표 3>과 같다.

<표 3> 동화활용 대화식 저널쓰기 수업의 예시
차시

2차시

동화명

위층, 아래층

대상

온유반 23명

집단형태

대집단, 소집단

목표

·동화를 즐겨 듣는다.
·이웃에 사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이웃 간에는 서로 지켜야 할 예절이 있음을 안다.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다.
·친구들과 함께 정해진 주제로 대화식 저널쓰기를 할 수 있다.

동화들려주기

유아는 간단한 손유희를 하면서 차례대로 카페트 자리로 전체 모인다.
유아들이 모두 모이면 ‘정다운 이웃’ 노래를 부른다.
들려줄 동화제목과 첫장면을 소개한다.
-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 할머니 표정이 어떠니?
- 할머니가 왜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니?
동화를 들려준다.

대화식 저널쓰기
주제정하기

‘위층, 아래층’ 동화 내용과 관련된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중심으로 의
견을 교환하면서 대화식 저널쓰기 주제를 정한다.
- 여러 가지 쓰기 주제 중에서 오늘은 온유반 친구들이 준희가 되어서
아래층 할머니께 사과의 편지를 써보도록 하자.

모둠별
대화식 저널쓰기

‘윗층, 아래층’ 동화 속 주인공인 ‘준희가 되어 아래층 할머니께 사과의
편지 쓰기’ 주제로 모둠별 대화식 저널쓰기를 한다.
- 할머니의 속상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사과 편지를 적어보자
- 친구들이 사과의 편지를 어떻게 썼는지 읽어 보고 내 생각과 느낌을
적어주도록 하자.

교사의
피드백 제공하기

유아들이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대화식 저널쓰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
한다. 유아들의 대화식 저널쓰기가 모두 마무리되면 교사는 말이나 글
로써 유아의 글에 피드백을 할 수 있다.

대화식 저널쓰기
워크북 읽기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이 마친 후 유아 개인 워크북은 도서영역의 지정
된 장소에 비치하여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자유롭게 읽어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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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야기나누기 활동
이야기나누기의 구체적인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1. 동화 들려주기

· 대집단 형태로 유아들이 모인 상태에서 간단한 손유희, 노래로 주의
집중을 하게 한다.
· 동화 속 한 장면, 제목을 보여주고 동화 내용을 예측하게 하고 자유롭
게 이야기 나눈다.
· 5세 누리 과정 지도서에 수록된 동화 중 선정된 동화 한편을 들려준다.

· 동화 내용 구조이해에 관한 즉 주인공, 등장인물, 공간적 배경, 주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2. 동화내용에 관한
유아간, 유아 교사간
이야기 나누기

· 동화 내용 추론이해에 관한 즉 동화 속 인물의 감정,
행동에 대한 자신의 느낌, 생각 등을 이야기 나눈다.

· 유아와 교사는 동화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다른 사람의 경험 이야기도 경청한다.

3. 동화 속 문제상황의 · · 동화 속 문제상황에 대해 유아와 교사는 서로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
해결방안과 실천에 대해
기 나누고 현재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
이야기 나누기
기 나눈다.

[그림 2] 이야기나누기 활동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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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활용 이야기나누기의 수업의 예시는 <표 4>와 같다.

<표 4> 동화활용 이야기나누기 수업의 예시
차시

2차시

동화명

위층, 아래층

대상

열매반 23명

집단형태

대집단

목표

동화들려주기

·동화를 즐겨 듣는다.
·이웃에 사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이웃 간에는 서로 지켜야 할 예절이 있음을 안다.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는 태도를 가진다.
·친구들과 함께 동화의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나누기를
한다.
유아는 간단한 손유희를 하면서 차례대로 카페트 자리로 전체 모
인다.
유아들이 모두 모이면 ‘정다운 이웃’ 노래를 부른다.
들려줄 동화제목과 첫장면을 소개한다.
-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 할머니 표정이 어떠니?
- 할머니가 왜 이런 표정을 지었을까?
- 어떤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니?
동화를 들려준다.
동화를 듣고 난 후, 동화 내용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동화에 누가 나왔니?
- 아래층 할머니가 왜 화를 내었니?
- 할머니가 조용히 해달라고 했을 때 준희와 서희는 어떻게 하였
니?
- 위층에서 떠들 때 준희와 엄마는 어떻게 하였니?

동화내용에 관한 유아간,
유아교사간 이야기나누기

- 아래층 할머니는 위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뛸 때 어떤 기분이셨
을까?
- 만약 너희들이 준희라면 할머니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시끄러운 윗집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유아와 교사는 서로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이웃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화를 낸 경험이 있니?
- 아래층, 위층 이웃들은 어떤 분들이 계시지?

동화속 문제상황의
해결방안과 실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이웃 간에는 서로 지켜야 할 예절이 무엇일까?
-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는 태도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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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1) 문자언어표현 검사
본 연구의 문자언어표현력 검사에 쓰인 그림 자료는 이지연(1999)이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수정, 개발한 것을 유아교육전문가 3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에 사용하였다. 그림
자료는 사전검사, 사후검사용으로 각각 1장씩이며 [그림 3], [그림 4]와 같다.
본 연구자는 유아와 함께 레포 형성을 먼저 한 후 그림 자료를 제시하고 유아가 자신의 생각,
느낌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글로 옮길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그림 3] 문자언어표현 사전검사 그림

[그림 4] 문자언어표현 사후검사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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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문자언어표현에서 질적인 측면을 분석하였으며 Curenton(2004)의 대화기술에
대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문자언어표현의 질을 비논리성 문장수, 행동중심 문장수, 의식 중심 문
장수로 분류하여 검사하였다. 비논리성 문장수는 낮을수록 효과가 있다고 결과 처리하였고, 행동
중심 문장수와 의식중심 문장수는 높을수록 효과가 있다고 결과를 처리하였다. 채점 기준과 방법
은 <표 5>와 같다.

<표 5> 문자언어표현의 질적인 측면의 검사기준과 점수
문장의 종류

분류 기준

점수

비논리성
문장

부적절한 표현의 비논리적 이야기
예) 주어진 그림이나 주제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을 쓸 때

1점

행동중심
문장

배경과 주인공의 행동에 관하여 명확하게 표현하나 심리적인 상태에
관한 언급이 없는 이야기
예) 등장인물의 행동만을 강조한 경우

1점

의식중심
문장

배경, 흐름과 주인공의 심리 상태에 관한 이야기
예) 예쁜 꽃을 보았다.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아졌다.

1점

문자언어표현의 질적인 측면의 분석을 한 예시문장을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문자언어표현의 질적인 측면을 분석한 예시문장
문장

채점
비논리성 문장 0개
행동중심 문장 2개 (2점)
의식중심 문장 1개 (1점)

산책을 나갔다. 예쁜 꽃을 보았다.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아졌다.

4. 실험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총 10차시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실험의 절차는 실험자 교육, 사전검사, 실
험처치, 사후검사 순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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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험자 교육
본 연구의 실험자는 실험에 참여한 5세반 담임교사 2명과 유아교육전공 학생 3명이다. 5세반
담임교사 중 한명은 동화를 들은 후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을 하고 다른 한명은 동화를 들은 후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하였다. 유아교육전공 학생 3명은 동화활용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 학급에
서 대화식 저널쓰기를 실시할 때 총 4모둠으로 나누어진 유아들의 각 모둠에 1명씩 배정하여 대
화식 저널쓰기 활동을 돕게 하였다.
실험자 교육은 총 3차시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1차시에는 5세반 담임교사 2명을 대상으로 대화
식 저널쓰기와 이야기나누기의 목적, 방법, 유의점에 대해 각각 설명하였고, 다같이 실험에 선정
된 동화 10편을 보게 하였다.
2차시에는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을 할 5세반 담임교사와 유아교육전공 학생 3명이 연구대상이
아닌 유아 8명을 대상으로 동화활용 대화식 저널쓰기를 직접 수업해보고 피드백의 유형 및 수준
을 연습하였다.
3차시에는 유아교육전공 학생 3명을 대상으로 문자언어표현력 검사의 실시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대상이 아닌 유아를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면서 연습하였다.

2) 사전검사 실시
문자언어표현력 검사는 본 연구자와 유아교육전공 학생 3명이 실험처치 일주일전에 2일 동안
5세반 2학급의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참여하여 유아들과 레포 형성을 한 다음 1일 동안 실시하였
다.
이때 유아를 일대일 면접형식으로 실시하였고 검사 실시 동안 장소를 달리하여 검사 받는 유
아가 다른 유아를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실험처치
연구기간 중 대화식 저널쓰기 실험집단 유아들은 동화를 듣고 준비된 워크북에 선정된 주제로
글쓰기를 하였다. 또 유아들은 친구들의 글을 읽은 느낌, 생각을 답글과 그림으로 표현해주는 활
동을 하였다. 한편 이야기나누기 활동 집단 유아들은 동화를 듣고 유아간, 유아교사간의 자유로
운 이야기나누기를 통해 동화내용확인, 느낌, 생각, 경험나누기 등을 하였다.

4) 사후검사 실시
실험처치가 끝난 다음 날부터 사전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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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처리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for Windows 19.0 Ver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문제 1,
2, 3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자언어표현력의 세 하위영역인 행동중심 문장, 의식중심 문장, 비논리
성 문장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대화식 저널쓰기 실험집단과 이야기나누기 실험집단
간 차이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t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동화활용 대화식 저널쓰기와 이야기나누기가 유아의 문자언어표현력 중 행동중심 문
장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
동화를 활용한 대화식 저널쓰기와 이야기나누기가 유아의 문자언어표현력 중 행동중심 문장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7> 문자언어표현력 중 행동중심 문장의 집단 및 검사시기별 평균, 표준편차 및 집단간 t검증
사전검사

사후검사

전후차

N

M

SD

M

SD

M

SD

대화식 저널쓰기 집단

23

1.74

.752

1.91

.793

.173

.834

이야기나누기 집단

23

1.52

.790

2.04

1.107

.521

1.238

t

.956

.459

1.117

<표 7>에서 문자언어표현력 중 행동중심 문장에 나타난 집단간 차이를 보면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 집단에서는 .173의 행동중심 문장의 증가를 보였고 이야기나누기 활동 집단에서는 .521의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의 유의도를 보면 t=1.117(p>.05)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과 이야기나누기 활동은 문자언어표현력 중 행동중심 문
장의 향상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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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화활용 대화식 저널쓰기와 이야기나누기가 유아의 문자언어표현력 중 의식중심 문
장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
동화를 활용한 대화식 저널쓰기와 이야기나누기가 유아의 문자언어표현력 중 의식중심 문장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8> 문자언어표현력 중 의식중심 문장의 집단 및 검사시기별 평균, 표준편차 및 집단간 t검증
사전검사

사후검사

전후차

N

M

SD

M

SD

M

SD

대화식 저널쓰기 집단

23

.13

.344

.78

.850

.652

.982

이야기나누기 집단

23

.22

.422

.13

.344

-.087

.514

t

.766

3.409**

3.197**

** p <.01

<표 8>에서 문자언어표현력 중 의식중심 문장에 나타난 집단간 차이를 보면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 집단은 의식중심 문장의 .652의 향상을 보였고 이야기나누기 활동 집단은 .087의 저하를 보
였다. 이러한 차이의 유의도를 보면 t=3.197(p<.01)으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기서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은 이야기나누기 활동보다 문자언어표현력 중 의식중심 문장의
표현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동화활용 대화식 저널쓰기와 이야기나누기가 유아의 문자언어표현력 중 비논리성 문
장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
동화를 활용한 대화식 저널쓰기와 이야기나누기가 유아의 문자언어표현력 중 비논리성 문장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9> 문자언어표현력 중 비논리성 문장의 집단 및 검사시기별 평균, 표준편차 및 집단간 t검증
사전검사
대화식 저널쓰기 집단
이야기나누기 집단

t

사후검사

전후차

N

M

SD

M

SD

M

SD

23
23

.35
.26
.529

.647
.449

.09
.17

.288
.491

-.260
-.087

.6887
.6683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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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에서 문자언어표현력 중 비논리성 문장에 나타난 집단간 차이를 보면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 집단은 비논리성 문장의 표현에서 .260의 감소를 보였고 이야기나누기 활동 집단은 .087의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의 유의도를 보면 t=.869(p>.05)로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기서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과 이야기나누기 활동은 문자언어표현력 중 비논리성 문장
의 감소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동화활용 대화식 저널쓰기와 이야기나누기의 활동이 5세 유아의 문자언어표현
력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동화활용 대화식 저널쓰기와 이야기나누기의 활동이 유아의 문자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문자언어표현력의 하위요소인 행동중심 문장과 비논리성 문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고 의식중심의 문장의 향상에서는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이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먼저 문자언어표현력의 하위요소인 행동중심 문장에 효과 차이에 대한 결과는 대화식 저널쓰
기 활동을 통해 유아의 문자언어표현력을 측정한 전금실(2007)의 연구에서 행동중심 문장의 표현
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와 일치하나 동화내용을 예측하고 확인하는 이야기나누기를 통해 유
아들의 문자언어표현력 즉 표현어휘 수, 문장 당 평균 단어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난 구영미
(2007)의 연구와 이야기나누기 활동이 유아의 문자언어표현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서광선(2004)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김지영(2004)의 연구에서 저널쓰기 활동
이 유아의 쓰기능력에서 쓰기의 유창성, 상세성, 복잡성의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고 심영
선(2005)의 연구에서도 저널쓰기 활동이 언어표현력에서 언어의 길이와 언어의 질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여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유아에게 흥미, 의미있는 내용
또는 경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글쓰기를 하면 유아의 쓰기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 연
구(공혜미, 2005; 백정희, 1997; Goodman, 1986; Routman, 1991)가 있다. 또 동화활용 문자언어중
심의 교수법인 어휘의 품사별 수업이 유아의 언어표현력 중 문장 수 및 단어 수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윤지선(2010)의 연구와도 일치되지 않았다.
문자언어표현력의 하위요소인 의식중심 문장의 향상에서는 대화식 저널쓰기 실험집단의 유아
들이 의미있는 향상을 보여 대화식 저널쓰기가 의식중심 문장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 156 -

동화활용 대화식 저널쓰기와 이야기나누기가 유아의 문자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타났다. 이는 전금실(2007)의 연구결과 일치된 것으로 저널쓰기가 유아의 문자언어표현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한 이승복(2003)과 심영선(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성은(1994)에 따르면
유아는 그가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을 때 또는 누군가가 자신이 쓴 것을 읽어준다고 생각할 때
더욱더 쓰려고 한다고 하였다. 또 Burrow의 “모두 쓰고 싶다(The all want to write, 1984)"라는 글
에 의하면 유아들은 자신의 생각을 쓰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경험에 관해 쓰기를 해야
한다. 즉 어린이는 쓰기를 학습하며 지지적 환경안에서 쓸 기회가 있을 때 계속해서 발달하게 된
다는 Burrow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이다(김윤자, 1997).
또한 초등학교 1학년에게 대화식 저널쓰기를 실시한 Milz(1980)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글에
수정하지 않고 반응형식으로 응답한 과정을 거친 결과 자신의 느낌,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되었고 이는 의식중심 문장 측면에서의 언어표현력이 향상된 것과 일치되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자언어표현력의 하위요소인 비논리성 문장의 감소에서는 대화식 저널쓰기 활동과 이야기나
누기 활동이 효과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백정희(1997)의
연구에서 의미중심 쓰기교수방법이 그림·말·쓰기의 협응성 수준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난 결
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미정(2002)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소집단 협동
쓰기활동이 유아들의 의미 표현적 쓰기능력 평가 중 그림, 말, 쓰기의 협응성의 수준을 향상시켰
다고 하였고 5세 유아 20명을 대상으로 초보적 저널쓰기활동을 한 강정미(2001)의 연구와 신문광
고 글을 통한 문해활동이 유아의 의미표현을 위한 쓰기능력 중 그림·말·쓰기의 협응성의 능력
을 증진한 것으로 나타난 안정숙(2009)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여기서 협응성은
그림, 말, 쓰기가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논리성과 그 의미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또 전금실(2007)의 연구에서 대화식 저널쓰기가 문자언어표현력의 하위요소중 비논
리성 문장의 표현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또 동화를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김해경(2008)
은 유아의 언어표현력 중 논리성과 그 의미가 통하는 내용의 연계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문자언어표현력의 하위요소 중 의식중심 문장의 증가에는 대화식 저널쓰기가 더 효과적이다.
행동중심 문장과 비논리성 문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유아의 행동중심 문장의 증
가와 비논리성 문장의 감소를 위해서는 이야기나누기 활동으로도 충분하나 의식중심 문장의 증
가를 위해서는 대화식 저널쓰기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유치원 현장에서는 유아
의 문자언어표현력 향상을 위해서 대화식 저널쓰기와 이야기나누기를 병행하여 지도한다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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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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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Fairy Tale-used Dialogical Journal Writing and
Large-group Discussion on Young Children's Written Language
Expression
Park, Young-Tae ․ Byun, Soo-Jung

․

(Dong-A University Dong-Ju Colleg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fairy tale-used dialogical journal writing and
large-group discussion on young children's written language expression.
As for research subjects, this study selected 46 young children and divided them into two
different groups, one group of 23 young children for dialogical journal writing and the other
group of 23 young children for large-group discussion.
As for research methods, this study carried out fairy tale-used dialogical journal writing activities
and large-group discussion activities respectively 10 times in total. Then, changes between the
pretest scores and the posttest scores were analyzed through t-test, based on Written Language
Expression Test Tool for 5-year-old Children developed by Lee, Ji-yeon (199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out that in consciousness-oriented sentences out of
all the subordinate elements of written language expression, dialogical journal writing was more
effective than large-group discussion, but in action-oriented sentences and illogical sentence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und between them.
Accordingly, dialogical journal writing can be an effective language teaching method in
improving young children's written language expression. However, if this method is combined
with large-group discussion, it is expected that this combined teaching method will be used as a
much more effective language teaching method in the field of kindergarten.

Key words: Dialogical Journal Writing, Large-group Discussion, Written Languag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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