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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매체가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1)곽

다 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평가 매체가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만 5세 유아를 대상으
로 연구하였다. 평가 매체는 컴퓨터동화와 그림동화로 두 평가 매체간의 이야기 이해력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컴퓨터동화가 그림동화매체보다 더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총 10회로 평가한 유아의 이
야기 이해력은 어떠한 변화경향을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연구 결과 두 평가 매체 모두 점진
적 향상을 나타내는 1차 경향으로 나타났다.

I. 서 론
유아교육기관 교사들은 개별 유아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유아에게 더 적합한 교육활동의 전개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유아를 평가한다. 최근 연구들(김경철, 2000; 한순미, 1999; 황해익, 2000;
Dorfman, 1997; Goodwin & Goodwin, 1993)은 기존의 유아 평가들이 유아를 이해하고 돕기에 많은
한계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유아
평가 중 표준화 검사는 유아가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느냐보다 표면적 지식, 단순한 암기, 학습상황
과 분리된 사고만을 측정하는 한계점을 가진다(Frederiksen & Collins, 1989; Schweinhart, 1993).
평가가 유아의 교실활동이나 학습상황과 분리되어 행해질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
근의 유아 평가는 평가와 학습의 통합된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김경철, 2000; Dixon-Krauss, 1996;
Day & Cordon, 1993; Dorfman, 1997; Lidz, 1991; Wiggins, 1992). 유아는 교실 활동 중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전통적인 검사 수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고, 평가 과제가 교실 활동과
유사하여 평가를 받으면서 동시에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유아가 평가 과정 중 얻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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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증진은 제시되는 평가 과제(활동)와 검사자와 유아간의 상호작용 정도, 활용하는 평가 매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평가 매체에 따라 유아의 학습 증진이 다르게 나타난 연구는 이야기 이해력 평
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평가 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견해(Yvetta &
Barbara, 1986; Levin, Lorch & Anderson, 1979)를 볼 때, 평가과정 중 일어나는 유아의 이야기 이해
력 증진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평가 매체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야기 이해력 평가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평가 매체가 주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라
디오와 그림동화 매체와의 비교 연구들(김종희, 1986; 이형아, 1992; Wetstone & Friedlander, 1974),
그림동화와 텔레비전 매체와의 비교 연구들(Lang, Geiger, Strickwerda & Sumner, 1993; Kent, 1983;
Sharp, Bransford, Goldman, Risko, Kinzer & Vye, 1995; Singer & Singer, 1983; Szarkowicz, 1998)
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최근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컴퓨터에 기반한 멀티미디어 매체가 이야기 이
해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현숙, 1998; 한태숙, 1998)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위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평가 매체에 따라 차이
를 나타냈다. 평가 매체에 따른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의 차이는 평가 과정 중 이야기 이해력 증진을
도울 수 있는 좀더 효과적인 평가 매체 활용을 필요로 한다. 특히, 최근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유아교육 현장에도 컴퓨터 매체를 활용한 학습 효과 증진 연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야기 이해력
평가를 위한 평가 매체로 컴퓨터 매체의 활용과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가 요구된다.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 평가는 이야기 전달 평가 매체와 더불어, 평가의 지속적인 실시도 함께 고려
되어야 한다. 유아기 동안에 급속한 발달 변화가 이루어지므로 한 시점에서 얻어진 평가 결과로 미래
를 예측하기가 힘들므로, 평가 결과는 현재의 발달 수준을 반영한 해석으로 여기는 것이 가장 적절하
다(Flanagan & Alfonso, 1995). 또한, 유아는 평가 활동과 평가자와의 친숙 정도에 영향을 받아 자신
의 현재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김경철, 2000; Goodwin & Goodwin,
1993; Wortham, 2001). 평가에 미치는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평가 매체가 이야기 이해력에 미
치는 영향을 일회의 평가로 알아내기 어렵다. 여러 번의 평가를 통해, 평가 매체에 따라 유아의 이야
기 이해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전달 평가 매체에 따른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의 차이와 평가 매체에
따른 이야기 이해력의 변화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평가 매체가 이야기 이해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1-1.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과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간의 다시 말하기에는 차이가 있는가?
1-2.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과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간의 듣기 이해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2. 평가 매체에 따른 이야기 이해력의 변화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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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유아 평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 평가는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전개하면서
교육활동 전, 교육활동 중, 교육활동 후에 나타나는 유아들의 발달 상황에 대한 평가이고, 유아 평가
의 가장 큰 목적은 개별 유아를 잘 이해하고, 더 적합한 교육활동의 전개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
으로(김경철, 2000), 그 역할을 보다 잘 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
Flanagan과 Alfonso (1995)에 의하면, 유아기 시기의 급속한 발달 변화는 한 시점에서 얻은 평가
결과의 미래 예측성을 낮게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검사점수는 현재의 발달 수준을 반영한 해석으
로 여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한다. 강숙현(2001)은 유아의 발달과 학습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발달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들이 평가에 직면하게 될
때 떠올려야 하는 개념은 ‘개별화와 진보’로서, 교육과정에서 유아 개개인의 진보를 알아내 이를 가시
화 작업이 평가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유아의 ‘진보’에 초점을 둔 평가는 ‘단 한 번의 기회’에 자
료를 수집해 다른 유아들과 비교하는 전통적인 형식적 평가와는 달리, 개별 유아의 지식과 기술 획득
에 관심을 갖는다고 보았다. 여러 번의 평가는 유아가 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친숙한 상황을 갖도록 할 수 있다. 유아는 평가 과제와 평가자와의 관계, 분위기 등에 영향을
받는다(김경철, 2000; Goodwin & Goodwin, 1993; Wortham, 2001). 평가 활동과 유사한 경험을 한 유
아나 평가자와 라포가 잘 형성된 유아는 그렇지 않은 유아보다 더 높은 성취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주변 요인은 유아의 현재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지
속적인 평가는 평가활동과 평가자와의 비친숙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기 동안의 빠른 발달 변화와 평가 상황에 따른 문제들은 지속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단 일회의, 그리고 산발적인 평가는 유아의 빠르게 변화하는 진보
과정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유아 평가는 지속적인 실시와 더불어, 평가와 학습이 통합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김경철(2000)
은 유아에게 적절한 평가는 유아에게 의미 있고 맥락화되어 있으며 평가와 학습 사이의 경계가 분명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Goodwin과 Goodwin(1993)도 유아의 일상적인 활동과 교사나 연구자가
활용하는 평가가 좀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더 좋은 평가라고 말한다. Wiggins(1992)과
Dorfman(1997) 역시 평가와 학습 활동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기능한다고 말하였다.
평가와 학습의 경계가 모호해야 한다는 것은 유아가 교실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평가가 실시될
수 있고, 평가에서의 과제가 교실활동과 유사하여 평가를 받으면서 동시에 학습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가를 받는 유아도 기존의 전통적인 검사를 수행하면서 가지는 불안에서 벗어나 흥미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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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2. 이야기 이해
가. 이야기 이해의 개념
이야기는 문화와 사회에 대한 지식 전달과 아이디어, 기본 개념을 가르치고, 즐거움과 편안함을 제
공하며, 상상과 창조적인 활동의 기초가 된다(Kent, 1983). 이처럼 이야기는 유아들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유아들이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에 대해, Morrow(1985)는 이야기 구조에 대한 이해와 추론적
이해로 구분하여 이야기 이해를 설명하였다. 이야기 구조에 대한 이해는 이야기 속의 사실, 원인과
결과의 관련성, 책 속에 있는 정보의 명료성과 관련이 있고, 주로 배경, 플롯에피소드, 해결책 등 이야
기 구조에 관한 요소에 초점을 둔다. 추론적 이해는 이야기 속 인물의 감정과 행동을 해석하고, 이를
유아 자신의 행동과 관련짓는 것이다. Bromley(1992)는 이야기 이해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
하였다. 축어적 이해(literal comprehension)는 이야기를 글로 묘사되어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본문에 있는 정보를 기억하는 것을 요구하나 심도 있는 사고과정은 요구하지 않는다. 해석적 이해
(interpretive comprehension)는 직접적인 설명은 아니지만 함축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내용들 간의 연결성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며, 주의 깊은 읽기나 듣기를 요구
한다. 비평적 이해(evaluative comprehension)는 이야기에 대한 일반화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들
은 것, 읽은 것, 혹은 유아의 선행지식을 모두 활용할 것과 창의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문제 해결력을
요구한다(채종옥, 2001에서 재인용).
이야기 이해는 독자나 청자가 이야기 속에서 직접 진술된 간단한 내용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직접
진술되어 있지 않은 인과관계나 등장인물의 감정과 행동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독자나
청자 자신의 선행 지식이나 행동에 관련지은 비판적인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야기 이해와 매체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가 이야기 이해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따라 여러 매체들간의 비교 연구
가 이루어졌다. 주로 육성, 라디오, 그림, 텔레비전 매체들 간의 상대적 효과에 관한 연구가 다수 이루
어졌고, 최근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컴퓨터에 기반한 멀티미디어 매체 활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각정보에만 기초한 녹음기나 육성으로 들려주는 경우와 시․청각을 함께 제시하는 그림동화 들
려주기 간의 연구들(김종희, 1988; 이형아, 1992; Wetstone & Friedlander, 1974)을 살펴보면, 청각정
보에만 기초한 녹음기나 육성을 통한 전달보다 시․청각을 함께 제공하는 그림동화 들려주기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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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해 및 기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각과 시각을 모두 제공하는 그림동화와 텔레비전 매체를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각과 시각
정보 외에 추가 정보(예: 동영상, 소리 등)를 더 제시하는 텔레비전 매체가 그림동화를 통한 전달보다
이야기 이해와 기억에 더 많은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고, 오히려 이러한 요소가 이야기
이해에 방해를 준다는 연구들간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텔레비전 매체가 그림동화 매체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Kent, 1983; Sharp et
al., 1995)을 살펴보면, 텔레비전 매체가 가진 역동적인 시각 이미지, 효과음과 배경음악, 연속적인 진
행 등의 요소로 유아들의 흥미와 집중을 불러오고 이해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제시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텔레비전 매체의 이러한 특성이 오히려 이야기 이해에 방해를 주거나 두 매체간에는 효과성
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김영희, 1986; 채지영, 1991; Lang et al., 1993; Pingree, 1986; Singer &
Singer, 1983)이 있다.
그림동화 매체와 컴퓨터(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매체들을 살펴보면, 라디오, 그림동화, 텔레비전 매
체에 관계된 연구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다. 컴퓨터동화 매체를 활용한 연구들은 다수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다른 활동과의 통합 활동이나 연관 활동으로 이루어져 학습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것으
로, 순수하게 매체만의 효과를 본 연구는 일부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한태숙(1998)은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컴퓨터동화와 그림동화에 따라 유아의 이야기 이해와 도
형 인식,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컴퓨터동화 매체를 활용한 집단의 유
아들이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유아들보다 이야기 이해력과 흥미도에서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도현숙(1998)은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매체의 특성이 아동의 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이야기 전달 때 문자․ 그림정보를 동시에 접한 집단이 문자정보만을
접한 집단보다 이야기 이해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문자․그림정보(그림
동화)와 동영상․소리정보(컴퓨터동화)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 연구의 상이한 결과는 이야기 이해 발달이 연령 증가에 따라 달라지고(Applebee, 1980; Mandler
& Johnson, 1977; McCoaughy, 1982; Olson & Gee, 1988), 시각적 자료의 사실성 정도와 애니메이션
이 주는 효과가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견해(이수경, 1997, 1998; Mayer & Gallini, 1990)를
볼 때, 컴퓨터 매체를 통한 이야기 전달의 효과는 연령과 학습자의 선행 수준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다. 컴퓨터에 기반한 멀티미디어
매체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 가지 측면은 매체의 상대적 효과
를 찾는 데 목적을 두어 매체의 비교 우위를 결정해 보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측면은 한 매체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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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정하려는 특성으로 그 매체의 절대적 효과성, 즉 어떤 매체가 갖는 고유한 능력을 찾는 데 목적
을 둔 연구이다(나일주, 1997).
컴퓨터에 기반한 멀티미디어 매체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매체형태와 학습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들
(강인숙, 2001; 도현숙. 1998; 박현주, 2001; 한태숙, 1998; Shute & Miksad, 1997; Talley, Lacny &
Lee, 1997)이 행해졌고, 멀티미디어 매체의 고유한 특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들(김경철․박선희․박
정선․유구종․조부경, 1998; 김회수, 1995; Haugland & Wright, 1997)도 이루어지고 있다. 멀티미디
어는 기존의 매체가 하나의 정보 형태만 제공하던 것에 비하여, 문자, 그림, 사진, 효과음, 음성, 음악,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의 정보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징이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권성호(1998)는 멀티미디어가 실제 상황에서 행할 수 없거나 숙련을 위한 충분한 기회가 없고, 책
이나 말을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과제들인 경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이수경
(1997, 1998)도 멀티미디어 요소 중 애니메이션은 물체의 움직임을 학습자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학습내용 전달 때 학습자들이 정확하고 성공적인 심적 표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정보의 핵심 부분들을 강조시켜 주고, 주위의 불필요한 배경
이나 부분들로부터 적절하게 분리시켜 주기 때문에 시공간적 정보 처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의
존적인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Smith(1987)와 Haugland와 Wright
(1997)은 애니메이션과 시뮬레이션에서의 움직임을 통해 복잡한 조건을 설명하고 행동과 사건 사이
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주의집중과 동기유발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유구종(1998)은
컴퓨터 이야기책에서의 동화상은 그림상징(정지)에 비해 이야기 내용과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나
타내 주며, 전후 상황 장면을 동적으로 기술하여 읽기 과정 중 맥락에 기초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하
였다. 이러한 컴퓨터 이야기책은 기존의 단순한 그림을 음성과 더불어 제시하는 정지 화상으로 구현
된 컴퓨터 이야기책과는 분명히 구별된다고 하였다.
Mayer와 Gallini(1990)에 따르면, 애니메이션은 전문가(expert)보다는 초보자(novice), 경험자
(experienced)보다는 무경험자(inexperienced)에게 이용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선행경
험이 있는 학습자는 글이나 말과 같은 언어 표현만으로도 물체, 개념, 사건 등을 쉽게 이미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에 사운드를 추가하는 것은 좀더 실제적인 느낌을 주고 성공적인 행동을 위한 피
드백을 제공함으로써 더 놀이하고 싶은 동기를 증가시킨다(Calvert & Gersh, 1985; Haugland &
Wright, 1997; Schar & Krueger, 2000).
이와 같이, 멀티미디어 특징을 지닌 매체는 유아의 장기 기억과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 주의 집중
과 흥미를 주어 유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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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S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만 5세 유아 39명(남아: 17
명, 여아: 22명)으로 연구 목적에 따라 두 개의 실험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실험집단 1은 S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D반 만 5세 유아 20명(남아: 7명, 여아: 13명)이고, 실험집단 2는 S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의 H반 만 5세 유아 19명(남아: 10명, 여아: 9명)이었다. 연구 대상 유아의 연령분포는 5년 3개월에서
6년 2개월이고, 평균 연령은 5년 9개월(남아: 5년 8개월, 여아: 5년 9개월)이다.

2. 연구 도구
가. 이야기 이해력 평가 도구
본 연구에서의 이야기 이해력 평가 도구는 김경철․채미영(2001)이 개발한 이야기 이해력 평가 도
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김경철․채미영(2001)의 이야기 이해력 평가 도구는 다시말하기와 듣기이해력 평가 12쌍으로 구성되
어 있고, 이야기를 구연으로 들려준 후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을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12쌍의 평가
중 10쌍을 선정하여 동화를 구연으로 들려주는 대신 컴퓨터동화와 그림동화로 수정하여 제작하였다. 수
정하여 제작한 컴퓨터동화와 그림동화는 유아교육전문가 2인에게 의뢰하여 내용타당도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야기 이해력 평가 도구는 다시말하기와 듣기이해력 평가로 총 10쌍으로
구성되어 있다.
1) 다시말하기 평가

이야기 이해력에서 다시말하기는 유아가 이야기를 들은 후 그 이야기를 회상하여 다시 말하는 것
으로,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을 표현 언어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평가 방법은 유아에게 컴퓨터동화 또
는 그림동화를 들려준 후, 유아에게 그 동화를 다시 이야기하게 한다. 채점 방법은 유아가 다시말하기
한 내용을 분석하여 채점기준으로 제시된 12문항에 체크하고 제시된 답에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을
준다.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점수범위는 0-12점이다.
2) 듣기이해력 평가

이야기 이해력에서 듣기이해력은 유아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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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동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을 수용언어로 측정하는 방법
이다. 평가 방법은 유아에게 컴퓨터동화 또는 그림동화를 들려준 후, 제시된 12문항을 순서대로 질문
한다. 채점 방법은 각 문항에 맞는 답을 하면 1점, 틀린 답을 하면 0점 처리한다.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점수 범위는 0-12점이다.
컴퓨터동화와 그림동화로 재구성된 이야기 이해력 평가 도구는 <표 1>과 같다.
<표 1> 컴퓨터동화와 그림동화로 제작한 이야기 이해력 평가 도구
하위평가
평가번호
1
2
3
4
5
6
7
8
9
10

이야기 이해력 평가 도구
하위평가
다시말하기 평가
평가번호
집아, 안녕
1
허영 많은 까마귀
2
영이의 농장 동물
3
팔랑 팔랑 요술 부채
4
편지
5
잉어 아가씨
6
여우와 고양이
7
당나귀와 보석
8
마법의 물고기
9
은혜 갚은 까치
10

듣기이해력 평가
백년 묵은 여우
여우와 포도밭
아기 종달새
도깨비와 농부
곰돌이
단물고개
소풍가는 날
여우에게 속은 염소
아버지 보물
황금달걀을 낳은 암탉

나. 평가 매체 제작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이야기 이해력 평가 도구의 평가 매체인 컴퓨터동화와 그림동화 제작에 일
관성을 갖기 위하여 공통적인 기준을 가지고 제작하였다.
1) 컴퓨터동화

컴퓨터동화 장면1)은 다시말하기와 듣기이해력 평가에 제시된 12문항을 기준으로 1문항의 내용이
1장면이 되도록 하였다. 동화 1편 당 총 12장면으로 구성하였고, 한 장면 당 동화내용의 길이를 30
자～50자 내로 하였다. 동화 시작을 제외한 동화의 각 장면은 자동으로 전환하였고, 컴퓨터동화를 들
려주는 총 소요시간은 2분 30초～2분 50초 내로 하였다. 컴퓨터동화를 제작하기 위한 개발도구는
Macromedia의 Flash 5.0을 사용하였다.
1) 플래시를 활용한 컴퓨터동화제작은 프레임을 이용한 시간흐름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그림동화처럼 정지된 하
나의 ‘장면’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그림동화 와 컴퓨터동화의 공통적인 제작기준을 설명하
기 위해 컴퓨터동화에도 ‘장면’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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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동화

그림동화 장면은 다시말하기와 듣기이해력 평가에 제시한 12문항을 기준으로 1문항의 내용이 1장
면이 되도록 하여 동화 1편 당 총 12장면으로 구성하였다. 한 장면이 가지는 동화내용의 길이는 30
자～50자 내 이고, 그림동화를 들려주는 총 소요시간은 2분 30초～2분 50초 내로 하였다. 동화의 그림
은 컴퓨터동화로 제작한 그림을 A4크기로 칼라 프린트하여 제작하였다.

3. 연구 절차
가. 예비 연구
예비 연구 대상은 충청북도에 소재한 K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만 5세 유아 14명으로, 컴퓨터동화
를 활용한 집단과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에 각각 7명씩 나누어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의 실시 기간
은 2001년 4월 27일(금)～28일(토)에 걸쳐 2일간 실시되었다.
예비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첫째, 컴퓨터동화 듣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동화를 실행
함과 동시에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어 유아의 주의 집중에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
여 컴퓨터동화를 시작하기 전, 시작을 알리는 준비장면을 추가하였다. 둘째, 다시말하기와 듣기이해
력 평가를 실시하는 순서에 따라 유아의 다시말하기 태도에 차이를 가져왔다. 듣기이해력 평가를 먼
저 실시하고 다시말하기 평가를 한 경우, 유아들이 스스로 다시말하기를 시작하기 보다 연구자가 먼
저 질문하기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시말하기
평가를 실시한 후, 듣기이해력 평가를 하기로 하였다.

나. 본 연구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유아 39명 각각에게 이야기 이해력 평가를 10회 실시하였다. 실시 기간은
2001년 5월 7일(월)부터 2001년 7월 13일(금)까지 약 10주간 이루어졌다.
1) 이야기 이해력 평가 실시

이야기 이해력 평가는 연구자와 유아가 1대 1로 진행되었다. 이야기 이해력 평가의 하위 평가 중
다시말하기를 먼저 실시하고 난 다음, 듣기이해력을 실시하였다
컴퓨터동화 집단의 동화듣기는 연구자의 개입 없이 유아가 컴퓨터에 연결된 헤드폰을 착용하고 들
었다. 연구자는 동화듣기가 시작되기 전 항상 “동화들을 준비가 되었나요?”하고 물은 후, 유아가 준
비가 되면 마우스로 동화시작버튼을 클릭하였다. 동화듣기가 시작되면 연구자는 유아가 연구자의 시
선에 부담 갖지 않도록 유아 뒤로 물러섰다. 동화듣기가 끝나면 연구자는 유아와 마주보고 앉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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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및 듣기이해력을 실시하였다.
그림동화 집단의 동화듣기는 연구자가 유아와 마주 앉아 육성으로 동화를 들려주었다. 연구자는
동화듣기가 시작되기 전 항상 “동화들을 준비가 되었나요?”하고 물은 후, 유아가 준비가 되면 고리로
연결된 그림을 차례차례 넘겨가며 들려주었다. 동화듣기가 끝나면 연구자는 다시말하기 및 듣기이해
력을 실시하였다.
컴퓨터동화 집단과 그림동화 집단 모두 다시말하기 평가는 도입, 동화듣기, 다시말하기, 마무리 과
정으로 진행되었고, 유아당 총 소요시간은 8분～12분이었다. 듣기이해력 평가는 도입, 동화듣기, 질문
에 답하기, 마무리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유아당 총 소요시간은 6분～8분이었다. 유아가 다시말하기
한 내용과 질문에 대답한 내용은 모두 기록되었다. 두 집단의 유아들은 모두 한 주에 평가 1회분을
받았고, 약 10주 동안 10회의 평가를 받았다.
2)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본 연구의 사전 검사는 연구 대상 유아 39명 각각에게 실시한 이야기 이해력 평가 중 평가 1회(다
시말하기 1번, 듣기이해력 1번)에서 실시한 이야기 이해력 평가를 사용하였고, 사후 검사는 평가 10회
(다시말하기 10번, 듣기이해력 10번)에서 실시한 이야기 이해력 평가를 사용하였다.
3) 채점자간 신뢰도

본 연구자의 이야기 이해력 평가 점수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
는 대학원생 1인과 채점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채점자 훈련은 본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
고 다시말하기와 듣기이해력 평가의 채점방법을 설명하였다. 연구자가 전사한 유아의 다시말하기와
듣기이해력 평가 중 10%을 무선 추출하여 각자 채점한 후,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여 채점자
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93으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과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이야기 이해력(다시 말하기, 듣기이해력)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간의 증가분을 구하고, 증가분에 대한 두 집단간
t검증을 실시하였다.
평가 매체에 따른 이야기 이해력의 변화 경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과 그
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이야기 이해력을 각각 경향 분석하였다.
통계처리를 위한 분석도구로는 SPSS for windows 10.0 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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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해석
1. 평가 매체와 이야기 이해력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과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간의 이야기 이해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 표 2> 평가 매체에 따른 집단간 이야기 이해력 차이 검증(＿
N=39)

사 전
사 후
증가분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 (n=20)
M
SD
9.20
3.89
19.15
3.53
10.10
3.25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 (n=19)
M
SD
10.00
2.89
17.58
3.56
7.68
2.36

t

2.64＊

＊p< .05.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의 사후검사 평균을 살펴보면,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은
19.15이고,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은 17.58이다. 사전검사 평균과 비교해 볼 때 두 집단은 모두 사후
검사에서 이야기 이해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 평균 점수 증가분에 대한 두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면, 컴퓨터동화를 활용
한 집단의 증가분 평균은 10.10이고,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증가분 평균은 7.68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64, p< .05.).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컴퓨터동화 매체와 그림동화 매체가 이야기 이해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을 알 수 있고, 컴퓨터동화 매체가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가. 평가 매체와 다시말하기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과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간의 다시말하기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
과 <표 3>과 같다.
<표 3> 평가 매체에 따른 집단간 다시말하기 차이 검증(＿
N =39)

사 전
사 후
증가분
＊p< .05.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n=20)
M
SD
2.25
1.68
8.80
2.19
6.55
2.28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n=19)
M
SD
2.58
1.87
7.63
2.24
5.05
1.84

t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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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의 다시말하기 사후검사 평균을 살펴보면, 컴퓨터동화를 활용
한 집단은 8.80이고,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은 7.63이다. 사전검사 평균과 비교해 볼 때, 두 집단은
모두 사후검사에서 다시말하기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유아의 다시말하기 평균 점수 증가분에 대한 두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면,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증가분 평균은 6.55이고,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증가분 평균은 5.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25, p< .05.).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컴퓨터동화 매체와 그림동화 매체가 다시말하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을 알 수 있고, 컴퓨터동화 매체가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평가 매체와 듣기이해력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과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간의 듣기이해력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
과 <표 4>와 같다.
<표 4> 평가 매체에 따른 집단간 듣기이해력 차이 검증(＿
N =39)

사 전
사 후
증가분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n=20)
M
SD
6.95
2.52
10.35
1.63
3.40
1.50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n=19)
M
SD
7.42
2.01
9.95
1.72
2.53
1.95

t

1.57

＊p< .05.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집단의 듣기이해력 사후검사 평균을 살펴보면, 컴퓨터동화를 활용
한 집단은 10.35이고,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은 9.95이다. 사전검사 평균과 비교해 볼 때 두 집단은
모두 사후검사에서 듣기이해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유아의 듣기이해력 평균 점수 증가분에 대한 두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면,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증가분 평균은 3.40이고,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증가분 평균은 2.5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컴퓨터동화 매체와 그림동화 매체가 듣기이해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으나, 두 매체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평가 매체와 이야기 이해력 변화 경향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과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이야기 이해력(평가 10회) 변화를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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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경향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다.
<표 5> 평가 매체에 따른 이야기 이해력 경향 분석(N=39)

1차(Linear)
2차(Quadratic)
3차(Cubic)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n=20)
DF
MS
F
p
1
1742.26
303.00＊
.000
1
76.70
19.38＊
.000
1
5.46
.813
.379

DF
1
1
1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n=19)
MS
F
p
1012.82
218.79＊
.000
5.09
1.01
.329
7.63
1.55
.229

＊p< .05.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이야기 이해력은 1차(Linear)와 2차
(Quadratic) 경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 19)= 03.00, F(1, 19)=19.38, p< .05.
두 경향 중 1차 경향이 이야기 이해력의 경향을 더 많이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이야기 이해력은 1차(Linear) 경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F(1, 18) = 218.79, p < .05.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과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이야기 이해력 변화 경향을 그래프로 제시

이야기 이해력

하면 [그림 1]와 같다.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평가 회수

그림동화매체

7회

8회

9회

10회

컴퓨터동화매체

[그림 1] 평가 매체에 따른 이야기 이해력 변화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이야기 이해력은 평가 1회부터 4회까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냈고, 5회에서 변화를 나타내지 않다가 다시 6회부터 10회까지 점
진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이야기 이해력은 평가 1회부터 4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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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냈고, 5회에서 점수가 감소하다가 7회부터 다시 향상되는 경향
을 나타냈다.
평가 초반인 평가1회부터 3회까지는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이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 보다 이
야기 이해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평가 4회부터는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이야기 이해력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변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과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이야기 이해력은 모
두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1차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가가 계속될수록 컴퓨터동화 매체가
그림동화 매체보다 이야기 이해력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평가 매체가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컴퓨터동화 매체
를 활용한 집단과 그림동화 매체를 활용한 집단간의 이야기 이해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또한, 평가 매체에 따른 이야기 이해력의 변화 경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문제
에서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과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간의 이야기 이해력에는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이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보다 더 많은 긍정적 영향을 나타
냈다. 이는 평가 매체가 이야기 이해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컴퓨터동화가 그림동화보
다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을 더욱 촉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태숙(1998)의 연구에서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이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
보다 이야기 이해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도현숙(1998)의 연구에서 문자․
그림정보를 지닌 그림동화와 소리․동영상정보를 지닌 컴퓨터동화간의 이야기 이해력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가 만 5세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에 비해, 도현숙의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연령(학습자의 수준)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과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간의 다시말하기 평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듣기이해력 평가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매체가 유아의 이야
기 이해력을 표현언어로 평가하는 다시말하기에는 영향을 미치나, 이야기 이해력을 수용언어로 측정
하는 듣기이해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컴퓨터동화는 그림동화보다 유아의 다
시말하기를 더욱 촉진함을 알 수 있다.
컴퓨터동화와 그림동화가 모두 음성정보와 시각정보를 동시에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두 평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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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야기 이해력에 미치는 차이는 컴퓨터동화가 지닌 멀티미디어 특성으로부터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애니메이션이 복잡한 상황이나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세하고 맥락적으로 설명해 주
고(이수경, 1997, 1998; Haugland & Wright, 1997; Smith, 1987), 그림과 함께 삽입된 나레이션은 유
아의 주의 집중을 불러오고(유구종, 1998), 사운드의 삽입은 유아의 흥미와 집중을 불러 오며, 좀더
실생활과 가까운 느낌을 준다는 주장들(Haugland & Wright, 1997; Schar & Krueger, 2000)을 볼 때,
음성정보와 시각정보가 똑같이 주어지더라도 정보의 표현 양식이 다른 매체의 활용은 이야기 이해력
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야기 이해력 평가 중 두 집단의 유아들은 동화듣기에서 다른 태도를 나타냈다. 컴퓨터동화를 활
용한 집단의 유아들은 동화듣기가 끝날 때까지 대부분 화면에 집중했던 것에 비해, 그림동화를 활용
한 집단의 유아들은 한 장면에 관한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페이지로 넘기려는 행동을 자주
나타냈다. 이는 텔레비전 매체와 그림동화 매체간의 차이를 연구한 Kent(1983)의 연구에서 그림동화
매체를 활용한 유아들이 보였던 행동과 유사하다. 동화듣기에서 나타난 시각적인 주의 집중이 이야
기 이해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Levin 등(1979)과 채지영(1991)
의 연구에서 시각적인 집중을 많이 나타낸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의 이야기 이해력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시각적인 주의 집중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 만큼 흥미를 가지고 참여한다고
여겨지므로, 유아들이 평가를 받는 동안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컴퓨터를 활용한 집단과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이야기 이해력 변화는 점진적으로 향상
되는 1차(Linear)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집단 모두 이야기 이해력 평가가 진행될수록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경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평가 1회부터 3회까지는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의 이야기 이해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평가 4
회부터는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집단이 그림동화를 활용한 집단보다 이야기 이해력이 더 높게 나타났
다. 이는 평가가 계속될수록 컴퓨터동화 매체가 그림동화 매체보다 이야기 이해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기간이 단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의 이야기 이해력이 지속적으로 변화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회적인 평가가 변화되고 있는 유아의 현재 능력과 진보 경향
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견해들(강숙현, 2001; Flanagan & Alfonoso, 1995)을 뒷받침해 주어 지속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다시말하기와 질문에 답하기 활동(듣기이해력)이 평가활동이 되면서 이야기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교수활동 역할도 한다는 견해(김경철, 채미영, 2001)와 여러 번의 다시말하기 활동과 동화듣기가 이
야기 이해력을 촉진한다는 연구들(Feitelson, Kita & Goldstein, 1986; Morrow, 1985; Wellhousen,
1993)을 볼 때,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여러 번의 평가는 유아의 이야기 이해력 진보 과정을 평가하면
서 동시에 교수 활동의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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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의 평가가 실시되는 동안 유아들은 평가활동 수행에서 차이를 보였다. 유아들은 듣기이해력
평가를 1회부터 10회까지 수행하는 동안 별다른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다시말하기 평가는 1
회부터 5회까지 활동 시작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유아들은 다시말하기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
지 방법상의 이해가 부족하여 다시말하기 시작을 어려워했다. 그러나 평가 6회부터 연구자의 격려 없
이 대부분의 유아들이 다시말하기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는 평가활동의 비친숙성이 유아의 수행에
영향을 미쳐 유아의 현재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들(김경철, 2000; Goodwin &
Goodwin, 1993; Wortham, 2001)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유아
들이 평가활동에 친숙해져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을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과제 및 방향에 대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러 번의 평가를 통해 평가 매체에 따른 이야기 이해력 변화 경향을 제시할
뿐, 점진적인 향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점진적인 향상을 가
져오는 원인이 유아의 성숙인지, 교실활동과 비슷한 평가 과제의 수행으로 인한 결과인지, 여러 번의
평가가 미친 영향인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이야기 이해력 평가에서 컴퓨터동화를 활용한 동화듣기는 그림동화를 활용한 경우보다, 각
유아에게 동일한 평가 조건을 줄 수 있다. 이는 컴퓨터동화의 활용이 평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시자의 주변 요인(억양, 목소리 톤, 빠르기 등)을 배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유아교육 현장에서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컴퓨터 매체를 활용한 동화듣기는
교사의 평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이야기 이해력 평가 도구에서 뿐만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영역의 평가 도구에서도 컴퓨터 매체를 활용하는 연구가 계속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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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ssessment Media
on Young Children's Story Comprehension
Kawk, Da 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ssessment media on young
children's story comprehension and how story comprehension as the assessment media is
changed.
First, the assessment media affected on young children's story comprehension. The group
listening the electronic book was more effective for increasing young children's story
comprehension than the picture book. There was statistically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telling between the group listening the electronic book and the picture book. But there was
not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istening comprehension.
Second, the changing trend of the story comprehension as assessment media appeared
gradually increasing linear trend. Two groups appeared each increasing linear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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