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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이야기 말하기 능력과 이야기 쓰기 능력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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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구어인 이야기말하기와 문어인 이야기쓰기의 이야
기 구조개념과 이야기의 양, 품사 및 문장의 유형을 분석하여 말하기와 쓰기 간의 관
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세반(만 6세) 유아 95명을 대상으로, 이야기말
하기와 이야기쓰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의 이야기 구
조개념은 상관이 있었다. 이야기의 길이는 말하기가 쓰기보다 길었으나 문장 당 평균
단어수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이야기의 길이에 있어서 말하기와 쓰기 간에 상관관
계는 없었다. 이야기 꾸미기에 사용한 품사 및 문장의 유형은 말하기와 쓰기가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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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언어는 크게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의 네 가지 형태가 있다. 듣기ㆍ말하기는 말소리
를 사용하는 언어 형태이고, 읽기와 쓰기는 문자를 도구로 사용하는 언어 형태이다. 이 중
말하기와 쓰기, 그리고 듣기와 읽기는 각각 그 수단이 다를 뿐 표현언어, 또는 이해언어로
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유아의 언어발달에서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는 전체
적으로 함께 발달한다(Sulzby, 1985). 듣기ㆍ말하기ㆍ읽기ㆍ쓰기는 동일한 의미 구성 과정(정
남미 2000)으로, 분리되어 위계적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as a
whole)로서 함께 발달한다. 특히 문자라는 수단의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영유아기의 말하기
와 듣기는 말소리로 이루어지는 쓰기와 읽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어와 문어 간의 관련
성에 대한 이론적 가정에도 불구하고 문자언어인 읽기와 쓰기 학습에 사회적 요구, 특히 학
부모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전지형, 2005). 이로 인해 유치원 중 특히, 학부모에게 운영을
의존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어언어교육이 읽기와 쓰기에 치우치게 되고 이로 인한 한글
학습에 대한 과중한 스트레스(서의연, 2004)의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유아기에는 듣기와 말하기의 발달을 고무함으로써, 이후에 진행될 쓰기와 읽기의 발달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휘습득을 예로 보면, 유아 초기에는 어휘발달
이 구어적 맥락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이후 문어적 맥락에서의 어휘 습득을 위한 바탕이 된
다(이지현, 김유정, 2005). 따라서 유아에게 익숙한 도구인 말소리를 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
는 듣기ㆍ말하기 활동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하여 유아의 전반적인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언어교육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그리고 문자교육은 일상생활의 의미 있고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글자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보는 정도(교육인적자원부, 1998)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와 같은 유아기 언어교육의 범위와 방향 제시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현
재와 같은 구어와 문어의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 가정과 더불어, 이 시기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사연구나 실험연구의 결과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5세반 유아(만 6세)를 대상으로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에 나타난
이야기 구조개념과 문법 발달 수준을 비교하여 말하기 능력과 쓰기 능력 간의 관련성을 밝
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가 꾸민 이야기의 이야기 구조개념, 이야기의 길이, 사용된
품사의 종류, 그리고 문장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에 나타난 이야기 구조개념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유아의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의 단어수, 문장수, 그리고 문장 당 평균 단어수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유아의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에 나타난 품사 및 문장의 유형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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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말하기와 쓰기의 특징 및 관계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로 할 수 있지만, 글로 나타낼 수도 있다. 말과 글에는
화자나 작가의 생각, 삶에 대한 태도, 의식구조 등이 그대로 반영된다.
말하기는 지식이나 정보를 음성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으로, 창조적인 의미 생성과 표현의
과정이다. 말을 할 때는 목소리의 크기나 말의 속도 등 음성을 통제하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몸짓이나 얼굴 표정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듣는 사
람의 반응에 민감하여야 한다(이연섭, 강문희, 1986).
말하기와 쓰기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 말하기로 의
사소통이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사회가 요구하는 말하기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쓰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text)을 쓰려면, 인쇄된 문장에 대한 개
념(print concepts)과 자․모음 구성의 원리와 같은 관습적인 사용법을 알아야 한다(Koralek,
2007). 이와 같이 말하기와 쓰기는 관습적인 형태를 익혀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문
화적인 성격을 띤다. 이외에도 자신의 배경 지식을 근거로 주어진 맥락에 따라 의미로 구성
하고 표현한다는 점이 동일하다(서현석, 2005).
한편, 말하기와 쓰기는 맥락의존도나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의 면에서 다르다. 말
하기는 화자와 청자가 대면한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고, 손짓, 억양, 표정, 어조 등 부
수적인 표현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인적ㆍ물적 요소를
고려하여 강조하거나 반복해서 말할 수 있고, 청자가 즉시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면에서 맥락 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반
면에 쓰기는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계획
이 가능하고 다 적은 후에도 계속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복잡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전달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보다는 쓸 때 더 높은 수준의 사고가 필요하다
(이문정, 2001; 이영자, 이종숙, 1996).
말할 때는 상황과 맥락을 조절해 가며 언어 이외의 표정이나 몸짓 등의 다른 표현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경우에는 탈상황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상황적인 전달매체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소근육 운동, 시각적 지각, 그리고 눈-손 협
응 등의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글자를 바르게 쓰려고 주의를 기울이는 동안 무엇을 쓰려
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이야기 도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박미라, 2002).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듣기ㆍ말하기가 발달한 다음 읽기ㆍ쓰기가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환경 속에서 이 네 가지는 동시에 발달한다(Sulzby, 1985). 유아는 가정과 유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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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기관의 교실에서,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성인이 쓰는 것을 보고 눈에 띄는 인쇄된 글자를
관심 있게 보면서, 인쇄된 글자는 정보 교환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또한 쓰
기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인식 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말하기와 쓰기는 언어적 기능의 특성상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동시에 많은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 유아의 말하기 능력은 쓰기 능력에 영향을 준다(이병래, 2000; 주영희,
2001; Kamii & Manning, 2002). 언어 발달의 초기에 말하기와 쓰기의 구조는 아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다만 씌어진 언어인 쓰기는 말하기처럼 빨리 발달하지 않는다(이승복, 1994). 쓰
기는 말하기, 듣기, 읽기와 상관이 있으며, 말하기, 듣기, 읽기에 작용하는 많은 기능들은 쓰
기에도 적용 된다(이차숙, 1998). 쓰기는 때때로 말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고 말은 쓰기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있는 생산적인 형태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김은숙, 2000). 이와
같이 구어인 말하기와 문어인 쓰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 둘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
해 언어발달이 더욱 촉진됨을 알 수 있다(조희숙, 김선옥, 정정희, 2006).

2. 이야기 꾸미기의 성격 및 평가
이야기 꾸미기는 유아가 생각한 것을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자유롭게 말이나 글로 표현
하는 창작활동으로 일상적인 대화, 실생활의 사건, 실제의 삶과는 다른 허구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임영심, 1997). 이야기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과정은 이야기를 듣거나 읽어
서 이해하는 과정과는 달리, 필요한 단어를 선택하고 문장을 조직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
한 상징과 기호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하기에, 더 많은 사고가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고등
정신기능을 계속 활용하게 되어 메타 언어적 사고능력이 발달하게 된다(박미라, 오미경,
2000).
이야기가 되려면, 사건들 간의 시간적 인과 관계와 이야기 전개의 논리성이 있어야 한다.
즉 등장인물을 설정하고 하나의 주제를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며 대상이나 상황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괄되게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과 다른
등장인물들이 등장하여야 하는 필연성이 잘 드러나도록 이야기 연결에 응집성이 있어야 한
다. 이야기를 꾸미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리적 조직 능력과 함께, 이야기 형식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말로 한 것이건, 글로 쓴 것이건 유아의 이야기 꾸미기에는 유아의 이야기 구
조개념, 언어능력, 그리고 상상력과 창의성이 반영된다(김경철, 채미영, 2002). 유아가 글이나
말로 이야기를 하려면 이야기의 구조적인 형태를 알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야기 구조란 이야기 구성 요소들이 엮어져 구성되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짜임새(채종옥,
2002)로, 대부분의 이야기 글에 있는 조직적 구조이다. 배경ㆍ주제ㆍ줄거리 등의 이야기 구
성 요소들이 논리적으로 잘 순서화된 이야기는 이해하기가 쉽다. 이야기 구조가 잘 짜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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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자주 듣다보면 이야기 도식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이야기 도식은 유아가 여
러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에 대한 이해와 회상을 용이하게 한다(박혜경, 정대련, 박소
연, 이현주, 2004).
이야기 구조개념은 이야기 형식에 대한 지식과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능력
으로써 이야기를 꾸미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능력이다(임영심, 김경철, 채미영, 2003; 이영자,
박미라, 1992). 이야기 구조는 유아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한다(Leu & Kinzer, 1991). 이야기 구조의 기준은 크게 논리적 일관성과 이야기의 응집력이라
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석된다(이문정, 2001). 논리적 일관성이 이야기의 전체 구조를 얼마나
만족시키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라면, 이야기의 응집력은 이야기 속의 참조적인 인물이나 사
건들이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따라서 잘 짜여진 구조를 가진 이야
기는 논리적 일관성과 응집력 수준이 높다. 또한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 부분이 나타나는
데 시작 부분에는 인물과 배경이 나타나는지, 중간 부분에는 사건들이 시간적 순서를 갖고
있는지, 끝 부분에는 결말을 알리는 진술을 사용하였는지 등이 나타나야 한다(임영심, 1997).
유아가 지은 이야기의 길이와 그 이야기의 문법 발달 수준은 유아의 언어능력 평가를 위
한 준거가 될 수 있다. 이야기 길이는 유아가 꾸민 이야기의 양을 의미하며, 보편적으로 단
어수, 문장수, 문장 당 평균단어수로 측정된다(원선임, 1999; 이두현, 1998). 단어는 자립성을
가진 1개, 또는 2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최소단위이다. 문장 당 평균단어수는
유아의 문법 능력에서의 변화 속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실험
심리학용어사전, http://cogpsych.org/dict/). 이는 하나의 문장이 몇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말하기와 쓰기에서 유창성, 복잡성, 성숙도, 정교함을 측정하는
구문 발달의 지수로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다(정남미, 1996). 이야기를 꾸밀 때는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길게 산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O'Donell-Johnson, 1999). 그러므로 문장 당 평균단어
수가 많을수록 언어발달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아가 지은 이야기에 출현하는 품사 종류와 문장의 유형을 분석하여 문법의
발달 수준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김경철, 채미영, 2002). 품사는 문법단위에서 매우 일반화된
기본단위로 명사ㆍ대명사ㆍ수사ㆍ동사ㆍ형용사ㆍ관형사ㆍ부사ㆍ감탄사ㆍ조사의 9 품사로 구
분된다. 각 품사는 그 기능상 특질에 따라 명사ㆍ대명사ㆍ수사는 체언으로, 동사ㆍ형용사는
용언으로, 관형사ㆍ부사는 수식언으로, 감탄사는 독립언으로, 그리고 조사는 관계언으로 구
분된다(노대규, 김영희, 이상복, 임용기, 성낙수, 최기호, 2000).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품사
연구(이정화, 조부월, 1999; Choi, 1995)에 의하면 명사ㆍ동사와 같이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체
언의 발달이 선행되고 관형사ㆍ부사와 같은 수식언은 나중에 발달한다. 품사의 사용은 연령
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대명사의 경우 유아의 어휘가 발달함에 따라 구체적인 어휘로 바
뀌기 때문에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이연섭, 권경안, 김성일, 1979), 수식언을 사용하는 유아
들은 좀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김경철, 채미영,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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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은 문법적으로 독립된 단어, 혹은 통사적으로 서로 관련된 단어들의 집합으로 구성되
는 문법 단위로, 종결어미로 끝나며 일반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다. 문장은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단 한 번만 성립하는 단문과 이 관계가 두 번 이상 성립하는 복문으로 구
분된다. 복문은 다시 내포문과 접속문으로 구분된다. 내포문은 그 자체로는 단문으로 기능하
지 못하여 주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문장이며, 접속문은 2개 이상의 절을 지니는 경우의
문장을 말한다.
Borvin과 Sutton-Smith(1977)에 의하면 이야기 구조가 단순할수록 단어나 문장의 수가 적고
이야기 구조가 복잡할수록 복문을 더 많이 사용하여 이야기를 복잡하고 길게 산출한다. 일
반적으로 일상적인 대화 속의 발화나 이야기 꾸미기에서 나타난 문장의 형태는 단문에서 복
문으로의 발달 경향을 보인다(김경철, 채미영, 2002). 서은정(1994)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서 5,
6세 유아는 단문보다 복문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I시에 소재한 W대학 부속유치원의 5세반(만 6세) 유아 95명
(남: 49, 여: 46)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맞춤법은 부정확하
나 자신이 쓰고자 하는 바를 교사의 도움 없이 쓸 수 있다고 담임교사가 평가한 유아들을
목적표집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 및 평균월령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 및 평균월령
성별(사례수)

평균월령

SD

남아(n=49)

76.14

3.79

여아(n=46)

77.61

5.32

합계(n=95)

76.87

4.96

*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월령은 본 연구 시작일인 2006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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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구어 이야기 구조개념 발달 단계
이야기말하기에 나타난 유아의 이야기 구조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이영자, 박미라(1992)의
구어 이야기 구조개념 발달 단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등장인물
내 행동의 계열화나 등장인물간의 관계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이야
기말하기의 구조개념 측정시 사용된 그림조각은 이영자, 박미라(1992)의 연구에서 사용되었
던 융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사람 7명, 동물 5마리, 탈 것 6개, 집과 나무 등의 배경
그림 4개로 총 22조각이었다.
이야기말하기에 나타난 이야기 구조개념은 0～5단계로 각 단계마다 1점씩 부여해서 점수
범위는 1점～6점이었다. 전체 자료의 30%를 대상으로 채점자간의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94% 이었으며 일주일 뒤 채점자내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구어 이야기 구조개념 발달 단계 및 특징은 표 2와 같다.
<표 2> 구어 이야기 구조개념 발달 단계 및 특징
단계

명칭

0

단순 나열기

1

이야기 형태 인식기

2

초보적 이야기 진술형성기

3

단순 나열식 이야기 형성기

특징
․제시된 자료를 탐색하면서 그에 적절한 이름을 명명
한다.
․이야기 구조 중 일부 카테고리를 인식하기 시작하며
등장인물의 행위를 각각 나열한다.
․등장인물내의 행위는 짧게 순서화 되지만 등장인물
간 행동의 계열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점수
1

2

3

․등장인물 간 상호작용이 부분적으로 일어나며 등장인
물 간 행동의 계열화도 부분적으로 일어나지만 특정

4

주인공은 없다.
․주인공이 설정된다.
4

연결적 이야기 형성기

․이야기 전체에서 등장인물 간 상호작용이 보이며 이

5

야기는 계열적으로 순서화 된다.
․등장인물간의 상호작용이 높다.
5

논리적 이야기 형성기

․이야기는 복잡한 이야기의 구조(배경-계기가 되는 사
건-시도-삽입 에피소드-계기가 되는 사건-내적반응-

6

시도-결과)계열을 유지한다.

2) 문어 이야기 구조개념 발달 단계
이야기쓰기에 나타난 유아의 이야기 구조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박미라(2002)의 문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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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조개념 발달 단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어적인 언어표현, 장(page) 전환의 인식,
장면 의존적인 문어적 특징을 중심으로 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문어 이야기 구조개념 측정
시 사용된 그림조각은 박미라(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사람 5명, 동물 10마리, 탈 것
2개, 집과 나무 등의 배경그림 3개, 기타 4개로 총 24조각이었다.
글로 쓴 이야기에서 나타난 이야기 구조개념은 0～5단계로 각 단계마다 1점씩 부여했으
며, 2단계와 5단계는 각 하위단계마다 1점씩 부여하여 점수범위는 1점～10점이었다. 전체 자
료의 30%를 대상으로 채점자간의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92%이었으며, 일주일 뒤 채점자내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문어 이야기 구조개념 발달 단계
및 특징은 표 3과 같다.
<표 3> 문어 이야기 구조개념 발달 단계 및 특징
단계

명칭

0

단순 명명기

․유아가 구성한 장면의 그림에 각각 이름을 붙인다.

1

1

단순 진술기

․각 장(page)에 등장인물의 행동을 진술한다.

2

2-1: 장면 비 연결기
2

행동
연결기

2-2: 장면 부분 연결기

2-3: 장면 연결

3

단순 사건 배열기

4

단순 이야기 구조 발현기
5-1: 배경-계기가 되는
사건- 시도- 결과
단순

5

이야기
구조
형성기

카테고리 형성

특징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어떤 사건이 장에서는 계열성을 보
이지만 다음 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1쪽에 나오는 이야기의 내용이나 등장인물의 행동들이
다음 장에 부분적으로 연결된다.
․장을 연결하여 짧게 시간적인 계열성을 보이지만 등장인
물 간 행동은 병렬적으로 진술된다.
․하나의 사건이나 등장인물의 행동을 장을 연결시켜 계열
화 한다.
․이야기 구조가 나타나지만 위계적이지 못하며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렵다.
․등장인물이 어디에서 살았는지, 주인공의 행동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5-2: 내적 반응․반응 ․5-1 단계에서 나타나지 않은 내적 반응이나 반응의 카테
의 카테고리 출현

고리가 더 첨가된다.

5-3: 카테고리 위계적 ․배경, 계기가 되는 사건, 내적 반응, 시도, 결과, 반응의
출현

카테고리가 위계적으로 모두 나타난다.

점수

3
4

5

6

7

8

9
10

3) 이야기의 길이 분석 기준
이야기의 양이라 할 수 있는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경철, 채미영(2002), 윤진주(2005),
정남미(1996)의 분석 기준을 참고로 단어수, 문장수, 문장 당 평균단어수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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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방법으로는 각 해당범주에 해당하는 유형이 나타날 때마다 체크하였으며 1회를 1점으
로 점수화하였다. 문장 당 평균 단어수는 총 단어수를 총 문장수로 나누었다.
표 4는 이야기 길이 분석 기준 및 예이다.
<표 4> 이야기 길이 분석 기준 및 예
구분
․체 언(대명사, 수사)
단
어

ㆍ용 언(동사, 형용사)
ㆍ수식언(관형사, 부사)
ㆍ독립언(감탄사)
ㆍ관계언(조사)

분석기준

예

․일정한 의미와 결합된 음의 연속으로서
문법적으로 일정한 용법을 가질 수 있 ․코끼리/가/동물원/에/있어요.
는 단위

→ 단어수: 5개

ㆍ무의미한 소리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유형의 문장

단문

․둘 이상의 절이 접속되지 않고 자기 안 ․동생이 봤어요.
에 내포문을 갖지도 않는, 즉 동사를 하 → 문장수: 1개
나만 갖는 문장

문

․내포문: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농사가 잘 되기를 금년에도

장

성분 노릇을 하는 문장
복문

․접속문: 절들이 대등하게 이어진 대등접
속문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을 종속접
속문으로 구분된다.

바란다. → 문장수: 1개
․철수는 중학생이고 영희는 초
등학생이다. → 문장수: 1개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문장수: 1개

4) 품사 및 문장 유형 분류 기준
품사 및 문장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김경철, 채미영(2002), 류관수(2000), 이정화, 조부월
(1999)등의 연구를 참조하여 품사의 종류와 문장 유형을 분류하였다.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의 9가지로, 그리고 문장 유형은 단문과 복문
으로 분류하였다. 채점방법으로는 각 해당범주에 해당하는 유형이 나타날 때마다 체크하였
으며 1회를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2006년 10월 9일에서 10월 13일 까지 연구대상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T 유치원
의 유아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 과정에서 나
타나는 유아의 반응과 제공되는 그림조각의 수, 소요 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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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유아교육기관에서 마련해 준 조용한 빈 교실에서 개별 유아를 대
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이야기말하기의 전 과정은 녹음을 하여 전사를 하였으며, 이야기쓰기는 유아의 쓰기표본
을 수집한 뒤 각각의 분석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그림조각의 수는 유아가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그림조각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
리고 유아 1인당 이야기말하기는 5～10분정도 소요되었으나 이야기쓰기는 개인차가 심하여
15～40분 정도 소요되어서 본 조사에서는 2～3명을 한 그룹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그리
고 검사대상인 유아들이 서로 등을 돌리도록 책상을 배치하고 쓰기를 하는 동안에는 신체적
ㆍ언어적 상호작용을 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유아들이 이야기쓰기를 하는 동안 이를 지
키도록 검사자가 안내하였다.
2) 검사자 훈련
유아의 이야기 꾸미기 활동은 본 연구자들이 직접 실시하였다. 검사자로 참여한 연구자 2
인은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본 연구자들이 이야기 구조개념, 이
야기 길이, 그리고 품사 및 문장 유형을 측정하고 분석을 하였다. 검사 실시 방법과 검사시
유의점, 분석기준과 채점방법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은 서로 상
의하여 조정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수집된 유아의 이야기말하기․이야기쓰기 자료는 검사자
2인이 원본과 복사본을 각각 동시에 채점하였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상호 재조정하여 일
치율이 100%에 이르도록 반복하여 검토하였다.
3) 본조사
본조사는 2006년 10월 16일에서 11월 3일 까지 연구대상 유아교육기관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야기 말하기는 총 22개의 그림조각을 항목별로 접시에 담은 후 유아에게 이
야기를 꾸며서 말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때 연구자인 검사자는 “00야, 선생님이 무엇을 준
비했는지 볼래?, 무엇이 있니?”라고 말하면서 유아에게 그림조각들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여기에 있는 그림조각들을 이용해서 네가 이야기를 꾸며서 말해볼 수 있겠
니?, 그림조각은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돼” 라고 제안하였다.
이야기쓰기는 총 24개의 그림조각을 항목별로 접시에 담은 후 유아에게 이야기를 글로 써
서 이야기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때 검사자는 “00야, 여기에 어떤 그림들이 있
니?”라고 말하면서 유아에게 그림조각들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여기 있는
그림조각들을 이용해서 네가 쓰고 싶은 대로 글로 적어서 이야기책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니?,
그림조각은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돼”라고 제안하였다. 글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는 유아에
게는 “모르는 글자는 선생님이 쓸 수 있도록 도와줄게”라고 격려하면서 유아글을 쓰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갖지 않도록 배려하였으며, 유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아가 구술하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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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 적어 주었다.
이야기말하기의 전 과정은 녹음과 검사자의 기록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검사는 개별면접
으로 실시되었다. 이야기쓰기는 이야기말하기에서 사용되었던 비슷한 유형의 그림조각들에
대한 기억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이야기말하기 검사를 한 다음날 유아 2～3명씩 소그룹을 구
성하여 진행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PC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평
균월령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 1과 3을 검증하기 위
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했으며,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최소값, 최대값, 최빈값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문제 1, 2와 관련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에서 유아의 이야기 구조개념
유아의 말로 한 이야기 꾸미기와 글로 쓴 이야기 꾸미기에 나타난 이야기 구조개념 단계
를 알아본 결과, 표 5와 같았다.
<표 5>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의 이야기 구조개념의 단계
구분
이야기
말하기
이야기
쓰기

빈도(%)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전체

2( 2.1)

7( 7.4)

14(14.7)

31(32.6)

26(27.4)

15(15.8)

95(100.0)

0( 0.0)

19(20.0)

2-1

29(30.5)

2-2

2( 2.1)

2-3

11(11.6)

14(14.7)

10(10.5)

5-1

6( 6.3)

5-2

1( 1.1)

5-3

3( 3.2)

95(100.0)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야기말하기는 3단계가, 이야기쓰기는 2-1단계가 가장 많이 나
타났다. 이야기말하기에서 이야기 구조개념은 3단계가 3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4단
계 27.4%로, 과반수 정도의 유아들이 3단계와 4단계로 나타났다. 2단계와 5단계는 각각
14.7%, 15.8%로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0단계나 1단계는 각각 2.1%, 7.4%로 소
수 이었다. 이야기쓰기는 2-1단계가 3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단계 20.0%로 과반수
정도의 유아들이 1단계나 2-1단계이었다. 그 다음은 3단계로 14.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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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에서의 이야기 구조개념 간의 상관
구분

말하기에서의 이야기 구조개념

말하기에서의 이야기 구조개념

1.00

쓰기에서의 이야기 구조개념

쓰기에서의 이야기 구조개념

.45**

1.00

**p<.01.

이야기말하기 능력과 이야기쓰기 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말하기와 쓰기에서의
이야기 구조개념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r= .45로 p<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한 상관이 나타났다(표 6 참조).
요약하면, 이야기말하기에서는 이야기 구조개념의 3, 4단계가 많았으나, 이야기쓰기에서는
1, 2단계가 많았다. 그리고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 쓰기에서 이야기 구조개념은 유의미한 상
관이 있었다.
2.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에서 이야기 길이
유아의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의 길이를 단어수, 문장수, 그리고 문장 당 평균단어수
로 비교해 본 결과, 표 7과 같았다.
<표 7>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에서 이야기 길이
단어수
구분

이야기
말하기
이야기
쓰기

최소값 최대값 최빈값

13.00

401.00

33.00

2.00

170.00

21.00

문장수
M
(SD)
77.86
(58.05)
40.11
(24.36)

최소값 최대값 최빈값

1.00

58.00

5.50

1.00

14.00

4.00

문장 당 평균단어수
M
(SD)
11.72
( 9.33)
6.16
( 2.79)

최소값 최대값 최빈값

3.00

37.00

8.00

3.33

15.00

5.50

M
(SD)
7.73
( 4.14)
6.52
( 2.17)

단어수는 이야기말하기가 33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야기쓰기는 21개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단어수의 평균을 보면 이야기말하기가 77.86개였고 이야기쓰기는 40.11개로, 이야기
말하기의 양이 훨씬 더 많았다. 문장수는 이야기말하기가 5개나 6개로 가장 많았고 이야기
쓰기는 4개인 경우가 가장 많아, 문장수도 이야기말하기가 1개 더 많았다. 그러나 문장 당
평균단어수는 이야기말하기는 평균 7.73개이고, 이야기쓰기는 6.52개였다. 즉, 단어수나 문장
수는 이야기말하기가 이야기쓰기보다 더 많았으나, 문장 당 평균단어에서는 둘 간에 큰 차
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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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가 말로 한 이야기와 글로 쓴 이야기의 길이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표 8과 같았다.
<표 8>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에서 이야기 길이의 상관
이야기말하기

구분

이야기
쓰기

단어수

문장수

문장 당 평균단어수

단어수

.203

.157

.118

문장수

.296**

.256*

.011

.045

.043

.138

문장 당 평균단어수
*p<.05, **p<.01.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의 길이 간에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나, 문장수에 있어서 낮은 상관이 나타났다(r= .256, p< .05). 이외에 이야기쓰기의 문장수
는 이야기말하기의 단어수(r= .296, p< .01)와 낮은 상관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유아가 말
한 이야기의 양과 쓴 이야기의 길이 간에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에서 품사 및 문장의 유형
유아의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에 나타난 품사의 종류를 알아본 결과, 표 9와 같았다.
이야기말하기에서는 명사가 38.35%로 가장 많았고 조사가 30.15%, 동사가 24.61%의 순으
로 많았다. 반면 감탄사가 .15%로 가장 적었고, 대명사도 .53%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
야기쓰기에 사용된 품사의 유형을 보면 명사 34.16%, 조사 32.58%, 동사 24.95%의 순으로 많
<표 9>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에서 품사의 종류
체언

구분
반응

빈도(%)

용언

수식언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94

20

35

89

28

독립언 관계언

전체합

부사

감탄사

조사

51

69

9

92

-

2211

7332

이야기

유아수

말하기

빈도

2689

39

85

1805

108

159

225

11

(%)

(36.68)

( .53)

( 1.16)

(24.62)

( 1.48)

( 2.17)

( 3.06)

( .15)

95

14

24

93

17

44

44

6

93

-

1280

3928

반응
이야기

유아수

쓰기

빈도

1342

27

67

980

26

99

89

18

(%)

(34.17)

( .69)

( 1.71)

(24.96)

( .66)

( 2.52)

( 2.26)

( .45)

(30.15) (100.00)

(32.58)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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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감탄사가 .45%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즉,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 모두에서, 명사
ㆍ조사ㆍ동사의 순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감탄사ㆍ대명사의 순으로 적었다.
유아의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의 문장 유형을 알아본 결과, 표 10과 같았다.
빈도(%)

<표 10>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에서 문장의 유형
구분

단문

이야기말하기

281(25.78)

이야기쓰기

177(30.20)

복문
내포문

접속문

479( 59.21)

330( 40.79)
809(74.22)

284( 69.44)

125(30.56)
409(69.80)

문장합

1090(100.0)

586(100.0)

문장 유형 중 단문은 이야기말하기는 25.78%이고 이야기쓰기는 30.20%이었다. 복문은 이
야기말하기는 74.22%이고 이야기쓰기는 69.80%이었다. 즉, 문장수는 이야기말하기가 이야기
쓰기의 2배 정도 많았으나 사용된 단문과 복문의 비율은 이야기말하기나 이야기쓰기가 비슷
한 정도로 나타났다. 이야기말하기는 복문 중 내포문이 59.21%이고 접속문이 40.79%이었다.
이에 비해 이야기쓰기는 내포문이 69.44%이고 접속문이 30.56%로, 내포문이 훨씬 많았다.
요약하면,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에서 유아가 사용하는 품사의 종류 및 문장의 유형
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5세반 유아(만 6세)의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에 나타난 이야기
구조개념의 단계와 문법발달 정도를 비교하여, 말하기와 쓰기 간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
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근거하여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유아의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에 나타난 구조개념 간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말하기에 나타난 이야기 구조개념에서 3～4단계가 가장 많이 나타나
(60.0%), 이영자, 박미라(1992)의 연구에서 과반수 정도(58.33%)가 4단계이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박혜경, 정대련, 박소연, 이현주(2004)의 연구에서 과반수 훨씬 넘는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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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가 2～3단계이었던 것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본 연구나 이영자, 박미라(1992)의
연구에서는 5단계가 약간(15.8%, 20.83%)이었으나, 박혜경, 정대련, 박소연, 이현주(2004)의 연
구에서는 아주 소수(5.3%)이었다. 이는 앞의 두 연구의 대상이 대학부속기관에 재원 중인 유
아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야기말하기에서 구조 개념에 유아가
속한 환경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의 이야기 구조개념 단계를 비교해보면 이야기쓰기는 3～5단계
에 비하여 1단계나 2단계가 많고, 이야기말하기는 1～2단계 보다는 3～5단계에서 비율이 높
았다. 즉, 이야기 구조개념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야기말하기에 비하여 이야기쓰기의 비율
이 현격히 낮아졌다. 문어로 이야기기를 구성할 때, 글자쓰기가 부담이 되어 유아가 문어 이
야기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McGee와 Richgels(1996)이나 Calkins(1986, 박미라, 2002에서 재
인용)의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머리 속의 이야기 도식을 쓰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말하
기와는 달리 쓰기에서 요구되는 소근육 협응, 시지각, 한글에 대한 지식 등의 과제가 유아에
게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유아의 이야기 구조개념 발달을 위해서는 유
아가 이야기 도식의 형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하기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유아의 이야기꾸미기에서 단어수와 문장수는 이야기말하기가 이야기쓰기보다 2배
정도 많았으나 문장 당 평균단어수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유아가 이야기말하기를 이야
기쓰기보다 길게 하였다는 것은, 말로 꾸민 문장의 전체적인 수가 많은 것이지 문장 한 개
한 개의 길이가 더 길다는 것은 아님을 뜻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야기말하기의 길이와
이야기쓰기의 길이는 상관이 없었으며, 유아간의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를 고려할 때, 유아가 꾸민 이야기의 길이만을 가지고 그 문법발달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말하기의 경우, 유아들 간의 개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
유진의 연구(2000)에서도 나타난 바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값과 최대값 간의 범위가 단어
수는 13～401개, 문장수는 1～58개, 문장 당 단어수는 3～37개였다.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한유진(2000)의 연구에서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한 결과, 단어수는 8～127개, 문장수는 0～
49개, 문장당 단어수는 2.59～25.25개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만 6세인 유치원의 5세반 유아
임을 고려할 때, 말하기의 길이는 4, 5세보다 길지만, 개인차의 폭은 거의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간 개인차의 폭이 큰 경향은 이야기쓰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문장 당 단어수는 7.73개이었는데, 정옥분(2002)의 연구에서도 유아기말에는 6～
7개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유아의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에 사용된 품사의 종류와 문장의 유형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많이 사용된 품사의 종류는 명사ㆍ조사ㆍ동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감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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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명사의 사용 비율은 낮았다. 이러한 품사 사용의 경향은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에
서 동일하였다. 이는 이연섭, 권경안, 김성일(1979)의 연구에서 5세 말하기의 경우, 명사의 평
균 출현율이 가장 높았고 감탄사가 가장 적게 나타나는 품사이었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 이 연구에서는 품사 분류범주에 조사가 없는 상태에서 명사 다음에 동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면에서 조사를 제외하고는 명사 다음으로는 동사가 가장 높은 비율인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또한 의사소통에 필수적인 명사나 동사가 먼저 발달하고 높은
수준인 부사나 관형사 등의 수식언은 나중에 발달한다는 선행연구(김경철, 채미영, 2002; 이
정화, 조부월, 1999; Choi, 1995)의 결과와 같다. 이와 같이 말로 이야기를 지을 때 사용하는
품사의 유형과 글로 이야기를 지을 때 사용하는 품사의 유형이 유사하였다는 것은, 사용된
품사의 유형이라는 면에서는,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는 문법수준이 유사함을 의미한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유아의 말로 이야기꾸미기에서 단문(25.78%)보다는 복문(74.22%)의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이는 5, 6세를 대상으로 한 서은정(1994)의 연구에서 단문이 25%이고 복문이
75%이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이야기말하기와 이야기쓰기는 이야기 구조개념, 문장 당 평균단어수, 품사
및 문장의 유형과 같은 면에서 그 문법 발달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이야기말하기 능력은 이야기쓰기 능력과 상관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이야기말하기 능력
의 발달을 고무하는 활동은 이야기쓰기의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말하기와 쓰기는 동일한 표현언어 형태이며 유사한 능력이 관련된다. 쓰기 능력
이 제한적인 어린 유아들에게는 말하기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후의
쓰기 발달이 용이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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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ory-Telling
and Story-Writing of Children

Youn, Jinju․Kim, Youngsil․Ham, Eun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tory-telling and
story-writing through the analysis of structural concepts of story-telling and story-writing as well as
the length of stories, and the types of sentences and parts of speech.
For this study, tests on story concept and written story structure were conducted, with 95
children aged 6 as subjects. This study has found that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story structure
concepts of story-telling and story-writing. The stories were longer in story-telling than in
story-writing. Yet, both showed almost the same level as far as the number of words used per
sentence was concerned.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story-telling and story-writing in terms of
the story length. The types of sentences and parts of speech used in making stories were found to
be similar in story-telling and story-wri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