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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그림책, 영아, 어머니의
삼자간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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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영아와 어머니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그림책의 매체적 특성이 이들 간의 상호작용
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따라서 색깔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
루지만 글과 그림의 형식에는 차이가 있는 영아용 그림책 5권을 도구로 하여 24개월(범위: 19-30
개월)을 전후한 영아와 어머니 66쌍의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분석하였다. 영
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언어적 의사소통전략의 사용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사용으로 구분하
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그림책의 종류에 따라 어머니가 사용하는 책 읽기 전략적 의사소통뿐만
이 아니라 영아의 의사소통반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즉, 그림책의 글과 그림이
가지는 형식이 영아와 어머니가 그 형식에 적합하게 의사소통 방식을 바꾸어 나감을 알 수 있었
다. 논의에서는 그림책의 종류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의사소통방식이 무엇인가를 정리하였
으며, 영아와 어머니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맥락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주 제 어》
•영아기 의사소통(Communication in infancy)
∙삼자간 상호작용(Triadic interaction)
∙책읽기 전략(Reading strategy)
∙책읽기 상호작용(Reading interaction)

* 한국아동발달지원센터장, email : educhild@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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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동안 영아와 어머니 간의 상호작용 혹은 의사소통은 영아와 어머니 외에 제 3의 대상이
존재하는 삼자간인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연구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
용을 매개하는 제3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삼
자간 상호작용의 발달적 중요성과 이러한 상호작용이 영아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들에 의하여 차이가 나타난다는 중요한 설명들 속에 정작 제3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들에 따라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였다.
삼자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주로 영아와 어머니가 장난감을 가지
고 노는 자유놀이 상황을 통하여 관찰되었다(김민화, 곽금주, 2004; Dunham & Moore, 1995;
Landry, Smith, & Swank, 1997; Messinger & Fogel, 1998; Newland, Roggman, & Boyce,
2001; Saxon, Clombo, Robinson, & Frick, 2000; Tomasello, 1995). 장난감을 중심으로 한 놀이
에서 쌍방 간의 주도적인 상호작용과 반응적인 상호작용의 패턴, 즉 어머니가 영아의 관심과
주의를 끌어 놀이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전략이나 영아가 어머니를 자신의 놀이에 개입시키고
자 하는 전략들이 발달적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상호작용의 차이가 어
머니의 민감성과 같은 양육자의 변인(Adamson & Bakeman, 1985; Tomasello & Farrar, 1986)
과 기질이나 애착의 안정성과 같은 영아의 변인(김민화, 곽금주, 김수정, 2004; Adamson &
Bakeman, 1985; Mundy, 1995; Mundy & Gomes, 1998; Mundy & Hogan, 1994; Trevarthen
& Aitken, 2001)에 의해서 차이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삼자간 상호작용
을 매개하는 장난감의 특성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장난감이 매개된 삼자간
상호작용이라 함은 분명 영아와 장난감간의 상호작용, 어머니와 장난감간의 상호작용이 포함되
어 있음에도 설명이 되는 것은 영아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그쳐왔다.
여기서 다시 생각한 것은 영아기에 장난감보다도 더 분명한 삼자간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는
맥락은 책읽기 상황이며, 책의 속성은 비교적 분명하게 대비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영아기에
는 혼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더 나이든 시기와는 달리 누군가 책을 보여주고 읽어줌으로써
책과 만나게 된다. 즉, 책과 영아 그리고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누군가와의 3자 대면을 통하여
책을 읽게 되는 것이다. 이때 그 누군가의 역할은 대부분 어머니가 맡게 되며, 결국 생의 초기
에 책과의 소통은 책, 영아, 어머니의 삼자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영아와 어머니의 책 읽기과정은 드물지 않게 연구되어왔다. 영아기에 가장 먼저 접
하게 되는 책의 형태는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그림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들은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방식을 관찰해왔다. 영아는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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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수동적인 반응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읽기 과정에 어떠한 활동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다(김재순 & 김희진, 2003; Crain-Thoreson, &
Dale, 1992; Morrow, 1983; Ninio & Bruner, 1978). 따라서 연구들은 영아와 어머니의 책읽기
를 “공유된 책읽기(shared book reading)"(Ortiz, Stowe, & Arnold, 2001). 혹은 "공동의 책읽기
(joint book reading)"(Murase, et al., 2005)로 기술하였다.
영아와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은 유아의 언어발달을 예측해주는 변인으로서 연구되어왔
으며(Krayenoord & Paris, 1996; Shapiro, Anderson, & Anderson, 1997; Whitehurst, et al.,
1988), 책읽기 과정에서 어머니가 사용하는 전략의 범주화하여 영아의 언어발달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어머니의 전략을 규명하고(김재순, 김희진, 2003; 한유진, 유안진, 2001; Ortiz, Stowe,
& Arnold, 2001;Pellegrini, Perlmutter, Galda, & Broda, 1990), 그러한 전략의 훈련이 영아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밝혀왔다(박선혜, 1996; Arnold, et al., 1994;
Ortiz, Stowe, & Arnold, 2001; Whitehurst, et al., 1994; Whitehurst, et al., 1988). 더 나아가
영아와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은 비교문화적인 차이가 있음이 연구되기도 하였고(Murase,
et al., 2005), 애착의 안정성과도 관련이 있음을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이민경, 2003;
Bus & Van Lizendoorn, 1995).).
그러나 책읽기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들 역시 장난감 중심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들과 마찬가
지로, 영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3자간의 상호영향력으로 설명되기보다는 영아와
어머니의 양자적 관계에서 설명되어왔다. 즉, 영아와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은 영아가 가지
고 있는 특성적 변인과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특성적 변인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정작 이 둘 간의 상호작용에 매개역할을 하는 책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아의 연령이나 어휘수준, 애착의 안정성 혹은 기질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가 자신의 의사소
통방법을 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도 어머니는 자신의 의사
소통방법이나 수준을 조절해 나갈 수 있다. 또한 반대로 영아는 어머니의 의사소통전략, 어머
니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특성에 따라 책읽기에 참여하는 방법이나 반응의 양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김재순과 김희진(2003)의 연구는 글자 있는 그림책과 글 없는 그림책을 읽는 과정에서 영아
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연구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 어머니는
글 없는 그림책에서 질문하기, 피드백 주기와 같은 상호작용이 더 빈번하였고, 영아역시 글 없
는 그림책에서 언어적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이 모두 높게 나탔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글 있는 그림책은 어머니가 주어진 글을 그대로 읽기가 더 쉽지만 글 없는
그림책에서는 어머니가 그림에 있는 이야기를 영아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다양한 어휘를 스스
로 만들어 사용하고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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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책의 형식과 주제 그리고 글과 그림의 특성들을 보다 전문적인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책의 형식과 글, 그림의 특징을 더 구체적
으로 비교하고 이러한 특징적 요소들에 의하여 영아와 어머니의 책읽기에서 나타난 의사소통
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
리는 영아와 어머니가 책의 어떠한 요소들 대한 소통구조를 공유하고 함께 즐기는가, 더 들어
가 영아가 처음 접하게 되는 책이라는 매체와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소통하는가에 대해 보다
많은 통찰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통찰은 분명 영아들을 위한, 그리고 영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책은 어떠한 요소들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까지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치를 가질 것
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양한 동일한 내용과 개념을 다루지만 다양한 형식과 주제로 구분될 수 있는 책
의 종류를 구분하고, 영아와 어머니가 책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의사소통방법을 취하고 있
음을 발견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들을 가
지고 영아와 어머니의 책읽기 상호작용에서 보이는 의사소통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첫째, 색깔 그림책의 특성에 따라 영아와 어머니의 책읽기 과정에서 보이는 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색깔 그림책의 특성에 따라 어머니가 영아에게 읽어주는 텍스트의 변형전략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색깔 그림책의 특성에 따라 영아와 어머니가 책읽기 과정에서 보이는 비언어적 의사소
통 전략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지역에서 모집된 총 66쌍의 영아(평균: 24.47개월, 범위: 19개월~30개월)와 어머니를 대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미리 선정된 5권의 그림책 중 2권을 무선으로 짝진 할당하
여 읽도록 하였고, 이들의 책읽기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이들 중 6명의 영아가 책읽기
를 지속하는 것을 심하게 거부하여 1권의 책만을 읽었고, 따라서 총 124개의 책읽기 사례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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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으며, 이를 분석하였다.
124개 사례의 영아와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 사례에서 56사례는 남아에 해당하였고, 68사례는
여아에 해당하였다. 또한 76사례는 개별 가정 방문을 통하여, 48사례는 어린이집 방문을 통하
여 수집되었다.

2. 연구도구
영아와 어머니의 책읽기 도구로 사용된 그림책은 색깔 개념을 소재로 한 그림책 5권이였다.
그림책의 선정은 글 작가, 그림 작가, 그리고 아동발달과 문학교육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색에
대한 내용의 깊이가 유사하고 24개월 영아에게 읽어주기 적절한 길이이지만, 글과 그림의 전개
방식, 이야기의 주제 및 구성이 서로 다른 5권의 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5권의 글과 그림의
샘플은 부록에 제시되었으며 연구를 통하여 모집된 그림책별 읽기 사례 수는 <표 1>과 같다.
표 1 . 연구도구 그림책과 수집된 읽기 사례 수

저자

출판사

본문
면수

크기

읽기
사례 수

두드려보아요

안나 클라라 티돌름 글, 그림

사계절

14

14x20.7cm

27

나의 색깔나라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 글,
로레타 크루핀스키 그림,
이상희 옮김

어린이중앙

14

22x29cm

24

몬테소리
CM

12

21x26cm

32

한울림
어린이

8

22.3x27.5cm

18

보림

12

21.7x22.5cm

23

제목

갈색 곰아, 갈색 곰아, 빌 마틴 주니어 글,
무엇을 보고 있니?
에릭 칼 그림, 김세실 옮김
우리엄마 어디 있어요?

기도 반 게네흐텐 글, 그림,
서남희 옮김

야옹이가 제일 좋아하 제인 커브레라 글, 그림,
김향금 옮김
는 색깔은?

<두드려보아요>의 경우, 글이 없이 그림만으로도 서사적 전달이 가능하지만, 전달하는 이야
기의 인과관계나 기승전결이 우리에게 익숙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낯선 인과적 구조를
연결시켜주는 고리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이며 여기에 색깔개념을 삽입하여 색에 초점을 두
도록 만든 책이다. 또한 글은 “두드려보아요.”, “~을 하고 있네요.”와 같은 동작의 묘사를 주축
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그림책과 차이를 보인다.
<나의 색깔나라>는 시의 형식을 빌린 그림책으로, 선정된 책 가운데 가장 많은 사물의 명칭
이 등장한다. 이렇듯 수많은 사물에 대한 설명이 은유적 표현을 빌린 색깔로 묘사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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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는 물론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사물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색에 대한 기술이 가장 많
다는 점에서도 다른 그림책과 차이가 있다.
<갈색 곰아, 갈색 곰아, 무엇을 보고 있니?>는 선명하고 화려한 색깔의 그림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다. 상상 속에 나올법한 색깔과 형태로 동물을 묘사하고 있어 시각적으로 주의를
끄는 매력이 있다. 그러나 주의를 끄는 것은 그림뿐만이 아니라 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글은
“무엇을 보고 있니?”라는 질문으로 호기심을 유발하며 “~를 보고 있다.”는 답을 통해 능동적인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엄마 어디 있어요?>는 글이 없이도 사건의 서사적 의미를 전달하는 또 하나의 책이다.
그림만으로도 주인공이 엄마를 잃어버려 찾고 있다는 극적인 요소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또
한 “하양이의 엄마일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긴장감과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어, 다른 책들에
비해 정서적인 호소를 가장 크게 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나 글에서 색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을 하는 것은 선정된 책 중에서 가장 적다는 특징이 있다.
<야옹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의 경우 확실한 일인칭 화자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
른 책들과 대비된다. 또한 마치 스무고개 형식을 빌린 퀴즈처럼 질문을 하고 답을 던지는 데,
이러한 형식은 주인공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 같은 긴장감을 준다. 더구나 질문의 답이 색
깔인 점은 ‘00색을 가진 XX'와 같은 방식으로 색과 사물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과 달리 색깔
에 대해 더 직접적인 주의를 둘 수 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5년 7월부터 8월 사이 어머니들의 동의와 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었던 서울
시내 4곳의 어린이집과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개별적으로 연구에 동의한 영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연구보조자들이 어린이집과 개별가정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모두 아동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 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이였다.
연구를 위한 책읽기 관찰은 어린이집 내에 마련된 조용한 방이나 개별가정에서 책상을 놓고
영아와 어머니가 함께 그림책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자는 어머니에게
미리 선정된 2권의 그림책을 주고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읽은 다음 정해진 순서대로 영아에
게 그림책을 읽어주도록 하였다. 영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는 어머니와 영아가 45도 위치로
책상에 앉도록 했으며, 그림책은 책상위에 펼쳐 놓아 어머니의 얼굴과 몸동작, 영아의 얼굴과
몸동작, 그리고 그림책의 펼친 면이 모두 한 화면에 잡힐 수 있도록 하였다. 간혹 어머니의 무
릎에 앉기를 원하거나 어머니에게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영아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처음에는 영아가 원하는 자세로 책을 읽어주지만 어머니가 서서히 정해진 배치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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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의 녹화는 영아와 어머니가 책을 놓고 어떠한 행위를 주고받는 경우에만 이루어졌고,
영아가 자리에서 이탈하거나 읽기 않겠다고 떼를 쓰거나 하는 시간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영아가 1권의 책을 읽고 두 번째 책읽기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는 1권만을 읽고 책읽기
를 마치도록 하였다. 3명의 영아는 심하게 떼를 써 전혀 책읽기가 불가능하였는데, 이들은 책
읽기를 중단하고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4. 측정도구
영아와 어머니의 그림책 읽기에 대한 평가는 한권의 책을 읽는 데 걸린 시간(초 단위)을 측
정하고 책의 모든 페이지를 함께 읽는데 성공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런 다
음, 어머니가 책을 읽어줄 때 사용한 언어적 의사소통 전략과 원문의 텍스트를 읽어줄 때 사용
한 전략,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을 평가했으며, 영아가 어머니와의 책읽기에서 보인
언어적 의사소통 반응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반응을 평가하였다.
영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의사소통 전략과 방법을 측정하기 위해서 언어적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들(김재순 & 김희진, 2003; 박선혜, 1996; 한유진 & 유안진, 2001; Arnold, et al., 1994;
Murase, et al., 2005; Ortiz, Stowe, & Arnold, 2001; Pellegrini, Perlmutter, Galda, & Broda,
1990; Whitehurst, et al., 1988)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범주들을 참고하여 <표 2>와 같은 측
정범주를 만들었다.
표 1 . 영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의사소통 측정 범주
행위 의사소통
주체
범주

행동범주
주의전환

어머니
의
책읽기
전략

행동정의
아동의 주의를 그림책으로 집중시키기 위한 어머니의 발화

효율적인 행동묘사 권유 영아의 재미적 요소를 증가시키기 위한 행동 권유
책읽기를
위한 직접적인 지시 주의집중을 위한 비언어적 행동의 직접적인 요구
발화

반응 예
짜잔!, 어머 여기 좀 봐, 그 다음은?, 우
아 이게 뭐야!
두드려봐, 똑똑!, 깡총깡총 해봐!
자, 한 장 넘겨봐!, 이리 와서 앉아!, 여
기 봐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여기
보면 돼!

시작과 마무리 책을 읽어주기 전에 책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다 읽은 후 정리 자 이제 엄마가 책을 읽어 줄 거야. 같
절차
하는 형식의 발화
이 볼까?, 다 읽었다! 안녕~!, 끝~

질문
(요구)
하기

포인팅질문

영아의 포인팅 반응을 기대하는 질문

원숭이 어디 있지?, 빨간색 어디 있지?

모방의 지시

언어적 모방을 요구하는 명명

기린! 따라 해봐!

네/아니오 질문

네/아니오의 대답이나 고개를 흔들거나 끄덕이는 반응을 기대 빨간색 여기 있지?
하는 질문
이게 고양이지?

이게 뭐야 질문 사물의 이름이나 명명을 기대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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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 질문

기능, 속성, 행위에 관한 답을 기대하는 질문

이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이게 뭐
하는 거야?

개방형 질문

무언가에 대해 기술할 것을 기대하는 비정형화된 질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명명

이건 말이네, 여기 빨간색, 어머, 여기
토끼가 있네, 잠자고 있네.

명명
경험연결하기
어머니
의
책읽기
전략

설명하기

피드백
주기

참조구하기

책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변의 사물들을 참조하여 설명 여기도 빨간색 있네,
하기
00이도 오늘 빨간색 입었지

지식전달하기

그림책에 나와 있는 사물이나 사건들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하 별님들은 하늘에서 잠잔데,
기
토끼는 풀을 먹고 살아.

칭찬과 확인

어머니가 요구한 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칭찬 혹은
맞아, 빨간색이지?
격려

모방(반복)

영아의 발화를 따라하거나 축소된 따라하기

영아: 우유 주세요.
어머니: 우유

다른 요소가 첨가된 반복

영아: 강아지,
어머니: 커다란 강아지

영아의 반응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정해주기

그건 호랑이가 아니야

음성

의미 없는 음성적인 발화

이~, 아쿠~

단어

한 단어 수준의 발화

강아지

구문

두 단어 이상의 구문발화

강아지가 걸어가, 이거 줘

확장
비평/정정

발화량

영아의
반응
발화기능

영아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의 요소들을 연결지어 설명하 우리 싸이판 갔을 때 공속에 거북이 들
기
은 것 샀지? 00이도 토끼 본적 있지?

자발적 명명

영아가 자발적으로 사물의 이름이나 사건을 명명 또는 기술 이거 고양이, 노란색 여기 있네

모방(반복)

어머니의 명명을 그대로 따라하거나 긴 발화 중 한 두 단어로 엄마: 고양이가 있었데,
축소해서 따라 말하는 것
영아: 고양이

포인팅요구

엄마의 포인팅을 요구하는 질문

이게 뭐야 질문 사물의 이름이나 명명을 기대하는 질문
반응적 명명

고양이 어디 있어?
이게 뭐야?

어머니의 질문이나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서 사물의 이름이나 여기! 노란색, 고양이가 뛰어가요, 엄마
사건을 명명하는 것
아냐!

영아의 짧은 주의집중 시간과 쉽게 주의가 분산되는 특성으로 인해 어머니가 책을 읽어줄
때에는 영아의 주의를 끌기 위한 전략들을 사용하였다. “어머, 이것 좀 봐!”와 같은 과장된 감
탄사뿐만 아니라 의성어나 의태어를 사용한 동작의 묘사 등 책읽기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다
양한 전략들이 사용되는데, 이것들을 효율적인 책읽기 전략으로 범주화하였다. 또한 어머니는
영아에게 책을 읽어줄 때 재미를 주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지식을 학습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책에 있는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 질문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영아에게 자
신이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기 마련이며, 마찬가지로 영아가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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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도록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전략을 질문하기와 설명하기로 범
주화하여 구분하였다. 그렇다고 영아와 어머니의 책읽기가 일방적인 가르치기로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질문에 대한 영아의 반응뿐만이 아니라 영아의 자발적인 반응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언어적인 반응과 행동적인 반응을 모두 동원하여 영아가 책읽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다. 이러한 어머니의 반응전략을 피드백주기로 범
주화 하였다. 경우에 따라 어머니는 영아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하기도 한다. 영아의 자발적인
반응을 무시하거나 혼을 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긍정
적인 전략과 부정적인 전략을 비교하는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정적 전략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았다.
영아의 언어적 반응에는 아직까지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아의 반응은 분명한 단어나
문장수준의 반응뿐만 아니라 발화의 기능적 차원도 분석에 포함하였다.
어머니의 텍스트 읽기 전략은 유아용 웩슬러 지능검사(K-WPPSI)의 ‘문장 따라 외우기’ 하
위검사의 채점 기준을 참고하여 한 문장 단위에서 가능한 변형의 범주들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표 3).
표 3. 어머니의 텍스트 읽어주기 전략

측정범주

정의

반응 예

생략

원래의 텍스트 문장에서 단어를 생 푸른 나무 밑에 작은 집이 있어요. (누가 살고 있
략하여 읽어준다.
는지) 들어가 볼까요?

치환

원문의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꾸어
보라색 고양이->보라색 야옹이
읽어준다.

원래의 문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 나를 바라보는 팔딱팔딱 초록 개구리를 보고 있
문장 내
은 새로운 단어를 첨가하여 읽어준 어.
첨가
다.
꽥꽥 노란 오리야 노란 오리야 무엇을 보고 있니?
까만 양아 까만 양아 무엇을 보고 있니? 그랬어.
문장 외 원문에는 없는 새로운 문장을 첨가
양은 하얀색이야 원래는 예지야. 검은 색이 아니
첨가
하여 읽어준다.
야.
반복

커다란 파란색 고래에요, 고래
원문의 문장 내 특정 단어를 반복
분홍색 돼지가 분홍색 장미아래에서 분홍색 코를
하여 읽어준다.
가지고 꿀꿀꿀꿀, 꿀꿀꿀꿀 소리 내고 있지

변환

원문의 문장기술을 바꾸어 읽어준
다. 예를 들면, 서술형 문장을 대화
체나 질문의 형태로 변형하여 읽어
주는 경우가 해당된다.

내 이름은 야옹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뭐~게?
이게 분홍색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잎색깔
이지. 분홍색 어딨냐구?

분절

한 문장을 짧게 나누어 읽어준다.

누가 있어요? 토끼 일곱 마리가 있어요. 당근을
먹고 있어요. 상추도 먹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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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구결과 어머니는 그림책의 글을 원문그대로 읽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읽어주는 것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텍스트의 변형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범주가
필요했고, 이것을 문장기억검사에서 사용하는 준거에 맞추어 평가하였다.
또한 영아와 어머니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들은 Mundy, Delgado 및 Hogan (2003)의 영
아기 사회적 의사소통척도(the early social communication scales, ESCS)에 기초하여 범주화
하였으며, Feldman, Weller 및 Sirota(2003)와 Newland, Roggman 및 Boyce (2001)가 사용한
측정범주들을 참고하여 다음의 <표 4>와 같이 만들었다. 이 측정범주는 36개월까지의 영아들
을 대상으로 비언어적 의사소통능력의 발달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척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영아-어머니, 그리고 제3의 대상이 있는 삼자간 상호작용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비언어
적 의사전달행동을 평가할 수 있다.
표 4. 영아와 어머니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측정범주

행위
주체

의사소통
범주
포인팅

행동요구
어머니
제스처

행동
범주

행동정의

주도

자신의 관심을 영아가 함께 하는 것을 기대하는 주도적 포인팅

반응

영아의 관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포인팅

주도

영아가 어떠한 행동적 반응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요구행동. 눈 맞춤,
잡아끌기, 손 뻗기, 책장 넘기기 요구 등이 해당한다.

반응

영아의 요구에 맞추어 반응해 주는 행동

기술적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의 행동묘사
모방적 영아의 행동묘사를 모방하거나 반응하는 차원의 행동묘사
정서적 영아에게 지지를 보내거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기위한 신체접촉

신체접촉

포인팅

행동요구
영아
제스처

강압적

영아를 부르는 손짓, 몸을 돌려 앉히기, 끌어당기기 등과 같이 영아의
주의집중과 참여를 원하는 강압적인 신체접촉

주도

자신의 관심을 어머니가 함께 하는 것을 기대하는 주도적 포인팅

반응

어머니의 관심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포인팅

주도

어머니가 어떠한 행동적 반응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요구행동. 눈 맞
춤, 책장 넘기기, 쳐다보기, 떼쓰기, 손 뻗기, 잡아끌기 등이 해당한다.

반응

어머니의 요구에 맞추어 반응해주는 행동

기술적 어떠한 사물이나 사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의 행동묘사
모방적 어머니의 행동묘사를 모방하거나 반응하는 차원의 행동묘사
정서적 어머니에게 지지를 보내거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기위한 신체접촉

신체접촉

강압적

어머니를 부르는 손짓, 몸을 돌려 앉히기, 끌어당기기 등과 같이 어머
니의 주의집중과 참여를 원하는 강압적인 신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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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영아와 어머니의 언어적 반응들은 그대로 글로 전사하였고, 전
사된 내용을 비디오로 녹화된 장면과 맞추어 보면서 다시 행동코딩을 하였다. 행동코딩을 위해
서 전체 책읽기 과정을 30초 단위로 나누어 각각의 측정범주에 해당하는 행동의 빈도를 측정
하였으며, 측정된 반응 빈도의 총합을 점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색의 개념을 다룬
다는 공통점을 기준으로 5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모든 측정 범주에서 색깔
과 관련된 반응의 빈도를 따로 계산하여 분석하였다.

5. 측정의 신뢰도
측정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하여 전체 책읽기 사례 중 13사례를 무선으로 골라 두 명의 평정
자들이 언어적 반응의 전사와 행동에 대한 비디오 코딩을 하게 하였다. 모든 측정치에 대한 평
정자간 신뢰도는 .86으로 측정된 자료가 신뢰로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그림책 읽기의 성공과 실패비교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모든 영아와 어머니가 성공적으로 그림책 읽기를 완수한 것은 아니었
다. 경우에 따라 제공된 2권의 책 중 1권만을 읽는데 성공하였고, 또 2권 모두 끝까지 읽는데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책읽기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다음의 <표 5>에
제시되었다.
표 6.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책읽기 성공과 실패

그림책 종류
두드려
보아요

나의
색깔나라

갈색 곰아, 갈색 곰아
무엇을 보고 있니?

우리엄마 어디
있어요?

야옹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합

성공

20

14

25

17

13

89

실패

7

10

7

1

10

35

합

27

24

32

18

2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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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성공과 실패 비율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χ 2 =10.06, df=4,
p<.05), <두드려보아요>( χ 2 =6.26, df=1, p<.05), <갈색곰,...>( χ 2 =10.13, df=1, p<.01), <우리엄
마...>( χ 2 =14.22, df=1, p<.01)는 성공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던 반면 <나의 색깔나라>와 <야옹
이가...>는 성공과 실패비율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성공비율이 유의하
게 높았던 3권의 책은 영아와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었던 반면 나머지 2권의
책은 책을 끝까지 읽어나가기에 어려웠던 것으로 판단된다.
성공과 실패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2권의 책은 어머니가 읽어주기를 쉽게 포기하였기 때
문에 실패율이 높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 이유는 영아와 어머니의 책읽기 시간이 평균 252.75
초(SD=125.26초)였던 것에 비교해 보면, <나의 색깔나라>를 읽기에 실패한 영아와 어머니의
평균 책읽기 시간이 241.50초(SD=136.60초)였고 <야옹이가...>는 평균 271초(SD=186.45초)로
결코 쉽게 책읽기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들은 이 2권의 책에 대해서도 책읽
기를 완수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성공, 실패의 차이가
어머니의 책읽기 전략과 유의하게 관련되지 않았다.
그림책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림책 읽기의 성공 또는 실패는 어머니가 효율적인 책읽기를 위
한 전략을 많이 사용하거나 또는 많은 설명을 해주는가보다는 영아와 어머니가 그림책을 사이
에 두고 실제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였는가와 관련되었다. 즉, 어머니의 경우 영아의 반응을
구하기 위한 질문(네, 아니오 질문: F

1, 123

나 영아의 발화에 대한 반복적인 모방( F

=5.23, p<.05, 기능적 질문: F

1, 123

1, 123

=5.95, p<.05)이

=6.30, p<.05)을 하는 것에서 성공과 실패의 차

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영아의 경우도 자발적인 단어의 산출( F
아니라 어머니의 발화에 대한 모방( F

1, 123

1, 123

=10.53, p<.01)뿐만이

=7.95, p<.01)이나 반응적인 명명( F

1, 123

=7.86,

p<.01)을 하는 것에서 성공과 실패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주도적인 포인팅( F

1, 123

=7.28, p<.01)과 요구행동( F

1, 123

=10.69, p<.01)이 성공 또

는 실패와 관련되었으며, 어머니의 요구행동에 대한 영아의 반응적 행동( F

1, 123

=8.85, p<.01)

이 책읽기의 성공에 유의하게 관련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영아와 어머니의 책읽기의 성공과 실패가 그림책의 종류나 양자 간 의사소
통 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이 두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책의 종류별로 읽기 쉬운 책과 어려운 책을 구분하는데 있기보다
각기 다른 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요소들이 영아와 어머니들 간에 서로 다른 의사소통을
만들어 내는 가를 밝히는데 있다. 따라서 이후의 결과분석은 그림책 읽기에 성공한 사례들에
나타난 의사소통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는 성공사례들의 분석을 통하여 책읽기의 실패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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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높았던 2권의 책에서 나타나는 영아와 어머니 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2. 책읽기에 성공한 사례들의 비교분석
책읽기에 성공한 사례들은 모두 89사례(표 5 참고)였으며, 평균 연령이 24.86개월로 성공과
실패사례를 모두 합한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 이들 중 41사례는 남아의 책읽기였고, 48사례는
여아의 책읽기에 해당하였다. 또한 평균 책읽기 시간은 260초(표준편차 114.21초)로 전체사례의
평균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림책의 종류별 사례수를 보면, <두드려보아요>가 20사례, <
나의 색깔나라>가 14사례, <갈색 곰아...>가 25사례, <우리엄마...>가 17사례, <야옹이가...>는
13사례였다.
1) 그림책 종류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적 의사소통

책읽기에 성공한 사례 중에서 그림책의 종류에 따라 어머니가 사용한 언어적 의사소통방법
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
법들의 평균빈도와 표준편차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어머니의 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은 효율
적 책읽기( F

4, 84

=3.84, p<.01), 설명하기( F

4, 84

=5.68, p<.001), 그리고 피드백주기( F

4, 84

=2.69, p<.05)에서 그림책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는 <두드려보아요>를 읽을 때 <우리엄마...>(p<.01)와 <야옹
이가...>(p<.05)에서보다 효율적 책읽기를 위한 전략적 발화를 더 많이 하였다. 또한 <나의 색
깔나라>에서는 <우리엄마...>(p<.01)에서 보다,

그리고 <갈색 곰아...>에서는 <우리엄

마...>(p<.01)에서보다 이러한 발화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우리엄
마...>를 읽어줄 때에는 다른 책에 비하여 책읽기의 효율성을 위한 특별한 전략을 사용하지 않
고도 책읽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설명하기의 경우는 <나의 색깔나라>를 읽어줄 때가 <두드려보아요>(p<.001), <갈색 곰
아...>(p<.001), <우리엄마...>(p<.001)를 읽어 줄때 보다 유의하게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피드
백주기는 <야옹이가...>를 읽을 때가 <두드려보아요>(p<.05)와 <우리엄마...>(p<.05)를 읽을
때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나의 색깔나라>를 읽기에 성공하는 경우 어머니는
영아에게 언어적 설명을 많이 하였고, <야옹이가...>를 읽기에 성공하는 경우는 영아의 반응에
언어적 피드백을 주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한편, 질문하기의 경우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F

4, 84

=2.11, p=.08), 사후검증을 보면 어머니는

<갈색 곰아...>을 읽을 때 <두드려보아요>(p<.05)나 <우리 엄마...>(p<.05)에서보다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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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질문을 하였다.
색깔과 관련된 어머니의 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은 설명하기( F

4, 84

=6.6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는 <나의 색깔나라>를 읽을 때 <두드려보아요>(p<.001), <갈색 곰
아...>(p<.001), <우리엄마...>(p<.001)에서 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색깔설명을 하였다. <야옹이
가...>를 읽을 때에도 어머니는 색깔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지만, <나의 색깔나라>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다른 나머지 3권의 책에서 보다는 많은 색깔설명을 하였다(p<.05). 색깔과 관
련된 어머니의 다른 언어적 의사소통전략들은 그림책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질문하기( F

4, 84

=2.27, p=.06)와 피드백 주기( F

4, 84

=2.25, p=.07)는 근접한 수준에서의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을 보면, 색깔과 관련된 질문하기와 피드백 주기는 <야옹이가...>를 읽을 때
다른 나머지 책들을 읽을 때 보다 많이 사용된 전략이었다(p<.05).
이러한 차이들을 정리해보면, <우리엄마...>의 경우는 어머니가 영아에게 책을 읽어줄 때 특
별한 의사소통전략을 많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쉽게 책읽기를 할 수 있었던 책이었
던 반면, <나의 색깔나라>와 <야옹이가...>의 경우는 설명하기 전략을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야옹이가...>를 읽을 때에 어머니는 설명뿐만이 아니라 영아의 책읽기 참여행동
에 피드백도 많이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는 아니었지만, 어
머니는 <갈색 곰아...>를 읽을 때 질문하기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정리된다.
표 7.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적 의사소통
그림책 종류
의사소통
범주

행동범주

주의전환
행동묘사
권유
효율적
책읽기

두드려보아요 나의 색깔나라

직접적 지시

갈색 곰아, 갈색
야옹이가 제일
우리엄마 어디
곰아 무엇을
좋아하는
있어요?
보고 있니?
색깔은?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6.15(9.09)

6.57(7.38)

6.44(6.67)

1.35(1.62)

2.54(4.46)

색깔

.10(.31)

.57(1.60)

.32(.63)

.06(.24)

.15(.38)

전체

5.10(5.37)

2.14(2.71)

1.96(3.26)

.18(.39)

.77(1.30)

색깔

.50(1.00)

.00(.00)

.08(.28)

.00(.00)

.08(.28)

전체

1.60(2.91)

3.86(4.07)

2.84(2.94)

.82(1.33)

1.23(1.59)

색깔

.00(.00)

.07(.27)

.24(.66)

.00(.00)

.15(.38)

시작/마무리 전체
절차
색깔

.70(.86)

1.00(.96)

.88(.83)

.94(.89)

1.46(1.61)

합

.00(.00)

전체 13.55(13.27)
색깔

.60(.99)

.00(.00)

.08(.27)

.00(.00)

.38(1.12)

13.57(10.17)

12.12(11.79)

3.29(1.49)

6.00(4.32)

.64(1.59)

.72(1.10)

.06(.24)

.77(1.17)

- 32 -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난 그림책, 영아, 어머니의 삼자간 의사소통

포인팅질문
모방지시

질문
하기

네/아니오
질문
기능적 질문

개방적 질문

합

명명
경험
연결하기
설명
하기

참조 구하기
지식
전달하기
합

칭찬하기

모방(반복)
피드백주
기

확장

정정
합

전체

1.15(2.18)

3.21(3.02)

3.52(5.12)

1.06(1.85)

1.62(3.79)

색깔

.12(.49)

1.86(2.48)

1.12(2.68)

.24(.97)

1.08(3.01)

전체

.00(.00)

.21(.43)

.00(.00)

.06(.24)

.15(.38)

색깔

.00(.00)

.07(.26)

.00(.00)

.08(.28)

.08(.28)

전체

5.15(6.05)

6.14(5.56)

6.56(6.57)

7.88(6.74)

3.92(3.20)

색깔

1.20(3.22)

1.50(1.74)

1.92(2.47)

1.47(2.18)

1.69(2.06)

전체

3.05(4.32)

2.21(2.75)

4.44(5.34)

1.18(1.38)

2.54(3.55)

색깔

1.15(1.79)

1.57(1.69)

1.88(3.67)

1.06(1.59)

3.54(3.76)

전체

.15(.49)

.21(.43)

.44(.82)

.12(.33)

.77(1.17)

색깔

.00(.00)

.00(.00)

.08(.28)

.00(.00)

.08(.28)

16.86(10.01)

22.32(15.57)

13.29(10.54)

17.31(10.08)

전체 13.35(10.04)
색깔

3.00(5.96)

5.43(4.31)

6.00(6.15)

3.12(3.85)

7.54(4.65)

전체

7.10(6.52)

15.14(14.57)

6.68(5.12)

4.64(3.23)

11.69(9.06)

색깔

2.55(3.59)

7.50(5.47)

2.76(3.11)

1.65(1.93)

6.31(8.34)

전체

.60(1.05)

3.64(9.13)

1.08(1.68)

1.24(2.08)

2.62(3.50)

색깔

.05(.22)

1.71(5.57)

.28(.84)

.41(1.46)

1.23(1.69)

전체

.55(.89)

1.36(2.37)

.12(.44)

.12(.33)

.54(.78)

색깔

.15(.37)

.93(2.13)

.04(.20)

.06(.24)

.31(.48)

전체

.55(1.28)

1.50(3.55)

.84(2.44)

.71(1.10)

1.08(1.04)

색깔

.10(.45)

.93(2.06)

.24(1.20)

.06(.24)

.38(.65)

전체

8.80(6.88)

21.64(20.88)

8.72(5.63)

6.71(3.90)

15.92(10.80)

색깔

2.85(3.46)

11.07(10.04)

3.32(3.36)

2.17(2.85)

8.23(9.31)

전체

1.70(2.25)

3.57(2.85)

3.20(3.66)

1.59(1.58)

2.69(3.15)

색깔

.10(.31)

.64(1.34)

.48(1.05)

.12(.33)

.62(.77)

전체

2.50(2.24)

3.57(3.81)

3.96(3.76)

1.35(2.06)

3.00(2.52)

색깔

.40(1.05)

.93(1.44)

.56(1.08)

.06(.24)

.69(1.11)

전체

.80(1.67)

1.50(2.56)

.88(1.48)

.76(1.68)

1.38(1.80)

색깔

.05(.22)

.29(.83)

.32(.63)

.24(.44)

.46(1.13)

전체

.25(.72)

1.21(1.42)

1.32(2.32)

.59(.94)

4.92(13.93)

색깔

.15(.67)

.21(.58)

.84(2.13)

.12(.33)

4.31(14.04)

전체

5.25(5.01)

9.86(7.21)

9.36(7.18)

4.29(4.18)

12.00(15.48)

색깔

.70(1.26)

2.07(2.62)

2.20(3.01)

.53(.80)

6.10(13.93)

어머니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하위 행동들이 그림책의 종류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 보면, 의사소통 전략의 보다 구체적인 차이를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어머니의 효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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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를 위한 발화 전략의 하위 행동범주 중 주의전환하기( F
권유( F

4, 84

=6.06, p<.001), 직접적인 지시( F

하위 행동범주 중 명명하기( F

4, 84

4, 84

4, 84

=2.41, p<.05)와 행동묘사의

=3.25, p<.05)에서, 그리고 설명하기 전략의

=4.41, p<.01)와 참조구하기( F

4, 84

=3.38, p<.05)에서 그림

책의 종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다.
어머니는 <두드려보아요>, <나의 색깔나라>, <갈색 곰아...>를 읽을 때에는 <우리엄마...>에
서보다 주의전환을 위한 발화가 유의하게 많았다(p<.05). 이러한 결과는 주의전환을 위한 발화
가 많았던 3권의 책들에서 주의전환을 위한 발화가 더 많이 필요했다기보다는 <우리엄마...>의
경우 특별한 주의전환 발화가 없이도 영아들이 책읽기에 더 주의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효율적인 책읽기 방법으로서 행동묘사의 권유는 다른 책들을 읽을 때보다 <두드려보아요>
에서 유의하게 많았는데(p<.01), 이는 제목에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두드려보아요>가
두드리는 행위를 권유하는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었고, 원문 중에 있는 “똑똑”이라는 단어가 때
로는 재미난 소리로, 또 때로는 재미있는 행위를 묘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어머니와 영아
는 이러한 말과 행동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었다. <두드려보아요>에서의 행동묘사의 권유는
색깔과 관련된 행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많이 나타났다( F

4, 84

=3.22, p<.05).

또한, 어머니가 영아의 주의를 집중시키거나 어떠한 행동과 발화를 요구하는 직접적인 지시
는 <나의 색깔나라>에서가 다른 책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많이 사용되었다(p<.05). 이는 <나의
색깔나라>를 읽을 때에는 다른 어떤 책들보다 영아가 주의와 흥미를 잃기 쉬웠기 때문에 어머
니가 이러한 전략을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나의 색깔
나라>를 읽을 때에 어머니는 영아에게 사물의 이름을 명명하거나 사건을 기술해주는 경우가
다른 책들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으며(p<.01), 이것은 색깔과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F

4, 84

=4.89, p<.001).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나의 색깔나라>를 읽을 때 주위의 사물들로부

터 설명의 참조를 구하는 경우도 유의하게 많았으며(p<.01), 색깔에 대한 설명을 할 때도 참조
적 설명이 유의하게 많았다( F

4, 84

=2.67, p<.05). 그러나 <나의 색깔나라>에서의 명명이나 참

조구하기는 <야옹이가...>에서와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나의 색깔나라>와 <야옹이가...>의 책읽기 실패비율이 다른 책들에 비하여
많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이 2권의 책을 성공적으로 읽은 어머니는 영아의 주의집중
을 위한 직접적 지시, 사물과 색에 대한 명명과 참조구하기 등의 의사소통방법들을 다른 어떤
책들을 읽어줄 때보다 많이 사용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색깔나라>와 <야옹이가...>에서
영아와 어머니가 책읽기에 성공하려면 어머니가 사용하는 이러한 의사소통 방법들에 영아가
성공적으로 응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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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림책 종류에 따른 어머니의 텍스트 읽기전략

영아와 어머니의 책읽기를 관찰하여 보면, 어머니가 책의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읽어주기보
다는 영아의 흥미를 유발하고, 주의집중을 꽤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텍스트를 변형하여 읽
어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의 종류에 따라 어머니의 텍스트 읽어
주기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가를 분석함으로써 글을 통해서도 어떻게 다른 의사소통이 일어
나는 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어머니의 텍스트 읽어주기에서 관찰된 전략별 평균빈도는 <표
7>과 같다.
어머니의 텍스트 읽기 전략은 생략( F
반복( F

4, 84

=2.52, p<.05), 변환( F

4, 84

4, 84

=3.16, p<.05), 문장 내 첨가( F

4, 84

=4.38, p<.01),

=2.77, p<.05)에서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새로운 문장을 첨가하여 읽어주는 문장 외 첨가에서도 유의
한 수준에서는 아니지만 책의 종류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F

4, 84

=2.18, p=.07).

표 9.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어머니의 텍스트 읽어주기 전략

그림책 종류
두드려보아요

나의 색깔나라

갈색 곰아, 갈색
곰아 무엇을
보고 있니?

우리엄마 어디
있어요?

야옹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M (SD)

M (SD)

M (SD)

M (SD)

M (SD)

생략

5.60(6.02)

15.79(14.15)

10.28(13.71)

4.17(3.55)

7.77(7.80)

치환

.95(1.50)

.50(1.16)

1.28(2.40)

.65(.99)

1.38(1.66)

첨가(문장 내)

9.60(8.80)

12.79(7.07)

7.60(6.08)

3.29(2.60)

6.46(7.29)

첨가(문장 외)

25.25(20.01)

41.57(43.93)

32.20(18.13)

19.41(10.52)

33.38(15.79)

반복

3.25(4.27)

3.14(4.05)

2.28(3.02)

.41(.62)

1.23(2.13)

변환

6.70(5.53)

7.64(6.69)

3.08(4.69)

3.47(4.33)

4.85(3.95)

분절

.40(1.19)

.50(.94)

.04(.20)

.00(.00)

.38(1.12)

텍스트 읽기
전략

이러한 차이를 사후분석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원문의 생략은 <나의 색깔나라>에서가 <
두드려보아요>(p<.01), <우리엄마...>(p<.01), <야옹이가...>(p<.05)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고, <
나의 색깔나라>와 <갈색 곰아...>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나의 색깔나라>와 <갈색
곰아...>를 읽을 때 어머니는 다른 책들을 읽을 때에 비하여 원문의 텍스트를 빼고 자신이 즉
석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텍스트로 책을 읽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텍스트의 첨가에서
나타난 유의한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결과에서도 입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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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의 첨가는 <나의 색깔나라>를 읽을 때 <갈색 곰아...>(p<.05), <우리엄마...>(p<.01),
<야옹이가...>(p<.05)에서보다 유의하게 많았고, <두드려보아요>에서는 <우리엄마...>보다
(p<.05), <갈색 곰아...>에서는 <우리엄마...>(p<.05)에서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즉, <나의 색
깔나라>를 읽을 때 어머니는 원문에 새로운 단어나 말을 첨가하여 읽는 것이 가장 많았다. 그
러나 <우리엄마....>의 경우 텍스트의 첨가가 가장 적었다.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원문에 다른
문장이나 말을 첨가하는 것 또한 <나의 색깔나라>가 <두드려보아요>(p<.05)나 <우리엄
마...>(p<.01)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단어의 반복이나 변환은 <두드려보아요>에서 유
의하게 많았으나(p<.01), <나의 색깔나라>에서도 <우리엄마...>(p<.05)보다 유의하게 많이 사
용된 전략이었다. 그러나 단어의 반복이나 변환은 생략이나 첨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
율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장의 분절이나 치환은 매우 드물게 사용된 전략이었다.
정리해보면, <나의 색깔나라>의 경우 책읽기에서 가장 많은 텍스트의 변형이 있었으며, 반
대로 <우리엄마...>는 원문 변형에 대한 모든 측정치들에서 <우리엄마...>에서가 가장 낮은 점
수들을 얻은 것이다(표 7 참고). 또한 <두드려보아요>와 <나의 색깔나라>는 단어나 문장의
반복읽기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나의 색깔나라>는 원래의 텍스트를 그대로 읽어주
기 보다는 어머니가 영아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텍스트를 생략하고 자신의 말과 설명
을 첨가하고, 적절한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등의 읽어주기 전략을 사용할 때 책읽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우리엄마...>는 상대적으로 텍스트의 생략이나 첨
가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며, 원문 그대로를 읽어주어도 영아와 어머니의 책읽기에 큰 무리가
없었던 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텍스트 읽기 전략들을 사용하는 것은 원래의 텍스트가 영아의 주의를 유지시
키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어머니는 영아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은 문장을 생략하거나 어머니 나름대로의 문장을 새롭게 첨가했을 수
있다. 그 증거로서 실제 어머니의 책읽기를 보면, 새롭게 첨가한 문장이나 말들은 마치 영아와
이야기를 나누듯 대화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3)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영아의 언어적 의사소통

그림책의 종류에 따라 영아의 책읽기 반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언어
적 의사소통 전략별 반응빈도는 <표 8>에 정리되었다.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영아의 언어적
의사소통전략은 자발적 명명( F

4, 84

=2.55, p<.05)과 모방하기( F

4, 84

=3.64,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차이는 아니었지만 단어수준의 발화에서도 책의 종
류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F

4, 84

=2.12, p=.08). 사후분석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

면,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영아의 자발적 명명은 <나의 색깔나라>에서가 <두드려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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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p<.05), <갈색 곰아...>(p<.05), <우리엄마...>(p<.01)에서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언어적 모
방전략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영아는 <나의 색깔나라>를 읽을 때 <두드려보아요>(p<.05)나
<우리엄마...>(p<.001)에서보다 유의하게 많은 반응이 있었다. 그러나 <갈색 곰아...>와 <야옹
이가...>역시 <우리엄마...>를 읽을 때보다 언어적 모방이 유의하게 많았다(p<.05). 이러한 결과
는 <나의 색깔나라>를 읽을 때 영아는 다른 책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많은 명명과 모방반응을
보였고, 이것이 <나의 색깔나라>읽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영아들의 특성이라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엄마...>를 읽을 때 영아는 자발적 명명이나 어머니의 책읽기 발화를 모방하는 등
의 언어적 반응이 가장 적었는데, 이것은 영아가 <우리엄마...>를 읽을 때에는 어떠한 언어적
인 반응을 주고받지 않고서도 책읽기에 성공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0.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영아의 언어적 의사소통
그림책 종류
의사소통
범주

행동범주

음성발화
발화량

단어
문장
자발적 명명
모방(반복)

발화
기능

두드려보아요 나의 색깔나라

포인팅요구
이게 뭐야
질문
반응적 명명

야옹이가 제일
갈색 곰아, 갈색
우리엄마 어디
좋아하는
곰아 무엇을
있어요?
색깔은?
보고 있니?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1.10(1.68)

3.00(4.22)

1.84(1.93)

1.77(1.86)

3.69(5.84)

색깔

.15(.49)

전체 11.00(9.96)

.29(.61)

.04(.20)

.06(.24)

.92(1.89)

19.64(13.31)

15.80(15.21)

8.24(6.46)

15.54(14.45)

색깔

2.70(4.71)

4.50(5.69)

2.68(5.46)

1.06(1.29)

5.23(7.45)

전체

3.60(5.35)

6.50(5.75)

4.96(5.04)

3.76(6.38)

3.85(6.93)

색깔

.80(2.89)

1.36(2.68)

1.16(2.43)

.41(.79)

1.00(3.03)

전체

3.65(4.40)

7.21(6.05)

3.76(3.57)

2.59(3.47)

4.23(3.59)

색깔

.85(2.13)

1.36(2.41)

.20(.65)

.24(.56)

.92(1.38)

전체

4.15(5.09)

9.36(8.11)

5.40(6.66)

1.29(2.64)

7.08(7.97)

색깔

.40(.82)

2.21(2.83)

1.80(3.23)

.24(.56)

2.85(5.06)

전체

.25(.64)

.07(.27)

.12(.33)

.18(.53)

.00(.00)

색깔

.10(.45)

.07(.26)

.04(.20)

.00(.00)

.00(.00)

전체

.90(1.74)

.36(.93)

.80(2.48)

.24(.56)

.77(1.69)

색깔

.60(1.69)

.21(.80)

.56(2.42)

.00(.00)

.31(.85)

전체

6.70(7.04)

10.79(10.43)

12.36(11.69)

10.06(7.68)

9.15(8.20)

색깔

1.80(4.07)

2.93(3.43)

1.96(4.40)

1.18(1.51)

2.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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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과 관련된 반응들을 분리하여 보면, 영아는 책의 종류에 따라 음성적 발화( F
p<.05), 언어적 모방( F

4, 84

4, 84

=3.03,

=2.58,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을 통해 보면,

색깔과 관련된 영아의 음성발화는 <야옹이가...>에서가 다른 모든 책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많
았다(p<.05). 또한 색깔과 관련된 어머니의 명명에 대한 언어적 모방도 <야옹이가...>에서가
<두드려보아요>(p<.05)나 <우리엄마...>(p<.05)에서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나의 색깔나라>의 책읽기에서 영아는 다른 책들에 비하여
많은 명명과 모방반응을 보였지만, 색깔과 관련된 반응만을 고려할 때에는 <야옹이가...>의 책
읽기에서 영아가 더 많은 발화와 색깔에 모방반응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림책의 종
류에 따른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법들 간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보면,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나의 색깔나라>와 <야옹이가...>에서 모두 다른 책들을 읽어줄 때보다 유의
하게 많은 색깔과 관련된 명명과 설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과 관련된 영아의 반
응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야옹이가...>의 책읽기에서였다. 우리는 앞선 결과에서 <
나의 색깔나라>를 읽을 때는 어머니가 영아에게 지시나 참조적 설명을 많이 사용했던 것과 달
리 <야옹이가...>를 읽을 때는 영아의 색깔과 관련된 반응에 대한 피드백이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야옹이가...>에서 영아가 색깔과 관련된 반응들을 더 많이 하
게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영아와 어머니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영아와 어머니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분석한 결과 각각의 측정 범주
별 의사소통행동의 빈도는 다음의 <표 9>와 같다. 먼저,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어머니의 비언
어적 의사소통 전략은 책읽기에서 사용한 기술적인 제스처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F
=4.44, p<.01), 주도적인 포인팅( F

4, 84

=2.35, p=.06)과 주도적인 행동요구( F

4, 84

4, 84

=2.30, p=.06)

에서는 유의미함에 근접한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사후분석을 통해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머니의 기술적인 제스처는 <두드려보아요>에서가
<갈색 곰아...>(p<.001)나 <우리엄마...>(p<.01)에서보다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두드려보아요>의 텍스트에 “똑똑”두드리는 행동묘사를 즐길 수 있는 요소
가 있었고, 이러한 요소들이 기술적인 행동묘사의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
두드려보아요>에서 사용된 기술적인 제스처는 <나의 색깔나라>에서 사용된 정도와 유의한 차
이가 없었고, <나의 색깔나라>에서는 <갈색 곰아...>에서보다 많았던(p<.05)점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즉, <나의 색깔나라>의 경우 텍스트 내에 직접적인 행동묘사를 유도하는 글이 없었
음에도 어머니가 책을 읽을 때 기술적인 행동묘사를 통하여 영아의 책읽기 참여를 이끌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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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어머니의 주도적인 포인팅과 영아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전략도
<나의 색깔나라>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전략이었다. 즉, 어머니는 <나의 색깔나라>를 읽을 때
<두드려보아요>(p<.01), <갈색 곰아...>(p<.05), <우리엄마...>(p<.01)에서보다 주도적인 포인팅
을 많이 사용하였고, 행동의 요구도 <우리엄마...>(p<.05)에서보다 많았다. 행동의 요구는 <갈
색 곰아...>를 읽을 때에도 <우리엄마...>(p<.01)를 읽을 때보다 많았지만, 전반적인 결과를 보
면 영아에게 지시하고 요구하는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전략들은 <나의 색깔나라>를 읽을 때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색깔과 관련된 어머니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색
깔과 관련된 비언어적 의사소통 전략은 어머니의 주도적인 포인팅을 사용하는 것에서 책의 종
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

4, 84

=3.17, p<.05). 또한 유의미한 수준에서는 아니지만 어

머니가 영아의 어떠한 요구에 비언어적인 행동반응을 하는 전략의 사용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F
은

4, 84

=2.20, p=.07). 사후검증을 통해 보면, 색깔과 관련된 어머니의 주도적인 포인팅의 사용

<나의

색깔나라>에서가

<두드려보아요>(p<.01),

<갈색

곰아...>(p<.01),

<우리엄

마...>(p<.05)에서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또한 <야옹이가...>에서도 <두드려보아요>에서보다 유
의하게 많았다(p<.05). 그러나 색깔과 관련된 영아의 요구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비언어적 반응
은 <야옹이가...>를 읽어줄 때가 다른 모든 책들에 비하여 유의하게 많았다(p<.05).
언어적 의사소통 분석결과를 보면, <야옹이가...>에서 어머니가 영아의 언어적 반응들에 유
의하게 많은 피드백을 보였고, 영아 역시 색깔과 관련된 언어적 반응들이 많았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도 어머니는 <야옹이가...>를 읽을 때 색깔과 관련된 영아의 요구행동들에 반응적
이었다. 반대로, <나의 색깔나라>에서는 어머니가 비언어적 행동에서도 영아의 주의를 집중시
키거나 이해를 돕기 위한 포인팅 사용을 많이 하였고, <두드려보아요>의 경우 지시나 포인팅
보다는 기술적인 제스처를 많이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엄마...>는 언어적 의사소통에서와 마
찬가지로 특별한 전략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책읽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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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영아와 어머니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그림책 종류
갈색 곰아,
야옹이가 제일
갈색 곰아 우리엄마 어디
두드려보아요 나의 색깔나라
좋아하는
행위 의사소통 행동
무엇을 보고
있어요?
색깔은?
주체
범주
범주
있니?
M (SD)
M (SD)
M (SD)
M (SD)
M (SD)
전체 17.40(13.53)
32.21(21.47)
21.32(15.22)
18.00(12.80)
23.54(12.69)
주도
색깔 10.50(12.32)
27.50(23.04)
14.44(13.76)
16.24(13.39)
21.39(11.03)
포인팅
전체
.90(2.88)
2.50(3.69)
1.28(2.91)
.71(1.45)
1.62(1.98)
반응
색깔
.80(2.89)
1.50(3.08)
.68(1.89)
.59(1.46)
1.08(1.85)
전체 8.65(9.97)
11.50(9.29)
11.12(11.07)
4.00(3.00)
6.31(5.28)
주도
색깔
.85(2.74)
1.29(3.12)
2.00(4.77)
1.23(1.89)
1.15(2.19)
행동
요구
전체
.40(.88)
.29(.47)
.60(1.22)
.18(.39)
.54(.97)
반응
색깔
.00(.00)
.00(.00)
.04(.20)
.00(.00)
.23(.59)
어머니
전체 4.00(3.49)
2.71(3.85)
.72(1.14)
1.06(2.11)
2.15(3.56)
기술
색깔 1.20(2.71)
.43(.85)
.04(.20)
.76(1.89)
1.23(3.27)
제스처
전체
.25(.55)
.43(.94)
.20(.65)
.06(.24)
.31(.48)
모방
색깔
.05(.22)
.21(.80)
.00(.00)
.05(.24)
.00(.00)
전체
.25(.55)
.64(1.01)
1.24(2.17)
.53(1.69)
.23(.44)
정서
색깔
.10(.31)
.00(.00)
.08(.40)
.00(.00)
.00(.00)
신체
접촉
전체 2.65(5.45)
2.00(2.32)
2.64(6.13)
.65(1.32)
3.38(9.84)
강압
색깔
.05(.22)
.21(.58)
.16(.62)
.24(.66)
1.92(6.93)
전체 4.85(5.60)
6.57(4.75)
4.08(5.72)
3.12(4.65)
6.15(6.47)
주도
색깔 3.21(5.78)
3.21(3.70)
2.00(3.82)
2.47(4.57)
4.62(5.97)
포인팅
전체 3.50(5.33)
4.64(4.79)
4.08(8.07)
1.00(2.18)
4.23(10.25)
반응
색깔 1.20(2.97)
3.29(4.92)
1.76(4.03)
.35(.70)
2.92(7.62)
전체 2.05(2.42)
2.86(3.69)
4.04(5.10)
1.47(2.27)
1.85(2.30)
주도
색깔
.50(1.61)
.29(.61)
.08(.40)
.41(1.69)
.54(1.45)
행동
요구
전체 2.00(2.99)
1.64(1.91)
2.88(3.63)
2.24(2.44)
2.31(3.79)
반응
색깔
.85(2.23)
.07(.27)
1.08(2.49)
1.53(2.29)
1.23(3.85)
영아
전체 3.60(4.11)
1.07(1.38)
1.36(2.66)
.76(139)
.38(.65)
기술
색깔
.90(2.22)
.07(.27)
.32(1.22)
.06(.24)
.00(.00)
제스처
전체 2.05(2.50)
.50(1.61)
.24(.59)
.00(.00)
.46(.78)
모방
색깔
.60(1.23)
.07(.27)
.00(.00)
.00(.00)
.23(.59)
전체
.30(.92)
.14(.36)
.32(.99)
.12(.33)
.15(.55)
정서
색깔
.00(0.00)
.07(.26)
.32(.99)
.06(.24)
.00(.00)
신체
접촉
전체
.40(1.27)
.43(1.09)
.20(.65)
.06(.24)
.00(.00)
강압
색깔
.00(.00)
.00(.00)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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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의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서도 기술적인 제스처의 사용( F
제스처를 모방하는 제스처의 사용( F

4, 84

4, 84

=4.43, p<.01)과 어머니의

=6.41, p<.001)이 그림책의 종류에 따라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사후분석을 보면, 영아는 <두드려보아요>에서 다른 어떤 책들에서보다 유의하게
기술적인 제스처와 모방적인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였다(p<.01). 이는 물론 <두드려보아요>의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의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색깔나라>나 <야옹이가...>의
책읽기에서 어머니가 영아에게 행동의 요구가 많았음에도 이에 응하는 기술적, 모방적 제스처
가 많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두드려보아요>에서는 어머니의 포인팅이나 행동요구가 많지 않
았음에도 영아의 제스처 사용이 많았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영아의 자발적인 제스처 반
응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의 차이는 함께 책을 읽는 어머니의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텍스
트나 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 자체에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색깔과 관련된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행동을 보면, 모방적인 제스처에서 그림책의 종류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F

4, 84

=3.14, p<.05),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드려보아요>에

서 <나의 색깔나라>(p<.05)나 <갈색 곰아...>(p<.01), 그리고 <우리엄마...>(p<.01)보다도 유의
하게 많은 색깔과 관련된 제스처가 나타났다. 그러나 <두드려보아요>와 <야옹이가...>사이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시사되지 않았다. 이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의 분석에서 영아가 <야옹이
가...>에서 가장 많은 색깔과 관련된 발성과 어머니의 색깔 명명에 대한 모방반응이 나왔던 것
과 같이 비언어적 의사소통행동에서 색깔과 관련된 영아의 행동을 많이 유발할 수 있었던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영아와 어머니가 책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의 차이를
만들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서론 부분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영아와 책의 상
호작용은 양자간의 1차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영아와 책의 사이에 매개자
역할을 하는 어머니를 포함한 삼자간의 입체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영아기
라는 발달기적인 특징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영아의 제한된 문해 능력으로 인하여 생의 초기에
책과의 만남은 누군가 읽어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영아가 책
과의 상호작용에 항상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책, 어머니, 영아의 능동적인 3자적
상호작용 속에서 영아도 책읽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영아는 책과 어머니사이에서 만
들어진 의미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책과의 관계에서 만들어낸 의미를 어머니에게
전달하며, 또 책은 영아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즉, 책, 영아, 어머니는

- 41 -

어린이 문학교육 연구 제6권 제2호

책읽기 과정을 공유하고, 그 삼자간 관계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 가는 능동적인 의사소통을 하
게 된다.
영아기의 의사소통은, 특별한 상황 안에서는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언어적인 방법
과 비언어적인 수단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삼자간의 의사소통을 크게 언어적 의
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또한 책의 그림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는
암묵적으로 영아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텍스트가 주는 메시지는 상대적
으로 명시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실제 책읽기에서 텍스트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
는 어머니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전달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본 연구가 선행 연구된 책읽기 상호작용 연구들과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음은
책의 특성에 따라 영아와 어머니 양자 간의 의사소통이 영향을 받는 다는 점에 초점을 둔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림책의 종류에 따라 영아와 어머니가 만들어 내는 의사소통의 기능
과 구조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포착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두었다.
연구결과는 그림책의 종류에 따라 영아와 어머니가 나누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음을 입증하였다. 결과부분에서 이러한 차이들이 의사소통 전략에 따라 정리
되었다. 그러나 논의 부분에서는 연구결과를 그림책의 종류별로 다시 정리하여 책이 가지고 있
는 어떠한 특성들의 차이가 영아와 어머니 간의 의사소통의 차이를 만들어 냈는지, 또 더 자세
히 들어가면, 책의 어떠한 특성이 영아와 책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의 책 간의 의사소통에 차이
를 만들어 냈는지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두드려보아요>는 어머니가 효율적인 책읽기를 위한 언어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하
였으며, 동작묘사를 지시하는 말과 행동이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는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기술하는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영아도 <두드려보아요>를 읽
을 때 제스처 반응이 가장 많았다. 또한 어머니는 텍스트를 읽어줄 때 “똑똑”, “두드려보아요”
를 글의 사이사이에 첨가하여 읽어줌으로써 영아가 두드리는 행동묘사를 하도록 권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두드려보아요>의 동작묘사를 하는 텍스트의 특성이나 이야기의 흐름, 그리고 그
림에서 커다란 문이 한 장 가득 출현하는 등의 장치가 영아와 어머니가 이 책을 읽을 때 행동
묘사와 제스처에 초점을 두게 하였고, 또 실제로 영아와 어머니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즐기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소통이 색깔개념에 대한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
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나의 색깔 나라>의 경우는 책읽기에 성공하거나 실패했던

사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영아와 어머니의 책읽기를 공유가 쉽지 않았음
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책을 읽는데 성공한 영아와 어머니는 다른 책들을 읽을 때와는 다른
의사소통 양상을 보였다. 즉, <나의 색깔나라>를 읽을 때 어머니는 지시나 설명, 그리고 영아
의 주의를 끌기 위한 언어적 전략들을 많이 사용하였고, 비언어적인 전략들 역시 그림의 각 요
소들에 지시적인 포인팅을 많이 사용하고, 영아에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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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영아 역시 책의 그림에 있는 사물에 대한 자발적인 명명이 많았고, 어머니가 명명해주
는 단어나 문장에 대한 반복적인 모방을 많이 하였다. 또한 어머니는 <나의 색깔나라>를 읽을
때 원문을 생략하고 자신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텍스트들을 만들어 첨가하는 등 텍스
트의 변환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특징은 텍스트에 친숙하지 않은 사물의 출현이
많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나의 색깔나라>는 영어원문이 가지고 있는 운율적 요소가 번역의 과정에서 모두 상쇄되어
버렸기 때문에 번역문을 그대로 영아에게 읽어주기에는 어려운 요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적극적인 의사소통 전략들이 영아와 그림책의 의사소통을 도와 책읽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어머니가 <나의 색깔나라>를 읽어줄 때는 이
책이 색깔개념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설
명과 지시들이 색깔과 관련된 것에서도 다른 책들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갈색 곰아, 갈색 곰아, 무엇을 보고 있니?>의 경우는 비록 유의한 수준에서는 아니지만 어
머니가 영아에게 질문을 던지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하였다. 이는 <갈색 곰아...>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의 특성이 질문과 답으로 이어져 있음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텍스트의 구조가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되었음에도 <갈색 곰아
>에서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차이를 어머니의 텍스트 읽어
주기 책략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갈색 곰아...>는 텍스트에 어머니가 가상의 텍스트를 많이
첨가했던 반면 <우리엄마...>는 그러한 텍스트의 첨가가 적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우리
엄마...>를 읽을 때 원문에 있는 그대로의 질문을 던지는 정도로 영아와 의사소통 하였지만 <
갈색 곰아...>에서는 어머니의 임의에 의해서 원문에서보다 많은 질문들을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의 경우는 대부분의 영아들이 책읽기를 공유하는데 성공할 수 있
었고, 어머니도 원문에 대한 별다른 변환 없이도 수월하게 책읽기를 할 수 있었던 책이었다.
즉, <우리엄마....>를 읽어줄 때 어머니는 적극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으며,
영아도 책읽기 과정에 눈에 띄는 언어적, 비언어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로 <우리엄마...>가 영아와 어머니에게 수동적인 의사소통을 하게끔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글과 그림 요소들이 영아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소통하기에
적절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을 때 과연 영아와 어머니가 색깔개념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는 긍정적인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이 책에서 영아와 어머니는 색깔보다는 ‘하양이가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극적인 설정에 압도되어 있었으며, 과연 하양이가 엄마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긴장감으로 거의 대부분의 영아들은 책의 글과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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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영아와 어머니가 책읽기를 통하여 서로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의 측면
에서 보면, 색깔보다는 오히려 정서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는 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야옹이가 좋아하는 색깔은?>의 경우는 <나의 색깔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읽기
에 실패율이 높았던 책이다. 그러나 <야옹이가...>의 책읽기 공유에 성공할 수 있었던 영아와
어머니들은 다른 책들에서와는 다른 의사소통전략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어머니가
<야옹이가...>를 읽어 줄 때는 <나의 색깔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색깔에 대한 설명이 많았
다. 그러나 <나의 색깔나라>를 읽을 때와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야옹이가...>를 읽을 때
어머니는 언어적 피드백을 많이 주었고 영아의 요구행동에 대한 비언어적인 반응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전략은 색깔과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이 책이 질문과 답을
구하는 퀴즈 형식을 하고 있으며, 그 답이 바로 색깔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아 역시 <야옹이가...>를 읽을 때 자발적인 음성발화가 많았고, 어머니의 발화를 모방하는
언어적 반응이 많았으며, 이것은 색과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어머니가 <야옹이
가...>의 텍스트를 읽어 줄때 눈에 띄는 단어나 문장의 생략은 없었다. 여기서 주지해야 할 점
은 <야옹이가...>를 읽을 때 어머니는 주도적인 설명과 지시보다는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행
동에 대한 반응과 피드백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영아가 <야옹이가...>를 읽을 때 자발적
인 반응이 많았던 탓에도 기인하지만, <나의 색깔나라>에서도 영아의 자발적 반응이 많았지만
이 책을 읽을 때에는 어머니가 반응보다는 지시와 설명을 더 많이 했었다는 차이가 있다.
질문하기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갈색 곰아...>와 <우리엄마...>에서가 많았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들어가 비교해 보면 사물에 대한 명명을 요구하거나 네/아니오의 단답형 답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닌 개방형 질문은 <야옹이가...>에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은 <야
옹이가...> 역시 글의 구조가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어머니가 이 책을 읽어줄
때는 질문을 하더라도 질문에 대한 답의 결정권이 어머니에게 있기 보다는 영아에게 있는 영
아중심적인 질문을 많이 하였던 것으로, 이 책에서 어머니가 언어적 피드백이나 비언어적인 반
응을 많이 보였던 것과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야옹이가...>에서의 영아
반응은 색깔과 관련된 것이 다른 책들에서보다 많았다.
이러한 점들은 <야옹이가>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피드백과 비언어적인 반응이 많았던 것이
단지 영아의 반응이 많았기 때문이기 보다는 어머니의 피드백과 반응이 많았기 때문에 영아의
자발적인 반응도 많았을 것이라는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더구나 <야
옹이가...>에서는 영아의 색깔에 대한 반응이 많았고, 어머니의 색깔에 대한 피드백이 많았던
것은 영아와 어머니 모두 책에서 주는 색깔개념에 대한 메시지를 잘 포착하고 있었기 때문으
로 볼 수 있다. 결국, <야옹이가...>는 영아와 어머니가 책읽기를 공유하는데 수월한 책은 아니
었지만, 책이 가지고 있는 글과 그림의 많은 요소들은 영아와 어머니가 색깔개념에 대한 의사
소통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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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비교하여 보면, <두드려보아요>와 <갈색 곰아...>, 그리고 <우리엄마...>는 영아와
어머니의 책읽기 공유가 수월한 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공유되는 가에는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두드려보아요>는 행동묘사의 즐거움이 <
갈색 곰아...>는 질문과 답을 구하는 즐거움이, 그리고 <우리엄마...>에서는 극적 긴장감이 영
아와 어머니가 의사소통하는 주된 특성이라고 정리될 수 있다. 한편, <나의 색깔나라>와 <야
옹이가...>는 영아와 어머니가 책읽기를 공유하는데 많은 공들임을 필요로 하는 책임에는 틀림
없지만 주어진 텍스트를 넘어서 가상의 텍스트들을 만들어내고 수많은 그림자극들에 주의가
분산되는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때에는 분명 영아와 어머니가 책읽기에서 서로의 즐
거움을 공유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색깔개념을 다루는 책이라는 공
통분모로 이 5권의 책들이 선정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색깔개념에 대한 양방향적인 의사소통에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야옹이가...>라고 볼 수 있다. 과연 이
러한 소통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어머니와 영아의 몫이지만 말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는 영아와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추론할 수 있는 책의 특성들에
관한 것이었다. 보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각 권의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세부특성들이 영아
와 어머니, 그리고 책과의 서로 다른 다양한 의사소통을 만들어 냈는가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
들에서 보다 상세히 분석될 것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대한 논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차
이들은 각 권의 책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적인 차이에 근
거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정되어 비교하는 책의 종류가 바뀌어
진다면 영아와 어머니가 만들어낸 의사소통의 상대적인 차이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론부분에서도 언급했었던 바와 같이 책의 종류별 비교를 하는 목적은 영아와 어머니 간의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그들의 상호작용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맥락적
요인들을 강조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가 영아의 의사소통능력의 발달에 있
어서도 그들이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실제적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혀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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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연구도구로 선정된 그림책의 부분소개
1. 두드려보아요

누가 있어요?
꼬마 미카엘!

푸른 나무 밑에 작은 집이 있어요,

여기저기 어질러 놓고는

누가 살고 있는지 들어가 볼까요?

북을 치고 있군요!

2. 나의 색깔나라
빨강, 노랑, 초록, 그리고 파랑
파란 문으로
들어가면 ......

파란 문이에요.
두드려 보아요.
똑! 똑!

주황색 오렌지 나무
주황색 뒝벌
해질 무렵 바다 속으로
천천히 잠기는 주황색 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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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색 곰아, 갈색 곰아, 무엇을 보고 있니?
갈색 곰아, 갈색 곰아
무엇을 보고 있니?
나를 바라보는
빨간 새를 보고 있어.
5. 야옹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내 이름은 야옹이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뭐게?
초록색?
초록색이야 내가 살금살금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풀밭 색깔이지.
빨간 새야, 빨간 새야
무엇을 보고 있니?
나를 바라보는
노란 오리를 보고 있어.

4. 우리엄마 어디 있어요?
아기 물고기 하양이가 울고 있어요.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는 어디 있을까

분홍색?
분홍색이야

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잎 색깔이지.

어! 하양이의 엄마일까요?
아니에요, 빨간색 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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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ant-Picture Book-Mother, Triadic Communication in
Reading Picture Book
Minhwa Kim
This study aimed to explain the effect of materials on infant-mother communication. The
materials of the study are 5 picture books which are made by different formats and styles
of illustration and text but treat equally on color concepts. Sixty-six pairs of infant(M=24
months, Range=19-30 months) and mothers involved in shared reading picture books. Their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rategies were videotaped and were scored in the
coding system of this study. about verbal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rategies between
infant and mother. The results showed that infant-mother communication styl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kinds of picture book. That is, infant and mother
made an alteration on their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the each book. The discussion
explained the distinctive traits of communication in detail,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aking the contextual effects into accounts about infant-mother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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