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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istoexaminetheeffectsofreaderstance(aesthetic,
efferent)onyoungchildren'semergentliteracyandcreativity.
Three research questions were established forthis study.First,willthe

aestheticapproachandefferentapproachinreadingfairytalesaffectonyoung
children's emergentliteracy(comprehensive ability,writing ability,vocabulary
ability)?Second,willtheaestheticapproachandefferentapproachinreading
fairy talesaffecton young children'screativity(fluency,flexibility,originality,
imagination)?Third,willgenderofyoungchildreninthemethodofaesthetic
approachandefferentapproachinreadingfairytalesaffectonyoungchildren's
emergentliteracyandcreativity?
Participantsofthisstudywere72of5-year-oldyoungchildren(24aesthetic

approachgroup,24efferentapproachgroup,24controlgroup)whoattendtwo
kindergarten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While,for 13 weeks,the
experimentalgroupwasengagedinreadingfairytalesonreaderstance,the
controlgroupwasengagedinkindergartencurriculum linguistic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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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sreadagroupofaestheticapproachthirteenvolumeofbooksfor
thirteenweeksandhadanopportunityofinteractionbetweenresearchersand
youngchildrentwiceaweekfor13weeks.Theymadealiteraryexperience
through fairy tales by answering teacher's questionnaire form,which have
young children focuson thingsin fairy taleson thebasisofpersonaland
aestheticviewpoint.Andresearchersreadagroupofefferentapproachthirteen
volume ofbooks forthirteen weeks and had an opportunity ofinteraction
betweenresearchersandyoungchildrentwiceaweekfor13weeks.Theymade
aliteraryexperiencethroughfairytalesbyansweringteacher'squestionnaire
form,whichhaveyoungchildrenfocusoncheckingandanalyzingtheelement
offairytalesothattheycanhaveaninterestintheinformationinthefairy
tale.Thecontrolgroupmadeextensionactivitiesaftertheyrereadthestory
twiceaweekfor13weeks.
Toachievethisgoalfourexpert(aresearcher,akindergartenteacher,avice

principalofkindergarten,andaprofessor)werediscussedandconsultedthe
contentof15fairytales(13fairytalesbooksformaintreatment,onefairytale
bookforpreliminaryandpre-test,andonefairytalebookforpost-test).
Test of Sentence Comprehension Ability (1st study for standardization)

publishedbyGeneralCenterfortheDisabled,SeoulMetropolitanCity,which
wasbasedonTOLD-2publishedbyPhillipsandDonald(1988)wasusedto
evaluatethelevelofsentencecomprehensionabilitywhichisalowersphereof
sentencecomprehensionability.Inadditiontothat,somestepcategorizedby
Sulzby(1985)andSulzby,Barhnart,andHieshima(1989)wasusedtoinspectthe
writingability,andvocabularytestthroughpicturemadebyKim(1995)which
wasadaptedtoKoreanculture,wasusedtoexaminethevocabularyability,
whichwasbasedonPeadbodyPictureVocabularyTestRevised(L/M).
Creativity testwas conducted on the basis ofK-CCTYC developed by

Jeon(2000).Thistestiscomposedoffoursmalltesttoevaluatethecreativity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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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phereoflanguage,diagram,andbody.
SPSSWin10.1program wasusedtoanalyzethecollectedmaterial.One-way

ANOVA and apost-testofFisher'sLSD wasconductedtoconfirm theeffect
ofaestheticandefferentapproachinreading fairytalesonyoung children's
emergentliteracyandcreativity.Two-wayANOVA wasconductedtoconfirm
theeffectofyoung children'ssex intheaestheticandefferentapproachon
youngchildren'semergentliteracy andcreativity.
Thesummaryofthisresearchareasfollows.First,theresultsofthisstudy

on theeffectofreaderstancein reading fairy taleson children'semergent
literacy(comprehensiveability,writingability,vocabularyability)areasfollows;
comprehensiveability in theaestheticgroup(97.33),theefferentgroup(91.13),
andthecontrolgroup(81.58).Andtherewasastatisticalsignificanceamong
abovethreegroups.Theresultofpost-testshowedthattherewasa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aesthetic and efferent group.Accordingly,it can be
inferredthataestheticandefferentgroupcanaffectontheemergentliteracyof
youngchildren.
In thecaseofalowersphere,when analyzing thedifferenceofsentence

comprehensionability,theresultshowedthataestheticandefferentgrouphad
more score than controlgroup and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esthetic and efferentgroup.This means aesthetic and
efferentgroupcanbeeffectiveinthedevelopmentofcomprehensionability.
Whenanalyzingthedifferenceofvocabularyability,theresultshowedthat

therewere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amongthreegroups.Theresultof
post-testshowedthattherewasa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sbetween
aestheticandefferentgroup,anditwasevidentthataestheticapproachwas
moreeffectivethanefferentapproach.Thismeansthatmethodofaestheticcan
bemoreeffectivethanefferentapproachinimprovingvocabularyability.
Whenanalyzingthedifferenceofwritingability,theresultshowedthat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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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s among three groups.The resultof
post-testshowedthataestheticgroupandefferentgroupismoreeffectivethan
efferentgroup and especially aestheticgroup ismoreeffectivethan efferent
groupinimprovingwritingability.Itcanbethoughtthataestheticapproach
played an important role in interaction among indulging in fairy tale,
recollectingexperience,andemotionempathy.
Second,theresultsofthisstudyontheeffectofreaderstanceinreading

fairytalesonchildren'sdevelopmentofcreativity(fluency,flexibility,originality,
imagination)areasfollows.Thegroupmeaninthesphereofcreativityshow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aestheticgroup(35.08),efferentgroup(26.83),andcontrolgroup(26.13).The
resultofpost-testshowedthataestheticgrouphadmorestatisticallysignificant
differencesthan efferentgroup and therewasn't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betweenefferentgroupandcontrolgroup.Thus,itcanbethought
thataestheticapproachismoreeffectiveinimprovingcreativity.
In thelowersphereofcreativity,when analyzing thegroup differenceof

originality,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amongthreegroups.Theresultofpost-testshowedthataesthetic
grouphadmore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thancontrolgroupandthere
wasnostatisticaldifferencebetweenaestheticgroupandefferentgroup.Thus,
itcan beconcluded thataestheticapproach ismoreeffectivein improving
originality.
Whenanalyzingthegroupdifferenceofimagination,theresultshowedthat

therewasa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amongthreegroups.Theresultof
post-test showed that aesthetic group had mo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thancontrolgroupandtherewasnostatisticaldifferencesbetween
efferentgroup and controlgroup.Thus,itcan be thoughtthataesthetic
approachismoreeffectivethancontrolgroupinimprovingimag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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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analyzingthegroupdifferenceoffluency,theresultshowedthat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differences among three groups.The resultof
post-test showed that aesthetic group had mo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than efferentgroup and there wasn't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betweeninformation-acquisitiongroupandcontrolgroup.Thus,itcan
bethoughtthataestheticapproach ismoreeffectivethan controlgroup in
improvingfluency.
Whenanalyzing thegroupdifferenceofflexibility,theresultshowedthat

therewasa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amongthreegroups.Theresultof
post-test showed that aesthetic group had mo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thanefferentgroupandtherewasnostatisticaldifferencesbetween
efferentgroup and controlgroup.Thus,itcan be thoughtthataesthetic
approachismoreeffectivethancontrolgroupinimprovingflexibility.
Third,theresultsofthisstudytochecktheeffectofmethodofreadingfairy

tales on children's comprehension ability (vocabulary,comprehension ability,
writing ability)in relation with sex areasfollows.Theresultofone-way
ANOVA inrelationwithgroupandsexshowedthattherewasnostatistical
differencesbetweenreaderstanceinreadingfairytalesandsex.Itmeansthat
theeffectofteachingmethodologydoesnotaffectonyoungchildren'ssex.
Aftertwo-wayANOVA inthesphereofcomprehensionability,vocabulary

ability,and writing ability toknow thatthesentencecomprehension ability,
vocabularyabilityandwritingability,whichisalowerspherecomprehension
ability ofyoung children,can affectsex,itwasthoughtthattherewasno
statisticaldifferencesbetween teaching method and young children'ssex.It
meansthatthe effectofteaching method havenothing to do with young
children'ssex.
Insummary,aestheticandinformation-acquisitionapproachhavenothingto

dowithtotalscoreandsentencecomprehensionability,vocabularyability,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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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ability,which isalowersphereofcomprehension ability in relation
withyoungchildren'ssex.
Forth,theresultsofthisstudyontheeffectofreaderstanceinreadingfairy

talesonyoungchildren'screativity(fluency,flexibility,originality,imagination)
inrelationwithsexareasfollows.Aftertwo-wayANOVA inthepost-testof
creativity according to group and children's sex,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eaching method and children's sex.That is,young
children's sex is notrelated with the effectofteaching methodology in
creativity.
Aftertwo-wayANOVA inthepost-testofcreativityshowedthatfluency,

flexibility, originality, imagination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teachingmethodologyandchildren'ssex.Itmeansthattheeffectofteaching
methodhavenothingtodowithyoungchildren'ssex.
Insummary,aestheticandefferentapproachhavenothingtodowithtotal

scoreandfluency,flexibility,originality,imagination,whichisalowersphereof
creativity,inrelationwithchildren's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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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아의 건강,사회,표현,언어 및 탐구 등의 5개 생활영역을
고르게 발달시킬수 있도록 하는 전인교육을 중요시하고 있다.세계화,정보화,그리
고 다양화로 특징지어지는 21세기에는 이러한 전인교육의 바탕 위에 보다 창의적
이고 자율적인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현행 유치원 교육
과정은 유아교육이 추구해야 할 인간상 중의 하나를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창의적 능력의 기초와 기본은 유아
기부터 갖추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추세는 2009년도부터 시행될 개정유치원 교육
과정에서 더욱 구체화된 모습을 보인다(교육인적자원부,2007).
이처럼 유아기부터 창의성 교육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현대사회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과거의 지식을 미래의 새로운 가치로 창출하고,지식을 유연하
고 독창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기존의 규칙이나 질서에 대해 변화를 추구하고,그
리고 새롭고 특유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의 배출
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류지후,1998).Osborn(1953)이 창의성은 누구나 가지고 있
는 보편적인 특성이며 잠재적 능력이라고 정의한 이래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심리학 문헌에 60여 가지의 다른 용어로 표현되고 있으며

(Taylor,1988),독창성,확산적 사고,창의성,직관,상상력,신기성,영재성 등의 다
양한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임선하,19993).그 외에 창의성은 발명,혁신,
통찰력,창의적 사고,직관,새로움(newness)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전경원,
1997).Guilford(1952)도 Thurstone(1952)처럼 창의성을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능력
이라고 보았으며,Torrance(1974)는 창의성이 유창성,융통성,독창성,정교성의 4가
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이에 전경원(1995)은 정교성 대신에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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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표상을 만드는 능력인 상상력을 하위요인으로 추가하
여 유창성,융통성,독창성,상상력을 중심으로 유아의 언어,도형,신체영역에 적합
한 유아 종합 창의성검사(K-CCYTC)도구를 제작하였다.
유아기 창의성이 다양한 유아 교육활동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예를 들면 교사의 질문유형,사회적 역할놀이,표상활동
(김선,1995;김은미,1997;박상희,1990),이야기 꾸미기 활동(신금호,1999;정옥
주,1997),동화책 읽기의 접근방법(김기예,이소은,2003)등의 교육활동이 유아의
유창성,융통성,독창성 등의 창의성 증진에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특히 가설을
설정하고 다양한 해답을 산출하는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를
Guilford(1950)가 주장한 이래 창의성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문해습득은 아주 어려서부터 책,구어와 문어 등을 접하게 되면서 시작된

다(Morrow,O'Connor,& Smith,1990).유아는 읽기와 쓰기를 통하여 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고,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언어발달이 촉진되며,주변의
성인이나 또래의 읽기․쓰기 활동을 지켜보면서 문해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차츰
혼자서도 읽고 쓸 수 있게 된다.이처럼 유아들은 주로 동화책 읽기를 통하여 읽기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어휘력을 증진시키며,유아 자신의 지식을 확
대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 구성력을 향상시켜 나간다(McCormick& Mason,1984).
따라서 유아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활동은 유아가 문해에 흥미를 갖고 이를 발달
시키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유아에게 동화책을 읽어줄 때 본문 내용을
읽고 난 후속활동으로 유아와 언어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문해능력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된다.
문해능력 발달의 중요성은 개정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 영역에도 반영되었

다.즉 언어 사용의 바른 태도와 일상에서 언어 사용을 즐기는 태도에 중점을 두었
으며,읽기․쓰기에 관심 가지기 영역을 읽기와 쓰기로 분리하여 읽기와 쓰기의 전
단계로서의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2007).
1980년대에 들어와서 다학문적 접근에 의해 형성된 문해출현의 개념으로 유아

문해능력(literacyability)에 대한 관점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즉 유아의 읽고
쓰는 행위는 실제 생활속에서 역동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으로서 정적인 지적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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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역동적인 지적행위로 보는 입장으로,유아의 문해습득은 형식적인 교육의
산물이 아닌 사회적 맥락 안에서 발달되어야 한다.읽기․쓰기도 듣기․말하기와
마찬가지로 의사소통을 위한 사회적 기술이므로 유아기의 의사소통을 통한 언어적
경험과 문해습득의 연계성이 강조되었다(현은자,1990).
동화책 읽기와 문해능력에 관련된 연구들은 살펴보면,총체적 접근법(김소양,

1995;박혜경,1991;Machado,1981),이해 및 어휘능력(조혜자,1987;조화연,1988;
Bromley,1992),문해발달 증진(Morrow,1992;Teale& Sulzby,1986)등이 문해능
력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양연숙(2004)의 연구에 의하면 동화를 활용한 독서활동
이 아동의 문해능력의 하위요소인 읽기능력에 긍정적 변화를 나타냈으며,남아의
경우 문해능력에 의미있는 향상을 보였다.
한편,사고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수매체로서 동화가 많이 활용

된다.유아들은 동화를 통해 갈등 상황을 경험하고,주인공의 동화속의 딜레마,문
제,사물의 속성 탐색을 통한 새로운 문제 해결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유아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창의력,상상력 및 사고력 등을 기른다(정
옥주,1997).동화를 통해서 유아들은 소원과 욕구가 대리 충족되거나,상상력과 공
상력을 키울 수 있고,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흥미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
어적 표현을 들으면서 느낄 수도 있게 된다(Machado,1981).Bromley(1992)는 동화
책 읽기를 통해 유아가 자신 및 타인에 대해 학습할 뿐만 아니라 유아 자신의 지
식을 확대하고 어휘력을 증진시키며,이야기에 대한 감각발달 및 듣는 태도 등의
문해능력을 기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동화책 읽기의 과정은 유아로 하여금 사물에 대한 상상력과 해석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수활동이라고 할 수 있기에 유아교
육 현장에서 동화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동화듣기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Many와 그 동료들은(Many,1990;Many& Wiseman,1992;Wiseman,Many,&

Altieri,1992)동화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증진시키고 유아를 동화듣기에 적극적으
로 참여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심미적 읽기와 정보추출적 읽기를 제안하였다.심
미적(Aesthetic)읽기 접근법에서 교사는 유아로 하여금 동화속의 일들을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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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처럼 생각하게 하고 느껴보게 함으로써 유아가 동화를 통해 정서적 경험을 갖도
록 격려하고,정보추출적(Efferent)접근법에서 교사는 유아로 하여금 동화의 구성
요소 분석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이야기 속에 담긴 정보를 알아내도록 함으로써
인지적 경험을 갖도록 격려한다.
심미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동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동화

에 대한 풍부한 반응을 자아내는 것과 함께 심미적인 동화감상 자세를 길러주는
데 효과가 있다(Many,1990;Many& Wiseman,1992;Wiseman,Many& Altieri,
1992).Cox(2002)에 따르면,유아들은 자신의 반응을 설명하거나 분석하는 것보다
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하거나 자신의 가정이나 연상에 대
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교사는 심미적 읽기를 선호하는 유아들의
성향에 맞추어 심미적인 방법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다.이에 비하여 정보
추출적 읽기는 인물의 특징이나 성격,동화읽기 활동 후 동화의 줄거리나 내용에
따른 인과관계,동화의 시간적,공간적 배경,사건의 해결 등을 기억하거나 회상해
보도록 자극하는 데 효과가 있다(Gallagher& Aschner,1963;Rosenblatt,1983).
심미적,정보 추출적 동화책 읽어주기 교수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심미적 접

근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의 읽기 태도와 이야기 구성력(정지경,2000),언
어․사고능력(이인선,2005),언어표현력과 이해력(김영재,2001;노연수,2000)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관
한 선행연구들이 읽기태도와 표현력 등의 태도와 구어적 측면에 관하여 살펴보았
으나,문장이해력,어휘능력,쓰기 능력 등의 문어적 측면까지 살펴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동화책 읽기와 유아의 창의성 증진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동화 재구성(김

은미,1997; 박수정,1998),발문유형(박상희,1990; 조인숙,1990; Cliatt &
Sherwood,1980),상호작용(Durkin,1966;McGee& Loftus,1992;Rand,1984),동
화 감상방법과 동화반응(Cox& Many,1992;Konopak,1993;Many,1991)등의 변
인은 창의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였다.즉,동화책 읽기를
통한 교사의 발문유형,상호작용 등의 다양한 교수활동은 창의성의 하위요소들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심미적,정보추출적 동화책 읽어



- 5 -

주기 교수법에 관한 연구로는 창의적 그림 표현력 (임진옥,2006)과 이야기 꾸미기
및 창의성(이민정,2003)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심미적 접근집단이 창의성의 하
위요소인 유창성,융통성,독창성에서 정보추출적 집단보다 더 많이 증진되었다고
하였다.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동화책 읽어주기 활동 등의 다양한 교수방법은 창의
성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동화책 읽어주기 교수법과 성별의 효과에 따른 김기예와 이소은(2003)의 연구는

이야기 구성력에 있어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은 단어와 문장을 사용함을 밝혔다.
또한 Miller와 Gerard(1979)는 여아가 언어적 창의성에서 뛰어나다고 하였으며,
Maccoby와 Jacklin(1981)은 언어에 의한 창의성 검사에서 약 7세 이후부터 여아가
남아보다 우수함을 밝혔다.한편,창의성이 성별에 따라 다른지를 밝힌 연구들은
살펴보면,동화 만들기와 창의적 사고력 검사(고희남,2001;이은해,조성연,1987),
교사발문 유형(성계순,2005)등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창의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러나 성인의 질문유형에 따라 성별 차이가 있었으며(허근,1996),
여아가 남아에 비해 정교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조성연,1984).전체 창의성
총점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박경하,조복희,1997).
이처럼 여러 연구들이 성별에 있어서 여아의 언어적 창의성이 앞서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결과는 대상 연령이 달라지면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동화책 읽기
교수방법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문해능력에 관한 성별 효과를 살펴보면,토의활동,동화읽기 활동의 교수방

법이 문해능력의 하위변인인 어휘력,이해력,언어 표현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여
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김기현,2004;
김정화,이문정,2001).그러나 동화를 통한 문학 활동,동화 짓기와 극화활동,동화
듣고 다시 말하기의 어머니 교사 연계지도 교수방법이 이야기 이해도와 이야기 구
성능력 등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판순,2003;오명미,2002;이성아,2000)등도 있다.
이처럼 문해능력에 대한 성별 효과는 일관적이지 못하다.본 연구는 교사가 여아

로부터 더 높은 인지적 요구를 경험하는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밝힌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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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1997)과 언어 창의성에 있어서 7세 이후부터 여아가 남아보다 우수함을 밝힌
Maccoby와 Jacklin(1981)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동화책 읽기 활동의 효과가 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유아의 문해능력과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연구결과는 유치원 교육현장 교사들에게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고 기대한다.

BBB...연연연구구구문문문제제제

본 연구는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유아의 문해능력과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심미적 동화책 읽어 주기 접근법과 정보 추출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은 유아의 문해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1-1.심미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과 정보 추출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

법은 유아의 어휘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1-2.심미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과 정보 추출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

은 유아의 이해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1-3.심미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과 정보 추출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

은 유아의 쓰기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심미적 동화책 읽어 주기 접근법과 정보 추출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은 유아의 창의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2-1.심미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과 정보 추출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

은 유아의 유창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2-2.심미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과 정보 추출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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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아의 융통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2-3.심미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과 정보 추출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

은 유아의 독창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2-4.심미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과 정보 추출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

은 유아의 상상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3]심미적 동화책 읽어 주기 접근법과 정보 추출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은 문해능력과 창의성에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3-1.심미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과 정보 추출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

은 문해능력에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3-2.심미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과 정보 추출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

은 창의성에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CCC...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 및및및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는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유아의 문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유아의 문해발달의 하위 요소인 쓰기 능력의 표준화된 검사가 개발되지 않

아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하지 못했다.
둘째,본 연구는 중류층의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여러 연령층

과 다양한 지역 및 소득계층의 유아들을 비교․분석하지 못하였으므로,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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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용용용어어어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동동동화화화책책책 읽읽읽어어어주주주기기기 접접접근근근법법법

동화책 읽어주기 활동 시 교사가 적용할 수 있는 2가지 접근법인 심미적 접근법
과 정보 정보추출적 접근법으로 구분된다(Rosenblatt,1991).

111)))심심심미미미적적적 접접접근근근법법법(((AAAeeesssttthhheeetttiiicccRRReeeaaadddiiinnngggAAApppppprrroooaaaccchhh)))
유아로 하여금 동화의 줄거리에 반응하도록 하고,그림책을 읽을 때 자신의 경험

에 중점을 두고,동화를 들음으로써 얻게 되는 생활체험 획득에 관심을 두도록 하
는 접근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활용하는 질문형태는 유아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바탕

으로 동화속의 일들을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게 함으로써 동화를
통해 문학적 체험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222)))정정정보보보 추추추출출출적적적 접접접근근근법법법(((EEEffffffeeerrreeennntttRRReeeaaadddiiinnngggAAApppppprrroooaaaccchhh)))
유아로 하여금 그림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등장인물,작가의 의도,낱말이나

아이디어,순서 및 결론,동화 내용과 배경 등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분석하는데
관심을 두도록 하는 접근법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활용하는 질문형태는 유아로 하여금 동화의 구성요소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이야기 속에 담긴 정보를 알아내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222...문문문해해해 능능능력력력

문해(literacy)란 글을 읽고 쓰기에 관한 관련 활동을 말한다(Jacob,1984).읽기는
글을 읽고 인쇄된 문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과 그것을 각자의 정보에 동화시키
는 활동을 포함한다(Mason,1986).쓰기는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것으로 유아
들은 다양한 형태의 쓰기를 사용한다.문해능력은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의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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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으로서 유아들은 어려서부터 구어와 문어책을 접하면서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적인 읽고 쓰는 능력과 그와 연관된 활동으로 글을 읽고 이

해하는데 필요한 문장 이해력,어휘 능력,쓰기 능력의 발달에 관한 발현적
(emergent)문해능력을 의미하였다.

111)))문문문장장장 이이이해해해력력력
의사소통에 있어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능력이다.즉 이야기 구조에 관한 질문,

책 속에 있는 정보의 명료성과 관련이 있으며,원인과 결과의 관련성에 관한 내용
을 이해하는 정도를 말한다.

222)))어어어휘휘휘 능능능력력력
어휘는 글 구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이며,글의 이해를 위해서는 어

휘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다.따라서 문해능력에 있어서도 어휘에 대한 지식검사
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에 본 연구에서 어휘력이란 그림을 보고 그림에 해당하
는 단어를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333)))쓰쓰쓰기기기 능능능력력력
쓰기는 인쇄된 형태의 언어적 표상이며 특별한 활자체를 창작하는 것으로 손으

로 쓰는 기술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즉 쓰기는 다른
사람이 표현한 생각이나 감정을 알게 해서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33...창창창의의의성성성

창의성(creativity)이란 기존의 관계 양식이나 해결방법으로부터 탈피하여 다양성
을 지닌 새롭고 독특한 관계를 설정하거나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능력이다(전
경원,2000).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경원(2000)의 유아 창의성
검사(K-CCTYC)도구를 사용하였으며,검사도구의 하위요소 4가지(유창성,융통성,
독창성,상상력)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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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유유유창창창성성성
특정한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해 내는 아이디
어의 풍부함과 관련된 양적인 능력을 말한다.
222)))융융융통통통성성성
고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시각 자체를 변환시켜 다양하고 광범위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해 내는 능력을 말한다.
333)))독독독창창창성성성
기존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희귀하고,참신하며 독특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하는 능력을 말한다.
444)))상상상상상상력력력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의 행동을 계획하도록 하는 새로운 표상을
만드는 능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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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본 연구는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유아의 문해능력 발달과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이론적 배경에서는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과 종속변인
의 검증을 위해 유아의 문해능력의 특성과 구성요인,창의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그리고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과 그에 따른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AAA...문문문해해해 능능능력력력

111...문문문해해해능능능력력력의의의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유아가 태어나서 언어를 알고 활용하기까지 어떤 경험과 과정을 거치게 되며,그
에 따라 교사들은 유아들의 문해경험을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할지 연구자들은 시
대에 따라 다양한 견해를 가져왔다.Chomsky(1972)는 문해발달은 자연적으로 배운
다는 성숙주의에 기초한 개념에서 시작되었는데 성숙주의 특성은 유아의 인지,사
회,신체적인 준비의 시기이기 때문에 직접적 읽기,쓰기 학습이 불가능하기에 미
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성숙주의 개념은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행동주의의 관점으로

변화되었는데 행동주의 특성은 가능한 한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학습 자료와 작업의 난이도는 적절이 조직하고 학
습과제를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연습시키면 유아의 성숙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
이다(Mason,1989).이 관점은 다시 유아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자로 보면서
문해출현의 관점으로 바뀌었다.
상호작용 이론은 언어습득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에 따라 인지적 상호작용과

사회적 상호작용 이론으로 나눈다.Piaget의 인지적 상호작용의 특성은 유아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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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속한 물리적 환경 속에서 탐색하고,문제를 찾아내는 능동적인 참여를 강조한
다(Teale,1982).Vygotsky(1978)의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특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
로 유아의 언어적인 성장을 자극하는 성인의 도움을 중시하는데 이러한 도움은 유
아의 근접 발달 지대(ZoneofProximalDevelopment:ZPD)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였다.이와 같이 유아의 문해발달의 특성은 성숙주의에서 형식적이며 직접적인
교수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해야 한다는 행동주의로 변화했으며,유아가 환경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유아 스스로 구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능동적인 학습자로 인식
하는 상호작용주의로 바뀌었다.
한편 문해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교육개발원 (1989)

은 문해란 특정 문화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으로
보았다.그에 따라 문해의 하위요소를 읽기,쓰기,셈하기의 기초 능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기본 생활기능,정치,사회,직업 및 과학 기술 등의 영역별 기능 문
해까지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하였다.Robbins와 Ehri(1994)는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문해활동은 유아에게 새로운 단어를 의미있는 상황에서 듣게 함으로써
폭넓은 어휘 습득 및 유아의 어휘 확장과 복합 문장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했다.책 읽어주기의 문해활동에 대해 Frick(1986)은 듣기 기술 및 즐거움과 여유를
주는 경험과,읽기에 대한 동기 증진과 쓰기를 자극한다고 하였다.본 연구에서는
문해의 하위 변인으로,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장이해능력,어휘능력,쓰기능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aaa...유유유아아아의의의 문문문장장장 이이이해해해능능능력력력

동화책 읽기는 이야기 이해력이 증진될 수 있는 활동이다.그림책 읽기를 통해
유아들은 등장인물이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감과
관련되는 것을 배우며,이야기의 여러 요소인 줄거리,주인공,주제 등을 인지할 수
있다.이러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그림책을 읽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인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력이 증진될 수 있다.
이해의 과정에서 스키마의 기능을 강조한 Anderson(1978)에 따르면 스키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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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 내용에 대한 추론과 예견까지 가능하게 해 주는 하향의 과정을 담당하며 주
어진 언어적 자료를 번역하고 해석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주기 때문에 적합한
스키마가 없이는 결코 이야기를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그렇기 때문에 유
아들을 위한 이야기는 유아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유아들은 발달특성상 기억속에 스키마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만을 해석할 수
있으며,스키마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Olson과 Gee(1998)는 유아들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구조는 이야기를 이해하고

작문하도록 돕는다고 하였다.즉 유아들은 이야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들
만의 내재적인 구조를 사용하며 이러한 능력은 성장해 감에 따라 향상되어진다고
하였다.
이야기 이해를 전개되어지는 과정으로 보는 Bonitatibus(1996)는 글을 이해할 때

는 추론 과정에 주요한 역할이 주어진다고 보았으며,초기 추론은 새로운 정보를
이야기에서 대했을 때 형성되어지고 이는 작가가 의도한 의미를 해석함에 따라 변
한다고 하였다.이와 같이 연구자들은 이야기 이해를 구성적이고 해석적인 과정이
라고 해석하는데 이는 읽거나 들을 때,우리는 글로 인해 활발해진 이전 지식을 가
지고 글 자체 내의 정보를 통합시키고 작가가 의미했던 것의 주요한 표상에 도달
하는 추론을 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유아들을 위한 이야기를 구조화 할 때는 유아들이 잘 기억하는 카테고리 유형을

파악해야 하며,내용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카테고리를 지나치게 생략
하거나 복잡한 인과관계로 구조화시켜서는 안된다.유아에게 제시된 이야기는 일화
간의 내용이 응집성 있게 연결된 인과적 관계를 갖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있다.
이차숙(1995)의 연구에서는 4～5세 유아 34명을 대상으로 동화책 읽기 활동이 유

아의 글의 내용 이해도 발달에 의미 있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실험 집단
에 속한 유아들은 글의 내용 이해도 검사,단어 읽기 검사,초인지적 읽기능력 검
사에서 현격한 향상을 보였다.이것은 동화책 읽기 활동은 이야기책을 읽고 그 내
용을 이해하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만 2～3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들 28쌍을 대상으로 한 박선해(1996)의 연구에서는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들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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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을 읽는 상황에서 바람직한 언어적 상호작용 훈련을 받은 어머니의 유아는
통제 집단의 어머니의 유아에 비해 언어이해 능력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김원경(2003)은 교사가 유아에게 동화를 지도함에 있어서 반복해서 읽어주는 활

동이 유아의 동화의 기억과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유아에게 동화를
한번 들려준 집단보다 동화에 대한 기억력과 이해력에 있어서 모두 향상되었다고
보고 하였다.그림동화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동일하게 듣기 활동을 제공한
하양승(1995)의 연구에서는 이야기 듣기 활동 후 이야기 해보기 활동을 한 실험집
단이 이야기 듣기만 했던 통제집단 보다 이야기 내용 이해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책을 매개로 한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유아들의 이야기 내용 이해력도 발

달했다.Heath(1982)에 의하면 유아들의 이야기 기술들에 대한 대상에 관한 질문이
나,이유 설명에 관한 질문들은 종종 이야기 기억 형태에서 이야기 이해 검사에 이
로울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언어의 잠재적인 3가지 중요한 유형을 확인했
다.유아들은 설명을 들은 이야기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할 수 있으며 정서적
비평은 흔히 학교생활의 후기까지 교육과정에서 강조되지 않는 이야기의 심미적
감상을 촉진할 수 있다.
Haden,Reese와 Fivush(1996)는 3-6세 유아들과 책 읽는 동안에 중산층 북미 엄

마들의 책 읽어주기 유형의 요구 수준을 실험했다.Haden등(1996)은 시간에 따라
어머니의 읽기 유형을 체크했는데,묘사형은 어머니들이 그림을 묘사하기와 명명하
기 등의 정보추출에 초점을 두었다.심미적 접근법인 이해형은 어머니들이 이야기
사건에 관한 추리하기와 예언에 더 많은 초점을 두었다.이처럼 읽기 유형들은 유
아들의 후기 문해능력과 연결되어 이야기 내용 이해 수준과 어휘력을 높였다.
교사의 심미적 질문과 정보추출적 질문에 관한 노연수(2001)의 연구에서는 심미

적 질문 집단이 유아의 언어표현력에서 길이와 질적인 면에서 효과를 보였으며,그
리고 듣기 이해도와 내용 이해도에서도 심미적 질문 집단의 유아들이 정보추출적
집단보다 더 많은 증가를 보여주었다.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대한 원선임
(1999)의 연구에서도 유아가 구성한 이야기에 대한 이해력과 언어 표현력에 있어서
심미적 접근 집단이 더 많은 증가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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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랜 기간 책을 읽어주는 활동뿐만이 아니라 책을
읽고 이야기 다시해보기 활동,바람직한 언어적 상호작용,책을 매개로 한 성인과
의 상호작용 등 책읽어주기 유형에 따라서 유아들의 내용이해력,어휘력 발달에 많
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심
미적,정보 추출적 교수법에 따라 유아의 문해능력의 하위요소인 문장이해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bbb...유유유아아아의의의 어어어휘휘휘력력력 발발발달달달

Durkin(1982)은 유아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활동은 유아의 어휘도 넓혀주고 세
상에 대한 지식도 배울 수 있으며 인지구조의 발달도 돕는다고 하였다.한 개인의
어휘력이란 개인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는 개별 어휘의 양과 그 어휘에 대한 의미
와 용법을 알고 적절히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차숙,2003).
단어는 생후 1세경에 획득되어서 가장 급속도로 어휘력이 증가하는 시기인 유아기
는 3세경에 1,000개 이상의 어휘를 습득하게 되며,3～4개 단어를 사용하여 완전한
문장을 구성하는 세 단어 이상의 시기가 나타난다.유아가 4～5세가 되면 전치사
사용이 가능하고 동사를 더 많이 사용하여 문장을 구성 할 수 있다.그리고 5～6세
가 되면 간단한 단어를 정의할 수 있고 반의어도 알게 되고 접속사,전치사,관사
를 더욱더 많이 사용한다(이승복,장유경,1999).이와같이 유아기에는 어휘가 급속
하게 증가하며 어휘력의 격차가 더욱 심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아기에는 건강,
탐구,표현 등의 발달과 함께 어휘발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화적 읽어주기에 대한 연구에서 Whitehurst& Aarnold(1994)는 그림책의 그림

들에 묘사된 사물,행동,주인공들에 관한 간단한 질문들로 촉진하는 형태를 의미
한다.대화적 책 읽어주기 유형에서,성인들은 책 읽는 동안에 그들의 개방형 질문
들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중재 그룹의 차이는 표준화된 언어측정과 언어 산출어
의 사후 검사에서 나타났다.즉 대화적 읽어주기는 2-4세 유아들의 이해 어휘력,
표현,쓰기 등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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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vanaugh& Marnette(1981)는 유아가 동화책을 매개로 성인과 함께 책 읽기를
할 때 유아의 어휘력에 향상이 있고 이때 바람직한 질문과 코멘트는 ‘만약 ○○이
라면 어떻게 될까?’‘왜 그렇게 되었을까?’등의 질문이 어휘력을 향상시킨다고 하
였다.수렴형 질문은 유아에게 최소한의 반응만을 요구하며,더 많은 반응을 이끌
어 내지는 못하기 때문에 단순한 질문이나 폐쇄적 질문은 언어 학습을 촉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유아의 어휘 발달은 차츰 어휘가 늘어나면서 문장의 구성이나 문
법적인 여러 가지를 습득하게 된다.문해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유아는 어휘의 모방
에서 벗어나 그 의미를 알고,언어 표현 시 적절하고 다양한 단어의 사용과 문장
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사해 나가게 된다.
어휘력 발달은 성인의 읽기 경험들을 통해서도 획득되었다.김영애(1998)는 취침

전 책 읽어주기 활동과 어머니-유아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유아의 어휘력 등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에서 취침전 책 읽어주기 활동은 상호작용 수준이
상위 집단일 때 문해발달의 하위요소인 어휘능력과 문장이해 능력 등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책 읽어주기 활동의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언어적 상호작용이
빈번하고 다양하게 일어났으며 이런 상호작용은 유아의 문해발달을 점진적으로 변
화시켰다.김민정(1994)은 이야기책 읽어주기 활동으로 인한 어휘 습득이 유아의
어휘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어휘력 수준이 높은 집단의 유아들이 어휘
력 수준이 낮은 집단의 유아보다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새로운 어휘를 더 잘 배우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책을 매개로 한 성인-유아간의 상호작용은 성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

으며 같은 성인-유아간의 상호작용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이러한
상호작용의 차이는 유아들의 어휘 발달뿐만 아니라 문해발달에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5-6세 유아에게 이야기를 소리 내어 읽어주는 연구를 한 Robbins와 Ehri(1994)

은 책읽기가 어려운 어린 유아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어휘를 배운다는 것과,이야
기를 소리내어 읽어주는 활동은 그들의 어휘 발달에 공헌할 것이라고 하였다.이
때,더 많은 어휘를 가진 유아들이 새로운 어휘를 배우기 쉬우며,또한 읽기를 성
공적으로 하기위해서 필요한 활동은 유아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것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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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Senechal,Thomas와 Monker(1995)는 책 읽어주는 것을 들은 후 새로운 어휘를

어떻게 부수적으로 배우는지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나 교사가 유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줄 때 단순한 질문을 함으로써 능동적인 반응이 쉽게 통합될 수 있다고 하였
다.이는 부모나 교사들이 이야기책을 반복해서 읽어주는 동안 유아가 보다 능동적
으로 반응하도록 질문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장혜경(1986)은 교사의 질문 유형에 따른 아동의 언어적 반응 분석에서 특히 평

가형 질문은 가장 긴 언어적 반응을 이끌어내며 이처럼 교사의 질문 유형이 유아
의 언어 반응 길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언어적 반응의 길이뿐 아니라 교사
의 질문 유형이 문법적 복잡성과 과제 관련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다.
동화에 대한 질문유형을 연구한 이두현(1998)은 교사의 질문유형을 확장형 질문

과 제한형 질문으로 분류하고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이야기 꾸미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확장형 질문 집단이 단어,문장,묘사단어를 많이 사용
하였으며,확장형 질문 집단의 5세 여아가 단어와 문장을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
났다.
위의 연구들은 전체적으로 종합하여보면 대체로 교사의 개방형이나 인지적 난이

도가 높은 질문 유형이 유아의 어휘력 및 문해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즉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안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의 복잡성 정도
가 유아의 어휘력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특히 낮은 수준의 요구를 하는
질문은 언어능력 점수와 부적으로 관련되어 지고 평가하게 하거나 원인-결과간의
관계를 묻는 높은 수준의 질문을 많이 사용할 때에 언어 능력 점수가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심미적,정보 추출적 교수법에 따라 유
아의 문해능력의 하위요소인 어휘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ccc...유유유아아아의의의 쓰쓰쓰기기기 발발발달달달

쓰기는 인쇄된 형태의 언어적 표상이며 특별한 활자체를 창작하는 손으로 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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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뿐만 아니라 메시지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많은 기술을 포함하며(이영자,이
종숙 1985),쓰기 지도는 다른 사람이 표현한 느낌이나 감정,생각을 알게 하고 그
리하여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다(Sutherland& Arbuthnot,
1986).
쓰기 학습에 대한 관점에 따라 Smith(1984)는 유아의 쓰기 교수 접근법을 부호

중심 접근법과 총체적언어 접근법으로 나누었다.먼저 부호중심 접근법은 일련의
기술을 지시적 활동을 통해 습득하게 함으로써 쓰기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다.쓰기
학습을 위해서는 성인의 관례적인 기준과 맞지 않는 쓰기는 쓰기로 인정되지 않으
며,모든 유아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문자를 쓰고 모델에 가깝게 베껴 쓸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하는 방법이 사용된다.반면 총체적 언어접근법에서는 유아의 쓰
기의 결과가 어떤 것이라도 인정되는 접근법으로 유아들의 실생활 속의 활동을 통
해 자연스런 쓰기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의미를 중시
한다.
Sulzby(1990)는 유아들은 쓰기 발달에 있어 비슷한 패턴을 따른다는 것을 밝혀주

고 있지만,위계적인 단계를 거쳐 발달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쟁이 있
다고 하였다.그는 유아들은 다양한 형태의 쓰기를 사용하며,유아들의 쓰기가 표
상적으로 보이기 훨씬 이전에도 유아들이 문자언어를 사용하고,그들의 쓰기가 어
떤 형태이든 그것은 유아의 의도를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유아의 쓰기 발달 연구를 한 이연섭(1987)은 한글 쓰기의 발달 순서를

다음과 같이 7단계로 구성하였다.1단계는 긁적거리기 단계로 선과 원을 섞어 그리
기가 차례로 나타나는 단계,2단계는 한 두개의 자형이 우연히 나타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식별 가능한 글자가 나타나 획이 생략․첨가되는 역전현상 단계,4단계는
글자는 맞지만 획순과 모양이 바르지 않는 단계이다.5단계는 획순과 모양이 바른
글자가 나타나는 단계,6단계는 단어가 나타나는 단계,마지막에는 문장을 쓰는 단
계로 구성하였다.
Vygotsky에 의하면 쓰기 발달의 씨(seeds)는 유아가 처음 긋는 자국은 표시적

신호이며,쓰기 발달의 씨는 이미 영아기에 존재한다.유아의 쓰기과정은 표시적
신호(indicatory sign)에서 상징화된 자극(symbolizing marks)과 긁적거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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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bbles)를 거쳐서,이것이 형식과 그림으로 대치되고,마지막 단계는 문어체의
약정적 상징(conventionalsymbols)단계로 도달하게 된다고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쓰기학습에서 형식적인 훈련은 쓰기 능력 발달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

하며,쓰기를 위한 동기는 유아의 내부에서 나와야한다.따라서 교사와 부모는 쓰
기 학습에서 유아가 느끼는 재미,흥미 그리고 호기심 등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Peterson(1975)은 강조하였다.우리나라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영자와 이종숙
(1985)은 유아들의 쓰기발달 단계를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처음긁적거리
기 단계로 시작하여 한 두개의 자형이 우연히 나타나는 단계,자형이 의도적으로
한 두개 나타나는 단계,글자의 형태가 나타나고 가끔 자모의 방향이 틀린 단계,
단어 쓰기 단계,문장쓰기 단계를 거치며 발달한다고 하였다.
쓰기의 단계에 대해서 Jalongo(1992)에 따르면 무질서한 긁적 거리기(random

scribbling), 조절된 긁적거리기(controlled scribbling), 긁적거리기에 명명하기
(namingofscribbling),유사글자 및 글자 쓰기 단계를 거치며,부분적으로 관례적
인 문자쓰기(semi-conventional alphabetic writing),관례적 쓰기(conventional
writing)의 단계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하였다.
유아의 쓰기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유아가 실제 연필을 잡고 쓰는 활동을 하기

전부터 일어나는 쓰기와 관계되는 활동이다.유아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종이에 옮
기려는 내적 욕구를 유도하는 활동들 즉 사물들을 관찰 경험하며 질문을 제기하고
설명하는 이러한 활동들은 쓰기 학습을 할 때 필수적이다(정계영,1993).유아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검증하고,다양한 형태의 쓰기를 실험함으로써 쓰
기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Sulzby(1990)에 의하면 매우 어린 유아들은 분화되지 않은 긁적거리기를 사용한다
고 지적하였다.이것은 후에 그리기를 위한 긁적거리기와 쓰기를 위한 긁적거리기
인 두 가지 기능적 형태로 분리된다.즉 쓰기를 위한 긁적거리기는 그리기를 위해
사용된 무질서한 긁적거리기와는 반대로 직선적 형태를 띤다.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유아들의 쓰기 발달은 처음 시도는 긁적거리기의 형

태로 시작하여 창안적으로 글자를 만들어 보는 시도를 거쳐 결국 관례적인 쓰기
형태로 진전된다고 할수 있다.또한 유아의 쓰기 발달은 각기 다양한 쓰기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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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해 보는 기회를 통해 쓰기 발달이 정형화되어지며,읽기 발달과 동시에 이루어
지며 짐을 알 수 있다.쓰기가 읽기와 마찬가지로 의사전달을 하는 매체이며,쓰기
는 말하기와 함께 표현을 위한 도구이며 의사소통의 수단이다.또한 쓰기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자신이 표현한 느낌이나 감정,생각을 알게 하고 그로 인해 의사소통
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때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통해 유아들과 심미적,정
보추출적 교수법으로 이야기 나누기를 함으로서 문해능력의 하위요소인 쓰기 능력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22...유유유아아아의의의 문문문해해해능능능력력력 증증증진진진

Jacob(1984)은 문해란 읽기,쓰기 관련 활동이며 쓰기는 인쇄된 자료의 생산으로
글자와 단어를 쓰고 단어를 만들기 위해 적목을 배열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포함
하며,읽기는 책을 보는 것과 같아서 자료의 상징적 측면에 주의를 기울이는 인쇄
된 자료의 사용이라고 하였다.최근에는 ‘읽기 준비도’라는 개념이 이론적으로나 실
제적으로나 부적합하다고 지적하며 유아는 환경을 스스로 탐색하여 가설을 수립해
보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지닌 자로 인식되었으며,유아의 능동적
인 학습자로서의 위치를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또한 여러 연구(Durkin,1996;
Taylor,1986)들은 유아들이 말을 배우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글자를 배운다는
것을 밝혔다.
문해사회의 유아는 환경속에서 문자를 관찰하고 사용하면서 문해환경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문자언어에 대한 인식을 발달시켜 나가며 문해를 자신의 개인적 사회
적 경험의 한 부분으로 통합하면서 성장하며,문자언어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 이해
하게 된다.Goodman(1986)은 읽기와 쓰기의 문자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는 문자언어에 관한 기초지식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유아들의 문자 언어학습은 사
회,문화적 환경속에서 실행을 통해 계속적이면서 그리고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일
어나며,어느 한 순간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성인과 유아 사이의 상호작용을 실행(demonstration)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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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1984)는,유아가 읽고 쓸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종류의 상호작용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상호작용을 그와 상관이 있는 실행을 실습하거나 혹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그는 유아가 글을 사용하거나 글이 사용되는
것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글을 아는 성인이 있어야만 하며,유아가 언어를 배우는
것은 말이나 글을 사용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글을 읽
고 쓸 줄 아는 성인이 글을 실제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때 유아에게
는 글을 배우는 학습이 일어나며,유아가 글을 읽고 쓰기 위해서는 글의 사용을 실
행해 줄 성인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Goodman(1986)은 2-4세의 유아들이 활자화된 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혼

자서 문어를 학습하고 있다는 가설적 결론을 세웠으며,2세 유아도 주변의 글자를
읽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그러나 유아가 활자화된 글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가진 이전의 지식,문자언어가 풍부한 환경,유아의 글을 읽고자
하는 욕구와 탐색하려는 유아의 태도,유아에게 중요한 사람이 글에 대해 가지는
느낌 등의 영향을 받는다.또한 그는 유아가 활자화된 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읽
기,쓰기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언어학적 원리,관계적 원리,기능적 원리 등의 문
어의 의미와 성격에 대한 원리를 발달시킨다고 하였다.이러한 원리들은 가르칠 수
없는 것이며 유아가 풍부한 문자적 환경에서 글과 상호작용하여 쓰인 글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는 가운데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Teale과 Sulzby(1986)는 문해습득에 있어서 비형식적인 환경에서 문어를 사용하

며,개인마다 독특하게 문어를 학습한다는 패러다임을 강조하였다.첫째,유아들은
가정이나 이웃 등 비형식적 환경에서 문어를 사용하며,문해발달은 유아들이 형식
적 교수를 받기 훨씬 이전에 시작된다.둘째,종래의 읽기 준비도라는 말을 대신하
는 문해발달이라는 말은 유아가 필자이면서 독자이기 때문이다.셋째,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실제 환경에서 발달하기에 문어의 기능도 유아기 동안 문어 학습의
필요한 부분이 되며,유아는 출생에서부터 6세가 되는 동안 문어발달에 결정적인
인지과업을 수행한다.넷째,유아는 자신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글을 읽거
나 쓰고 있는 상황에 있는 성인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문어를 배운다.즉
유아에게 중요한 성인이 책을 보거나 글을 쓰는 모습에서 배운다.다섯째,유아의



- 22 -

문해발달에 대해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각 유아는 남과 서로 다른 방법으
로,또 서로 다른 나이에 독특하게 문어를 학습한다.그러므로 교육에 있어서는 이
러한 발달적인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유아의 문자언어에 대한 지식은 성인이 들려주는 책읽

기를 통해 문자언어와 음성언어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고,문자언어의 조
직에 대해서도 유아가 환경이나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알게 된다.사회의 한
구성원인 유아는 성인의 형식적이고 직접적인 문해교수는 의미가 없고,유아는 자
신이 속해있는 문해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해능력을 발달시켜 나간다.유아들은
새로운 환경적 관계와 새로운 사회적 관계도 형성하게 되며,자신의 주변 환경을
지배하고 이해하는 매개수단으로 문자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문해발달을 위한 유아의 환경은 매일의 활동에서 문어의 기능을 접하게

되고,문해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을 때,유아의 문해능력의
하위요소인 유아의 어휘 및 언어발달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문자가 범람하
는 주변 환경속에서 살아가는 유아라 할지라도 부모나 성인의 접근방식이나,유아
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이나 사회 환경에 의해 유아가 직접 경험하는 문해능력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Clay(1979)는 유아의 이러한 문자언어 행동을 ‘서서히 나타나는 읽고 쓰는 능력

(emergentliteracy)'으로 표현하였다.’서서히 나타나는(emergent)'의 의미는 지금
무엇으로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발달의 의미를 품고 있으며,Goodman(1986)은 이것
을 “읽고 쓰는 능력의 뿌리(therootsofliteracy)"라고 설명하였다.유아는 성장하
면서 그들의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글과 글자의 형태,글과 글자를 인식하게 되
고,또한 음성언어와 문자 언어를 관계 짓고 더 나아가 자신이 언어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인식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해발달을 위한 유아의 환경은 매일의 활동에서 문어의 기능을 관찰하고 유아

들이 직접 읽기,쓰기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장 잘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성인이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유아의 어휘 및
언어발달및 읽기 흥미,책에 관한 인습적인 지식 등이 증가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그 예로,Robbins와 Ehri(1994)는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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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복합 문장과 유아의 어휘 확장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며,이는 유아에게 더
폭넓은 어휘 습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우리나라의 정지경(2000)의
연구에서는 동화책 읽기 활동시 경험적 접근방법이 분석적 접근방법보다 유아의
읽기태도,자발적,유도적 이야기 구성력 등의 언어능력에서 효과적이었으며,신금
호(1999)연구에서도 책을 읽고 이야기 꾸미기를 한 집단이 언어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교사가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고 유아와 상호작용하는 것은 유아가 텍스

트에 관한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통
해 유아는 문해능력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기술과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이는
단지 책을 읽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사가 유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태도와 방법
등이 유아의 문해발달 촉진하는 요소로서 본 연구에서는 책을 읽어주는 가운데 나
타나는 심미적,정보추출적 상호작용에 따른 유아의 문해발달의 하위요소인 문장이
해능력,어휘능력,쓰기능력 등의 차이를 분석할 필요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BBB...창창창의의의성성성

111...창창창의의의성성성의의의 개개개념념념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aaa...창창창의의의성성성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인류의 발전은 창의적인 사람에 의해 서 발전해 왔다는 사실은 역사를 통해 이
미 확인되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다.특히 정보화 사회라고 일컫는 미래사회
에서 가장 요구되는 인간상이 개성있고 창의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의 성격에서도 창의성 신장이 강조되고 있는데,이는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유아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기초능력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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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2007).인간은
창조적 욕구와 그 실현으로 끊임없이 문명을 발전시켜왔다.이러한 창의성은 다른
동물과 인간을 구별 짓는 특성이고,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나는 일반적인
특성이다.
Gardner(1998)는 창의성은 문화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사회적․문화적․교육적

정서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창의성의 문제는 교육에 의해 개발될 수 있
는 것임으로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만 하며,특히 유아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은 중요하게 강조되어야만 한다.이는 창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 아
니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어야 한다.
창의성이 특정 분야에서 특정인만이 탁월하게 지니고 있는 희소가치를 의미했으

며,소수의 한정된 개인의 선천적인 특성으로 즉 음악,미술,과학 및 건축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 독창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능력을 창의성이라 여겨졌다.
그러나 1950년 Guilford가 미국 심리학회(APA)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에 관한 연설
을 한 것을 계기로 최근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보편적 특성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창의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창의
성이란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창의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한데,Thurstone(1952)은 창의성에는 평범

이상의 발명이나 천재적 사고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기실현,자기표현
의 욕구에서 근원된 상상적 활동이라고 하였으며,이는 필연적으로 새로움
(newness)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즉 창의성(creativity)의 개
념은 일반적으로 새롭고 독특한 것을 산출해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심
층적인 이해의 상황에서는 강조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창의성 교육의
권위자 중 한사람인 Torrance(1973)는 창의성에 대해서 ‘틈새를 지각하고 이와 관
련된 아이디어나 가설을 형성하여 이를 검증하고,그 결과를 알려 가설을 수정하고
재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창의성의 대한 개념은 다양한데 요약하면 창의성은 새롭고 독특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 작용하는 것,무엇인가 새롭고 문제상
황에서 적절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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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들은 창의성의 개념에 대해 창의성의 구성요소가 다양한 만큼 창의성
의 본질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다.왜냐하면 각자가 중요시하는 요소에 초점을 두고
창의성을 정의하려 하기 때문에 그 결과 창의성이라는 용어도 독창성,확산적사고,
창조성,직관,상상력,신기성,영재성 등의 다양한 단어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임선하,1993).창의성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수 있는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능(giftedness),지능(intelligence),수렴적인 사고
(convergentthinking)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또한 창의성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
인 인간 중심적인 설명부터 엄격한 조작적 정의까지 서로 다양하고,사회과학 분야
나 문학 및 철학 등에 걸쳐서 제시되는 정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창
의성 모델이나 정의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창의적 과정에 대해 Rogers(1962)는 개인의 독특함이나 또는 물질,사람 및 그의

생활환경의 독특함으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내는 산출 활동이라고
보았다.또한 창의적 활동이란 자유로움이 있을 때 발생하기 쉬운 유기체의 자연스
러운 행동으로서 유기체가 내적,외적인 환경에 대해 개방적이고 모든 관계 양식을
융통성 있게 볼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였다.
창의성 개념에 대해 Taylor(1959)는 환경을 탄력성 있게 지각하여 타인들에게 그

산물인 독특한 경험을 전달하는 능력이며,과거의 경험 내용을 새로운 다른 체계속
으로 투입하는 능력이라고 보고 창의성의 다섯 가지 수준을 제시하였다.즉 가장
기초적인 표현적 창의성에서 비롯하여 생산적 창의성,발명적 창의성,혁신적 창의
성,최고 단계인 창발적 창의성등의 다섯 가지 수준을 제시하였다
Sternberg(1994)는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창의성 개념을 4P즉 창의적인

과정(creative process),창의적인 환경(creative press),창의적인 사람(creative
person),창의적인 산출물(creativeproduct)로 분류했다.특정한 학파나 연구자의
학문적 특성과 관계없이 연구영역에 중점을 두고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4P
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Rhodes(1961)는 4P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
며,창의적인 산출물이란 창의적인 사람이 창의적인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창의적인 환경에 의해서 지원 받을 때 가능한 것이다.이런 4P가
상호작용을 할 때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창의적인 사람은 창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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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속에서 창의적인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창의적인 산출물을 창출해 낼 수 있
기 때문에 과거에는 4P의 요소를 구분하여 연구하였지만,근래에는 4P의 상호작용
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전경원,1997).
창의성에 대한 Guilford(1952)의 정의는 새로운 것을 낳는 힘으로 인간의 다섯

가지 지적기능 즉 인지력,기억력,수렴적 산출력,확산적 산출력,판단력 중에서
확산적 산출을 의미하여,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올바른 해답을 요
구하는 수렴적 산출과는 반대의 개념으로 정의하였다.그리고 창의성의 요인으로
문제에 대한 감수성,사고의 유창성,사고의 융통성,사고의 독창성,정교성을 들었
다.
이처럼 여러 학자들이 창의성이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한 반

면(Guilford,1952)창의성을 문제해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사고과정으로 본 학
자들도 있다.Torrance(1959)는 창의성을 ‘곤란한 문제’,‘지식의 차이’등을 인지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측하고 가설을 세우며 검증을 할 뿐 아니라,틀린
방법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박상희,1990,
재인용).즉 창의적 능력을 문제해결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확산적
사고와 같은 것으로 인지구조를 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본 것이다.
창의성의 개념을 구성요소 등에 의해 구체화하면 크게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

면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초기 연구이론은 창의성의 구성요소를 주로 인지적 측면
에 치중하여 설명하였으며 최근에는 정의적인 측면의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제시하
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창의성이란 과거경험의 재생에 의

하지 않고 그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방법이나 태도라고 할 수
있다.또한 창의성의 구성요소인 풍부한 사고과정,지식 상상력 평가 등의 요소를
인지적 측면,정의적 측면의 요소로 구체화되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인지
적 측면에서는 확산적 사고와 활동,일반영역에서는 지식기반,특정영역서의 지식
기반,유창성,정교성,제한에 대한 저항성 등으로 구체화된다.정의적 측면에서는
애매모호함에 대한 참을성과 개방성,동기화,인내심,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자
신이나 결정에 대한 확신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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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창창창의의의성성성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창의성의 구성요소에 대해 학자들은 개념의 다양한 관점만큼 여러 가지 능력 및
경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Guilford(1988)는 지능의 구성요소로 창의성의
내용,조작,산출의 세 측면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총 180개의 능력요인을
지능의 구성요소로 보았으며 이 중에서 3조작 차원의 확산적 산출이 창의성과 가
장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그리고 이러한 확산적 산출을 문제에 대한 민감성,사
고의 유창성,사고의 융통성,독창성,재정의,정교성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Guilford와 Torrance의 정의를 토대로 전경원(2000)은 융통성,상상력,유창성,독

창성을 창의성의 구성요소로 보았는데 특히 상상력을 창의성의 한 구성 요인으로
보고 있다.즉 상상 작용 또는 상상력을 창의성의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보고 상상
은 현실로부터의 해방을 맛보게 해 주고 보상적인 만족감을 주어 창의성을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창의성 교육에서 중시되어야 할 요인이라고 하였다.
창의성의 구성요소를 3S로 설명한 Parnes(1975)에 의하면 우연히 발견하는 능력

(Serendipity),민감성(Sensitivity),연합작용(Synergy),모두가 확산적 사고를 요구
한다는 의미에서 Guilford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Lubart등(1994)은 창의성
개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접근으로부터 사고양식,성격특성,지적능력,지식, 동기,
환경과 함께 이들 6요인간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창의성 구성요소로 강조하였다.
창의성의 하위 구성요소를 이춘희(1997)는 크게 창의적 사고기능(인지적 능력)과

창의적 성향(정의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는 창의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
고 있다.창의적 사고기능은 개인이 경험하는 의식이 사고 과제의 성격에 그리고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하위요인으로 융통성,독창성,유창성,정교성
을 들고 있다.창의적 사고 성향은 창의적 사고 기능이 최종적으로 인간의 성취를
위해 작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내적인 동기나 태도 등을 말하며,창의
적 사고 성향의 하위요인으로 변화에 대한 개방성,근면성,호기심,민감성,자발성,
독자성이 있다.
창의성에 대한 하위 요인으로 지적 특성에 성격적 특성까지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는 Torrance(1959)는 다음과 같이 구성요소를 나누고 있다.그는 창의성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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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중 성격적 특성을 사고와 판단에서의 독자성,호기심,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몰두,직관 이용,사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음,모험심 등을 들었
고,지적 특성으로 유창성,독창성,정교성,제목의 추상성,개방성 등을 들고 있다.
창의성의 하위 요인 중 지적 특성에 대해 Torrance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제시된 특정 자극에 대해 아이디어를 많이 산출해 내는 능력인 유창성.둘째,
제시된 특정 자극에 대해 독특하거나 비 일상적인 반응을 산출하는 능력인 독창성.
셋째,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제목이 보다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도록 명명하는
능력인 제목의 추상성.넷째,제시된 특정 자극에 대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정
교하게 하는 능력인 정교성.다섯째,개방성은 제시된 특정 자극에 대해 다른 아이
디어를 더 첨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유아의 창의성의 구성요인을 전경원(2000)은 유창성,융통성,독창성,상상력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유창성은 아이디어의 풍부함과 관련된 양적인 능력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해내는 능력.따라서 자연스러운 분위
기 속에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가능한 한 많은 것을 연
상해보기,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표현해보기,특정한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해결방
안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제시해 보기 등이 있다.
둘째,융통성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해 내는 능력.즉,

한 가지 방법에 집착하지 않고,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여 반응하려고 하는 능
력이다.사물이나 현상들 간의 관련성 찾기,문제와 관련된 속성들을 추출하기,발
상의 전환 등이 있다.
셋째,독창성은 희귀하고,독특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하는 능력.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데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기존의 생각이나 사물을 부정하고 생각하기와 새로운 상황에 재조직하기,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생각하기 등이 있다.
넷째,창의적인 사고력의 원동력이 되는 상상력이란 새로운 표상을 만드는 능력.

상상력이 발달하려면 이전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하고 여러 다른 심상을 새로운 상
황 속에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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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창의성 구성요인에 대한 견해를 종합해보면 창의성은 단순히
한 가지 측면만으로 규정지을 수 없으며 지적,정서적 측면은 물론이고 개인을 둘
러싼 사회적 환경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상호작용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Lubart,1994;Torrance,1959).즉 창의성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구성되
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창성,독창성,정교성,개방성 등의 인
지적 특성과 용기,호기심,독자성,몰두,직관,낙관적 태도,모험심 등의 정의적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구성요인을 유창성,
융통성,독창성,상상력으로 분류한 전경원(2000)의 구분에 따라 창의성의 하위 요
인을 유창성,융통성,독창성,상상력으로 분류하였다.

222...유유유아아아기기기 창창창의의의성성성 증증증진진진

잠재적인 창의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다른 많은 인간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그 정도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이는 인간의 좌,우 두뇌의 기능의 차이점 때문
에 어떤 한 분야에 창의적인 유아가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창조적인 능력을 보이
지 않을 수 있다.Gardner(1998)에 의하면,아동중기에 이르면 창의성이 별로 발휘
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어린 시기에 창의성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특
히,인간의 두뇌 발달은 유아기에 거의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에 다양한 경험과 구
체적인 경험을 체험하여야 하며,이는 유아기에 개발된 상상력이 성인이 되었을 때
창의성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기도 한다.
창의성 있는 유아의 특성에 대해 Perkins(1994)는 정신적인 유연성을 보이며 모

험적이며 또한 문제를 잘 찾아내고 객관성이 있다고 하였다.창의성이 있는 유아는
내적동기가 강하고,유연함,독창성,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찾아내며 사고를 하는데 있어 세심함을 보인다고 하였다.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1952년 Guilford가 미국 심리학회서 창의성의 중요성을 연설한 것을 계기로 하여
교육학 및 심리학 관련 영역에서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유아기 창
의성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활발한 편이 못된다(Hill,1992).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보다 유아를 대상으로 실행된 연구가 적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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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Moran,Sawyers,Fu와 Milgran(1982)은 유아들에게 나타난 창의성은 자
연스러운 것으로 믿어왔고 창의적 행동이 일어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겼다.과
거엔 창의성을 소수 특정인들만이 가지는 선천적인 특성으로 인식하였으나 많은
연구들은 창의성을 보는 관점에 변화를 일으키게 하였다(김재은,1995).즉,창의성
은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 중 하나이며,유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어
느 정도 갖고 태어나며 발달이 가능한 것으로 예를들면 평범한 것 이상의 발명을
하거나 천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다.
특히 유아기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Piaget(1974)는 창의성이 2-6세에 가

장 많이 발달하므로 유아기에 창의성이 계발되어야 한다는 것과 전조작기에 나타
나는 주관과 객관의 미분화,자기중심적 사고와 맞물려 기존의 전통적 생각이나 관
념을 벗어나 새로운 연합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창의성을 유발시키게 된다는
주장은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해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유아기 창의성이 여러 가지 변인

즉,사회적 능력,성별,개인의 인지,성격,가정환경 등의 변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신금호(1999)의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수준이 중류층이상 일수록
그리고,부모의 교육 수준 특히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부모의 직업이 관
리직과 전문직 일수록 자녀의 창의성이 높게 나타났으며,이와 같이 유아의 창의성
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교육을 통해 창의성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1950년대부터 이루어지기 시

작했다.과거에는 창의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며 후천적으로 개발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했으나 Torance(1973)는 “Canweteachcreativity?”라는 논문에서 창
의성은 교육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한 수많은 실험연구를 통하여
창의성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창의성은 개발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유아기 때부터 창의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휘시켜 주기 위해서 윤종건(2002)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였다.
첫째,심리적인 안정감과 물리적인 환경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창의적인 분위

기를 만들도록 한다.둘째,교사에게 창의적인 교수 활동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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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아를 교육시키도록 한다.셋째,확산적인 발문을 사용하여 보다 다양한 사
고를 자극하는 발문을 한다.넷째,Osborn(1953)에 의해 창안된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을 실시하는 것이다.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표현하게하고 이를 결
합하거나 또는 연결지어 실행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나 착상을 끌어내기 위한 방법
이다.다섯째,수평적 사고 훈련을 하여 비논리적인 상상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유아기의 창의성 증진을 위해서는 교사가 확산적인 발문을 통해 유아의

다양한 사고를 자극해야 하며,많은 아이디어를 끌어내도록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
여야 한다.개개인이 가진 창의적인 능력의 차는 크며 유아의 창의적인 능력은 그
어떤 유형의 능력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Torrance(1959)는 사회화에
수반되는 권위(socializingauthorities)가 창의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유아의 창의적
상상력은 4세부터 4세반 사이에 절정을 이루며 5세가 되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
한다고 지적하였다.
창의성 증진을 위해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주

도할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한국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이를 위해 자
연존중,창의적 사고 및 탐구,논리적 문제해결 등 기초 소양을 강조하고 있다.뿐
만 아니라 교육과정 전 영역에 걸쳐 창의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창의적
표현의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2007).
이처럼 유아의 창의성은 개방적,허용적 풍토와 자극적 환경에 의해 증진될 수

있으며,무엇보다도 다양한 개방적 방법을 통해 발달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발
표되어지고 있다.이는 창의성 발달을 위해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암시
를 해주는 것으로 즉,창의성 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표상활동,교사의 상호작용 유
형,사회적 역할 놀이 등이 창의성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견해로 모아
지고 있으며(김은미,1994;신금호,1999),유아들에게 확산적 사고를 많이 하도록
자극하는 측면이 많다는 점이 공통적이다.이는 Guilford(1952)가 주장한 어떤 문제
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가설을 설정하거나 다양한 해답을 산출하는 확산적 사고가
유아의 창의성 발달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사고이면서 동시에 경험을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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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경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아직 접
하지 않은 새로운 경험은 주위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되고 기존의 경험은 그 경험
을 재구성할 때 새로운 경험이 되는 것이다.따라서 유아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자
료를 제공하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동화,그림,각종 조형물,음악 등을 감
상할 기회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창의성 증진에 관한 연구에서 Cliatt,Shaw와 Sherwood(1980)는 5～6세 유아 37

명을 대상으로 수렴적 사고능력을 강조해서 훈련시킨 집단보다 확산적 사고능력을
강조한 집단이 창의성의 구성요소인 유창성,융통성,독창성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
였다고 하였다.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 환경이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 외국의 연구들(Davis,1986;Oilver,1980)역시 발표되었다.
우리나라 연구에서도 Cliatt,Shaw와 Sherwood(1980)의 연구와 비슷한 연구로

장휘숙(1980)은 유치원 연령의 유아를 대상으로 창의성 요인 중 유창성과 독창성이
훈련에 의해 길러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실험집단은 창의성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에는 본래의 유치원 학습과정만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유아
들이 유창성과 독창성에서 의의 있는 효과를 보여 주었다.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해서는 교사의 질문유형,교육환경,역할놀이,창의성 훈

련 프로그램,표상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들을 통해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시대적 요구와 유아의 발달
에 비추어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탐구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주변의 사물과
자연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구하며,창의적으로 사고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강조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2007).
창의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내용의 선정에서 창의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과 함께 교사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즉 교사는 끊임없이 유아를
관찰하여 창의적인 유아를 격려하고 독특하고 기발하게 생각하는 유아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창의적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지를 해주어야 한다.
이를 종합해보면 창의성 증진을 위해서는 유아에게 개방적이고 허용적 풍토와

다양한 교육적 환경 및 확산적 발문을 통해 다양한 사고를 할수 있을 때에 창의성
은 증진될 수 있다고 할수 있으며,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사건에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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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갖을 수 있는 환경조성과 창의적 표현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창의성 증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정보처리 유형에 따라 언어적 표상능

력을 증진시킨다는 김영재(2001)의 연구와 창의성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유
창성,독창성에서 효과를 나타낸 연구 등이 있다.김기예와 이소은(2003)은 확산적
사고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남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
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Maccoby,Jacklin의 연구에서는 언어에 의한 창의성 검사
를 살펴봤는데 약 7세 이후부터 여아가 남아보다 우수하였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어린연령인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책 읽기 교수방법

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따라서 그림책 읽기를 통해 심미적,정보추출적 교수법으로 유아들과 상호작
용시에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아울러 성별에 따른 효과까지를 분석해보고
자 한다.

CCC...동동동화화화책책책 읽읽읽어어어주주주기기기 접접접근근근법법법

111...동동동화화화책책책 읽읽읽어어어주주주기기기 의의의의의의 및및및 가가가치치치

동화는 유치원에서 유아의 다양한 발달을 조력하여 주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교수매체로 유아로 하여금 상상과 공상의 세계에 대한 꿈을 갖게 하며,
친숙한 사건의 전개,간단명료한 주제,풍부한 대화,그리고 반복과 운율을 사용하
여 쉽게 기억되도록 꾸며진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유아교육학회,1996).동화책 읽
어주기 의의에 대해서 McCormick(1984)은 과거에는 주로 심미적이고 주관적인 경
험으로써 제공되어졌으며,유아에게 즐거움을 주고,또한 책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
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고 여겨졌으나,최근의 연구들은 유아의 동화책 읽어주기 활
동이 성공적인 학업성취,유아의 언어발달,문해발달에 관한 인식과 기초지식,사회
적 태도와 가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동화책 읽어주기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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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많은 부모들은 가정에서 교사들 역시 동화책 읽어
주기 활동을 유치원의 일과에 포함시켜 왔다.
유아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의 의의에 대해 Rothlein과 Meinbach(1991)은 그들

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활동을 선사한다는 것으로 동화책을 읽어주기 위해
서 교사가 선정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은 유아들로 하여금 책을 감상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하였다.Bloome(1985)은 유아에게 동화책 읽어주기는
사회적 과정일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지적하였다.그것은 동화책 읽
어주기가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 즉 작가와 유아,교사와 유아,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책읽어주기 활동의 가치에 대해서 Mason,Peterman과 Kerr(1989)은 유아가 이전

의 경험과 책에서 얻은 새로운 정보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새로운 개념 등
책속의 정보를 재구성하도록 격려하며 책읽기에서 유아의 읽기 수준에 적합한 책
은 유아에게 독자적인 읽기 시도의 기회를 준다고 보았다.이처럼 문학작품을 통해
정보습득은 물론이거니와 문해능력의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동화책을 읽으면
서 사회적 관계 형성과 좋은 문학작품에 대한 항구적인 흥미와 취향을 계발할 수
있다.또한 인간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넓고,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음을 그 가
치로 들 수 있다.
동화책 읽어주기 활동은 책읽기를 통해 문자언어와 음성언어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이는 새로운 단어의 습득과 적용을 가능하게 만들고,문
자언어의 시공을 초월한 탈 맥락적 특성을 배우기도 하며,학교에서의 형식적 읽기
교육에서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McLane과 McNamee(1990)정의하였다.
이상금과 장영희(1995)는 유아들이 문학작품을 읽음으로써 깊은 감동과 문학에 대

한 즐거움을 알게 되며,작가를 통해서 세계를 알게 되는 기쁨이라고 하였다.그리
고 유아들이 문학작품을 통한 간접체험을 함으로써 미지의 세계를 알게 되어 상상
및 사고력을 키우며,문학작품은 유아들에게 삶의 방향을 찾도록 바람직한 영향을
주어 유아의 심신발달에 보다 나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하였다.즉 동화책 읽어주
기의 가치를 동화책 읽어주기를 통해 유아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학습할 수 없는 것
즉,사람,사물,장소에 대한 그들의 상상력과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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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유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의 가치는
듣는 태도와 독서에 대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상상력과 표현력을 길러주고 경험을 풍부하게 해준다.또한 언어 및 문해발
달,가치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동화책 읽기의 의의 및 중요성은 크
다고 할 수 있으며 동화를 통해 유아들에게 상상력,사고력,추론적인 이해력 등의
창의력을 길러주고 경험을 풍부하게 해준다.요약하면 동화책 읽어주기는 유아 자
신의 지식을 확대하고,어휘력을 증진 및 듣는 태도를 길러주고,독서에 대한 좋은
태도와 함께 심미적 감상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 준다는데 의미가 있다.

222...동동동화화화책책책 읽읽읽어어어주주주기기기 접접접근근근법법법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은 유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는 한 가지 방법이다.교
사는 동화책을 읽어주기 전인 도입 단계에서는 유아들로 하여금 동화의 내용을 예
측해 보게 하고,동화책을 읽어주는 동화의 구성요소나 주인공들과 공감을 하면서
듣도록 하며,동화를 읽어준 마무리에서는 그 동화에 대해 교사와 유아가 자연스럽
게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유아들의 적극적인 동화 감상을 격려하는 것이다.

aaa...동동동화화화책책책 읽읽읽어어어주주주기기기 접접접근근근법법법의의의 의의의의의의

교사가 유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방법은 동화에 대한 유아의 반응에 영향
을 미친다.노영희(1994)에 따르면,교사의 질문은 여러 가지 학습 상황에서 유아에
게 끊임없이 사고의 구성 과정을 조력하여 주는 중요한 교수 전략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유아의 사고를 이끌어내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였다.
유아들은 책을 읽거나 교사나 부모가 읽어주는 동화를 듣을 때 이야기에 표현되

어 있는 그 이상의 의미를 추론하고,이야기 이해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읽거나 구성할 때 배경지식으로 작용하며 활용되는 이야기에 대한 표상
을 구성하며 또한 정보들을 통합시킨다(채종옥,2001).유아들은 교사가 동화책을
읽어줄 때 이야기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새로운 전략을 발달시킬 뿐 아니라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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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문해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어휘의 의미나 문장구조에 익숙해 질 수
있다.특히 교사가 유아들의 느낌,감정,경험을 텍스트와 교류할 수 있도록 이야기
를 읽어줄 때 유아들은 이야기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게 되어 능동적
인 작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Langer,1994).
동화 읽기 활동에 있어서 성인의 중재 활동에 대한 여러 견해가 있는데,Gillent(

1972)는 이야기를 들려준 후 교사가 유아의 첫 번째 반응에 대하여 확장시키려는
의도 없이 그냥 받아들여 주거나,재지시,자극을 주는 방식을 통해 유아의 사고를
확장시켜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반면에 이상금과 장영희(1981)는 교사나 부모가
유아들로 하여금 일방적인 판단을 전달해 준다 던가 특정의 가치를 주입하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동화를 들려준 후 동화 내용 이외의 말을 첨가 할 필
요 없이 침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이는 교사나 성인이 유아에게 특
정의 가치를 주입시키거나 일방적인 판단을 전달할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화책 읽어주기 활동에서 성인의 적극적 중재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 중 특히

Rosenblatt(1991)는 성인의 의도적인 노력에 의해 학습자의 문학 감상 태도 유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이처럼 성인의 중재적 역할에 중요성을 두는
주장들은 동화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보다 교육적인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여러 연구들은 동화책을 읽어주고 난 다음 동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

누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유아들은 동화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해 볼 수 있
기 때문에 교사와 유아가 동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를 제안하고 있다.즉 유아들
나름대로 동화의 의미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며 동화에 대한 반응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Cox와 Many(1992)는 교사가 유아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난 다음 들은 동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심미적인 동화감상 자세를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
문에 동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그들은 교사로
하여금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한 두 단계의 전략을 제안하였다.첫째 단
계는 동화를 들은 유아가 그 내용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삶의 경험과 연결시키
는 동화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둘째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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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로 하여금 환기된 내용에 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
데,이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교사
는 유아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학급 친구들이나 교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이야기 나누기를 격려한다.
이와 같이 동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유아의 사고를 야기시키는 학급환

경에서는 다양한 관점으로서 이해한 것을 기초로 그 자신의 해석을 더욱 예리하게
한다.Langer(1994)는 이러한 학급 환경에서는 문학작품의 양식에 대한 학습을 통
해 그 자신의 의미를 협상하도록 격려 받으며,유아가 그 자신의 통찰을 통해 동화
를 분석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유아와 교사는 언어

의 모든 관점 즉 듣기,말하기,읽기,쓰기를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기회를 갖게 되며,뿐만 아니라 동화책을 더 많이 읽고 싶어 하도록 자극한다.동
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은 유아들로 하여금 동화감상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동화에 대한 느낌을 표현해 보기 및,새로운 동화를 들을 때
동화의 어느 면에 관심을 두고 들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며,동화에 대
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문해능력을 구성해 나가도록 이끌어 준다는 점에서 그 의
의가 있다.

bbb...동동동화화화책책책 읽읽읽어어어주주주기기기 접접접근근근법법법

Rosenblatt(1991)는 독서에는 심미적(Aesthetic)읽기와 정보추출적(Efferent)읽
기 두 가지 유형의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다.이 두 가지 접근법을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심미적(Aesthetic)읽기
독자반응(readerresponse)이론가이며 심미적 읽기의 중요성을 Rosenblatt(1983)



- 38 -

는 읽기의 개념을 독자와 텍스트 사이의 교류로서 독자 삶의 역사에서 특별한 시
간과 상황에서 일어나는 독특하고 개별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정의하고,독자의 과
거 경험뿐만 아니라 현재의 관심과 선입견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즉,독자와
텍스트 양자의 능동적 역할인 교류를 통하여 의미가 구성되며,독자와 텍스트의 관
계에서 어느 한 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1978년 독자와 텍스트
양자의 능동적 역할을 수립하는 교류 이론(transactionaltheory)을 제안하였다.유
아는 읽기 과정의 적극적인 참여자이면서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그림책을 읽기 때
문에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교류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심미적 읽기는 읽기에 대한 독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구성주의적 관

점과 같다.Cooper(1989)의 독자반응이론에 의하면 독자는 텍스트에 이미 정해져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독자 개인의 삶에 기초하여 의미를 구성하며 독자
와 텍스트의 상호작용으로 텍스트의 의미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즉 유아들로 하
여금 동화의 줄거리에 반응하도록 하며,동화를 들음으로써 얻게 되는 생활체험 획
득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심미적 읽기에서는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기의 초점이 동
화에 대한 유아의 생각이나 느낌,동화에서 창안된 제 2의 세계에 관한 대화에 있
다.Many와 Wiseman(1992)은 심미적 접근법에서 교사는 진행 가능한 결과를 예측
해보고,주인공 및 등장인물의 삶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켜 보도록 자극하며,동화
를 듣는 동안 야기된 연상과 느낌 같은 심미적인 요소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격려
한다.
이와같이 유아는 심미적으로 그림책을 읽을 때 단어가 가리키는 추상적인 개념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나 지시물이 연상되는 개인적 느낌,아이디어,태도 등 광범
위한 요소들이 의식에 떠오르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다.유아는 자신의 내부로 주의
를 집중시켜 실제로 읽기를 하는 동안 발생하는 인지적,정의적,개인적 경험에 관
심을 가진다.또한 심미적 접근법에서는 교사가 동화를 다 들려주고 난 다음에 다
음과 같은 질문을 활용하면서 동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만약 네가 이 동화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될 수 있다면,누가 되고 싶니?”
“왜 이 이야기를 좋아하니?왜 이 이야기를 싫어하니?”
“이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과 같은 그런 기분을 너도 느낄 수 있니?



- 39 -

“이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과 비슷한 사람 혹은 동물이 나오는 다른 이야기를 알거나
들은 적이 있니?그들이 어떤 점에서 비슷하니?”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은 장면이나 말은 무엇이니?”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니?”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오랫동안 생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이 이야기를 다르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처럼 심미적 접근법에서 교사들이 사용하는 질문의 형태는 주로 동화속의 등
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동화를 통한 생활체험 획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Rosenblatt,1983)들이다.그러므로 심미적 접근법에서 동화로부터 야기되는 아
이디어,이미지,느낌,등장인물과의 동일시 및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추며,유아
들의 관심은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에서 즉각적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심미적 반응은 동화를 듣는 과정에서 동화속의 세계에서 유아 자신이 참여함으

로써 갖게 되는 반응으로 유아로 하여금 심미적 반응을 자아내도록 자극하는데 있
다.이는 Gallagher와 Aschner(1963)가 분류하고 있는 질문의 유형 중에서 확산적
질문과 같은 의미를 갖으며,심미적 읽기는 유아들로 하여금 동화에 대한 심미적
반응을 자아내도록 자극하는 질문으로 동화를 통한 생활체험 획득에 가상의 초점
을 둔다.
Galda(1991)는 심미적 읽기의 특성을 교류적,시간적,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각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교류적 특성으로 심미적 읽기에서 그림책에 담긴 어구들을 유아가 자기 경

험과 지식을 첨가시켜 재구성한 의미들로 탈바꿈시켜 가는 주체적 행위로서 가상
의 문학 세계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으면서 자신과 이웃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기
르는 계기도 가질 수 있다.둘째,시간적 특성은 심미적 읽기를 일종의 여행으로
비유할 수 있다.셋째,사회 ․문화적 특성은 유아가 그림책을 읽으면서 구성해 내
는 의미들이 바로 유아의 사회 문화적으로 제한된 경험들을 바탕으로 구성되기 때
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Rosenblatt(1991)은 문학작품을 접할 때 경험적 접근법에서 강조하는 심미적인

문학작품 감상자세를 제안하고,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즉 이는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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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미적으로 동화에 접근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동화를 즐긴다고 볼 수 있
기 때문인데 그 예로 유아들이 들었던 동화나 시를 다시 들려 달라고 하는 유아들
의 요구에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유아들은 동화를 들은 다음 동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려고 하거나 동화내용을 다시 말해 보기를 원하고,더하여 유아들
은 동화 속의 글월이 나타내는 상상력,소리,냄새,활동,연상,느낌을 자아내기도
한다.따라서 교과서식의 질문이나 정보를 추출해 내도록 유도하는 질문은 유아로
하여금 동화를 들은 결과 얻게 된 문학적 체험을 통해 살아가도록 영향을 미치기
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 하였다.
Many(1991),Cox와 Many(1992)는 그들의 연구를 통해 Rosenblatt(1989)가 제안

한 심미적인 동화감상 자세가 동화를 접하는 데에 더욱 적절한 자세라고 주장하였
다.만약 교사가 유아들에게 문학작품을 들려줌으로써 이야기의 세계에 대한 이해
와 즐거움을 찾도록 하고,유아들로 하여금 문학작품을 통한 생활체험으로써 살아
가도록 격려한다면 심미적인 동화감상 자세는 지지되고 격려될 수 있는 것이다.결
국 동화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이야말로 심미적 접근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생활체험은 유아들을 위해 숙고되어야만 한다.
동화듣기를 통해 획득한 경험들은 표현활동이나 이야기 꾸미기 등의 다양한 심미
적 활동이 될 수 있으며,동화가 유아들을 위한 ‘가치있는 문학장르’가 되려면,유
아들의 삶과 관련지어져 경험되어져야만 한다.
한편 유아가 심미적으로 그림책을 읽도록 상호작용 하는 방법은 여러 측면에서

제안되었으며,특히 교수전략,발문방법,그리고 수업 모형에 대한 이론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먼저,심미적 그림책 읽기교수 전략에 대한 학자들의 제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미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전략 즉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요소를 제시한

Tompkins(1995)는 그 과정에 대해 유아가 자신의 마음속에 이야기의 이미지나 그
림을 떠올려 상상하게 하기,그림책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기,이전에 읽
은 다른 책이나 사전 경험 등에 대하여 회상하게 하기이다.그리고,그림책 속으로
들어가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이입 하거나,동일시하여,유아가 이야기에서 상반되는
갈등이나 대립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등장인물 등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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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야기의 뒷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확장하기 등의 일련의 과정이다.
또한 심미적 그림책 읽기 교수 전략을 Probst(1990)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심미적 그림책 읽기 수업의 첫 번째 초점은 유아들의 반응으로 교사는 유아들이
그림책을 보고 생각하도록 격려하여 자유롭게 반응하도록 해야 한다.둘째,교사는
안정적 느낌과 비경쟁적인 상호교환이 이루어져 유아들이 자유롭게 반응할 수 있
는 분위기를 창안해야 한다.셋째,유아가 개인적 감각을 정교화 하도록 충분한 시
간과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유아들이 서로의 반응을 나누고 반성하는 공적인 단계
를 설정해야 한다.한다.넷째,그림책에서 유아들의 경험을 지식이나 정보 등과 대
하지 않도록해야 하며,지나친 반응의 형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다섯째,교사
는 유아가 자신의 경험과 가치,신념 등에 대한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하
도록 하며,심미적 읽기를 위한 그림책은 유아들의 흥미와 능력에 관심을 두고 선
정해야 한다.
이처럼 심미적 읽기에서 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며,교사는 유아

들이 그림책을 읽을 때 내면의 울림을 일으키고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심미적인 발문을 해야 한다.심미적인 자세를 자극하는 개방
적 질문과 문제해결 질문과 같은 심미적 발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여러 학자들(김유미,1998;우명혜,2004;Cox,2002)이 제안한 심미적 발문의 방

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심미적 발문의 방법에 대해서 Cox(2002)는 심미
적 읽기에서 유아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하기,유아들의 주의를
끄는 것에 관한 발문인 개인적인 경험이나 상호텍스트성에 관련짓는 연상하기,가
정하기,그리고 수행하기를 제시하였다.교사가 심미적으로 동시를 지도할 때 우명
혜(2004)는 유아의 심미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예측 및 추론하기,인상적인
표현하기,탐구하기,장면 연상하기 및 상상하기,비유하기,그리고 감정표현하기
등의 발문을 하여 상호작용한다고 하였다.
심미적 질문의 방법에 대해 김유미(1998)는 그림책 읽기 활동 후 유아의 내면에

있는 심성을 자극하거나 글의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유아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어 보도록 했다.이에 따라 심미적 질문 범주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기,추
론하기,경험 회상하기,감정이입하기,그리고 느낌 이야기하기 등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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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의 모형에 관한 학자(김재숙,2002;Langer,1994)들
의 제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심미적 문학 수업 모형을 Langer(1994)는 문학을
읽기 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폭 넓은 개인적,문화적,개념적으로 관련지으면
서 문학적으로 환기하는 문학 경험 시작하기(beginningtheliteraryexperience)와
문학 작품에 몰입하여 상상력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기초적인 이해하기,비평적 자
세 갖기,그리고 지속하기의 방법을 사용하는 문학 경험 지속하기(continuingthe
literaryexperience)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김재숙(2002)은 Zarrillo와 Cox(1992)의 심미적 활동 유형과 경규진(1993)의 문학

수업 모형을 토대로 심미적 동시 지도전략 수업 모형을 도입,전개 그리고 마무리
세 단계로 제시하였다.도입단계에서는 유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시에 몰입하도록
안내하고,유아들이 확장된 생각으로 동시를 들을 수 있게 한다.전개 단계에서는
유아가 등장인물의 입장에서 역할이나 느낌,기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그리고 마
무리 단계에서는 읽기 후 유아들의 전체적인 느낌을 이야기 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심미적 그림책 읽기 접근법은 전략면에서 유아의 흥미와 능력

에 적합한 그림책을 선정하고,그 내용에 대해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발문면에서는 유아가 그림책의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 회상하기,예측하기,상상 및 가정하기,등장인물에 감정이입하
기,추론하기,그림에 대한 추측하기라고 할 수 있다.수업면에서 도입단계는 경험
회상하기를 통하여 유아의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확장된 생각으로 그림책에 몰입
하고,전개 단계에서는 상상 및 가정하기,감정이입하기,추론하기,그림책 대한 추
측하기를 통하여 유아의 반응을 끌어낸다.마무리 단계에서는 유아들이 그림책을
읽고 전체적인 느낌 이야기하기를 통하여 개인적인 의미를 구성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정보추출적(Efferent)접근법

정보추출적 접근법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즉 작가의 의도,낱말이나 아이
디어,이야기의 내용,줄거리에 대한 이해 등을 본문에서 찾아보고 유아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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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도록 하는 접근법이다(채종옥,
1995).예를 들어 요리를 배우기 위해서 요리책을 읽는다던가,이야기책을 읽으면서
등장인물의 성격을 분석하거나,이야기 줄거리 이해하기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
현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읽기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Zarrillo와 Cox(1992)는
동화에 대한 탐색은 유아로 하여금 동화의 구성요소를 평가하는데 관심을 두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였다.동화듣기 시간에 교사가 유아에게 동화를 들려주고
난 다음 교사와 유아가 동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구성해나가
는 이야기 거리,동화내용과 동화 속 이야기의 배경,결말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동화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비판하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처럼 정보추출적 접근법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유아들의 반응은 텍스트에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이야기 전개에 대한 이해나 줄거리 요약 등에 초점
을 맞추게 되고,글씨를 정확하게 읽으려 한다.
정보추출적 접근법에서 교사는 유아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동화의 구성요

소에 관심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동화를 들려주기 직전에 유아들로 하여금 동화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유도한다.교사는 유아들에게
동화를 다 들려준 다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나눈다(Many&
Wiseman,1992).

“너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제일 중요한 등장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니?”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지 말해볼 수 있겠니?
”이야기 속에 누가 누가 나왔니?”
“그림책의 주인공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니?”
“너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았니?”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는지 이야기 해 줄래?”
“이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 일어난 이야기일까?”

정보추출적 접근법에서는 유아들로 하여금 정보 추출적 동화 감상 자세를 가지
고 동화를 감상하도록 격려한다.Rosenblatt(1983)에 따르면,정보추출적인 동화 감
상 자세를 자극하여 주는 정보추출적 질문은 글의 내용에 대한 사실적 정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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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화읽기 활동 후 동화의 줄거리나 내용에 따른 인과관계
를 물어보는 것이다.즉,사건의 발달과 전개과정,동화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
징이나 성격,동화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사건의 해결,결말 등을 기억하거나 회상
해 보도록 자극하는 질문이며 이는 Gallagher와 Aschner(1963)가 분류하고 있는 질
문의 유형 중에서 인지-기억적인 질문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교사들이 사용하는 질문의 형태는 주로 등장인물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

지를 생각하도록 하는 것과,동화 속에서 누가 나왔으며 그리고 이야기의 주제에
대한 정보를 묻는 것들이다.그러므로 유아들로 하여금 자신이 들은 동화의 구성요
소에 대한 갖가지의 정보를 얻는 데에 관심을 두도록 한다.
정보추출적 접근법은 유아들의 읽기경험 그 자체보다는 읽기로부터 얻어지는 정

보나 알게 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며,유아로 하여금 정보추출식 반응을 나타내도록
하는데 동화를 하나의 대상물(object)로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정보추출식 반
응은 유아들이 작가나 삽화가가 문학작품을 창안해 내기 위해 활용한 문학적 기술
이나 그들이 창안해 낸 동화의 구성요소에 관심을 두거나,작품을 하나의 범주 속
에 두면서 평가함으로 표현되는 것이다(채종옥,1995).감상한 문학작품에 대해 ‘무
엇에 대한 이야기’라고 요약을 하거나 동화 속의 구성 요소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표현되며,반응은 다른 기준이나 체제를 사용한 분석에 초점을 두거나 문학작품에
대한 글자 그대로의 분석,기술적 분석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연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실제 수업에서 심미적 읽기보다는 정보추출

적인 읽기를 조장하는 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민균,1998;채종옥,1995;
Zarrillo& Cox,1992).27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심미적 또는 정보추출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격려하는 교수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사한 Zarrillo와 Cox(1992)는
교사들은 출판사나 작가의 이름 같은 책의 형식적 요소에 관심 갖기,단어의 의미
에 초점두기,정보추출적 자세를 조장하는 활동에 언어의 구조에 집중하도록 하기,
정보에 초점두기,문학적 요소 분석하기 등이 포함되었다.즉 수업관찰 결과 27명
중 26명의 교사가 정보추출적인 접근으로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아동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읽기,같은 저자가 쓴 두 개의 책의 차이점이나 유사점을 발견
하기,텍스트를 기억하여 읽기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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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유아를 대상으로 권민균(1997)의 연구에서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과 동화를
들려주는 시간에 교사가 유아들에게 책을 읽어준 관점과 유아들의 반응을 관찰한
결과 교사는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주제를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책을 활용
하는 정보추출적인 관점을 취하였다.교사는 이야기책에 제시된 객관적인 사실과
개념,지식을 전수하는 질문을 하였으며,유아들은 교사의 질문과 관련된 정답에
반응하였다.
이야기 들려주기에 있어서 이차숙과 노명환(1995)은 정보추출적 접근법의 단순

사실의 기억이나 글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의 재인을 요구하는 질문 또한 그것 자
체로 중요성을 갖고 있기에 그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이 좋
다.왜냐하면 유아들을 이야기에 끌어들이고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시
키며,토의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단순 사실에 관한 질문이 매우
적절하기 때문인데,그러나 이러한 질문 활동이 단순히 퀴즈 활동으로 바뀌어져 버
릴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추출적 접근법은 유아로 하여금 동화를 감상하도록 하기 위한 한

가지의 동화책 읽어주기 교수방법으로서,동화의 구성요소에 감상의 초점을 두도록
격려하기 때문에 정보추출식 동화감상 자세를 증진시키며 유아들로 하여금 동화에
대한 정보추출적 반응을 자아내도록 한다.

(3)심미적 읽기와 정보추출적 읽기의 중요성

모든 읽기는 독자의 독서 목적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실제독서 상
황에서는 정보추출적 읽기와 심미적 읽기가 함께 일어날 수 있다.그러나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권민균,1997;Zarillo& Cox,1992)유치원 현장에서 교사들은 심미
적 접근법보다는 정보추출적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독자는 심미적 독서
를 할 때도 지시적이고 인지적인 요소에 반응할 수 있으며 정보추출적인 독서시에
도 심미적인 요소에 반응할 수 있다.우수한 독자는 정보적 방법과 심미적 방법으
로 텍스트와의 교류를 통하여 의미를 생성한다.Rosenblatt(1989)는 이러한 독서를
연속선(continuum)이란 용어로 설명을 한다.연속선이라 정보추출적이고 심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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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독서를 모두 포함하는데 이는 실제 독서 시 두 가지 방법의 독서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면 1과 10의 숫자는 반대 되는 수가 아니라 연속
선의 양 끝에 있는 수인 것처럼 실제 읽기 상황에서는 정보추출적 읽기와 심미적
읽기가 하나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림 Ⅱ-1]이러한 연속선상의 읽기를 설명하는데 정보추출적 읽기는 이야기 책

의 구조와 내용,언어의 의미와 같은 공적측면을 파악하는 독서이다.반면 심미적
읽기는 이야기 책을 읽으면서 야기될 수 있는 상상,개인의 경험 등의 개인적인 요
소들과 텍스트와 교류하는 방법이다.읽기로부터 형성되는 의미는 개인적 측면
(Privateaspectsofsense)과 공적인 측면(Publicaspectsofsense)의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A선상에서 읽기를 하고 있는 유아가 있고,B선상에서 읽기를 하
고 이는 유아가 있다고 가정할 때,모두 정보추출적인 방법으로 읽기를 하고 있지
만 B선상에서 읽기를 하고 있는 유아가 A선상에서 읽기를 하는 유아보다는 좀더
심미적인 방법으로 읽기를 한다고 볼 수 있다.C선상에서 읽기를 하고 있는 유아
가 있고,D선상에서 읽기를 하고 이는 유아가 있다고 가정할 때,모두 심미적인 방
법에 따라 읽기를 하고 있지만 C선상에서 읽기를 하고 있는 유아가 D선상에서 읽
기를 하는 유아보다는 좀더 공적측면의 방법으로 읽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의식의식의식의식 영역에영역에영역에영역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주의주의주의주의

범위범위범위범위

A

A

B

B C

C D

D

공적공적공적공적((((사전적사전적사전적사전적     분석적분석적분석적분석적) ) ) ) 측면측면측면측면

개인적개인적개인적개인적((((경험적경험적경험적경험적     정서적정서적정서적정서적) ) ) ) 측면측면측면측면

정보추출적정보추출적정보추출적정보추출적 접근접근접근접근 심미적심미적심미적심미적 접근접근접근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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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1]정보추출적 읽기와 심미적 읽기의 연속선(Rosenblatt,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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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선에 대한 Rosenblatt의 관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Puves &
Monson,1984).
첫째,교사가 읽기의 목적을 갖고 교수적 자세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정보추

출적 접근법은 텍스트로부터 내용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교수 방법이며,이
에 반해 심미적 접근법은 등장인물과 함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도록 하기,개인적
해석 이끌기,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동일시하기 등의 활동 경험으로 텍스트
와 교류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교수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둘째,Rosenblatt은 실제 현장에서 심미적 읽기보다 정보추출적 읽기의 접근법이

더 우세하기에 심미적 읽기의 접근법을 강조하고 있다.두 가지 읽기의 접근은 문
학프로 그램에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지만 문학프로 그램에서는 두
가지의 접근을 모두 중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들은 유아들의 읽기 지도 시 정보추출적 접근법의 읽기나 심미적

접근법의 읽기 모두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는 것이다.이야기의 내용적인 요소를
무시한 채 상상적 교류만을 강조하게 되면 유아들은 이야기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
족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왜곡하여 이해하기 쉽다.또한 읽기를 할 때에 정보추출적
읽기만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개인의 상상이나 경험 등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므로 진정한 의미의 읽기가 일어날 수 없다.
Zarrillo와 Cox(1992),권민균(1997)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사들은 문학

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심미적 접근법을 더 소홀이 다루고 있는데 반
해 정보추출적 접근 즉 텍스트를 기억하여 읽거나,같은 저자가 쓴 두 개의 책의
차이점 또는 유사점 발견하기와 같은 주제를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정보추출적 관
점을 취하였다.또한 Strickland와 Taylor(1989)의 연구에서도 유치원에서의 책읽기
는 관련된 지식의 획득 수단으로 활용되고,문해능력의 증진과 책이나 활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려는 의도가 포함된다고 보고하였다.
홍혜경(1998)의 유아와-어머니,유아와-교사간의 언어 상호작용을 비교한 연구에

서 교사가 어머니인 경우 보다 유아와의 언어행동 전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하위항목에서 주의집중,명료화,피드백,반복읽기,명명하기,확인하기,정교화
하기에서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언어유형에서는 어머니,교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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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아와의 설명/묘사하기,예측/추론하기,일반적 지식의 언어유형에서 높은 점수
를 보였다.
이와 같이 문해출현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단순히 성인이 유아에게 책을 읽

어주는 것의 효과를 밝히는 것보다 책읽어 주는 동안 유아와 갖는 구체적인 언어
상호작용을 밝히고,이들 변인과 유아의 문해발달과의 관련성을 찾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을 읽어주고 유아와 각각의 접근법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문해능력과 더불어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화책 읽어주기에서의 유아와 성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Silvern(1985)은 듣

기 능력과 어휘력의 발달,문자의 상징에 대한 인지능력의 증가 및 읽기 및 쓰기에
대한 흥미,그리고 구어의 문장길이 증가,추론적인 이해력의 향상과 개념발달을
들었다.본 연구에서는 동화책을 읽고 유아와 이야기를 나눌 때,심미적,정보추출
적 각각의 접근법을 적용해보고 그에 따른 문해능력의 하위 요소로는 문장이해능
력과,어휘능력,쓰기능력과 창의성 발달에 효과적인 교수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333...동동동화화화책책책 읽읽읽어어어주주주기기기 접접접근근근법법법과과과 문문문해해해능능능력력력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선선선행행행 연연연구구구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유아의 문해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서 본 연구의 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소리 내어 책 읽어주기 활동과 초기 읽기 활동의 참여를 통해 읽기의 의미를
학습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영․유아는 언어에 대해 학습하고,책을 읽어주는
것을 듣고 유아는 이야기 언어와 구조를 알게 된다(Snow,1983;Teale,1981).따라
서 동화책을 활용한 문학적 접근활동은 유아의 문해발달의 기초가 되므로 책 읽어
주기는 문해이해를 위해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활동이다.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김순덕과 장연집(2000)은 읽기지도 전략에 관하

여 연구를 하였다.정보추출적 읽기와 심미적 읽기가 일어날 수 있는 읽기지도 전
략을 모두 활용한 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읽기지도 전략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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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어휘력,이야기 이해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읽기 지도 시 정보추출적 읽기와 심미적 읽기를 모두 활용한
전략을 사용했을 때 아동은 능숙한 독자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심미적 접근법은 동화 듣기를 위한 심미적 자세를 증진하고 동화로부

터 생활체험 획득을 격려하며 심미적 반응을 자아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
다.그러나 이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동화책 읽어주기 교수법
의 효과를 검증한 것이므로 심미적,정보추출적 접근법이 유치원 유아에게도 적용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된다.이와 관련된 연구로 Morrow(1992)는
유치원 유아들을 대상으로 동화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였다.
Morrow는 5세 유아,초등학교 2,4학년 아동 총 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동화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 3권의 동화책을 읽어준 후 동일한 주
제를 가진 동화책 두 권을 골라내도록 하였다.그 결과,5세 유아들도 이야기의 주
제와 관련된 정보를 만들어 낼 수는 있었으나,이야기의 주제를 설명하거나 만들어
내는 것보다는 서로 유사한 주제의 동화책을 골라내는데 더 성공적이었다.
Lehr(1990)는 4세 유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 이야기의 주제를 확인하고

주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알아본 결과,4세 유아들은 이야기를 들은 후에 그 주제
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주제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켜 나간다는 것을 밝혔
다.이 연구결과로서 Lehr는 나이가 어린 유아들까지도 나름대로 동화에 반응하며,
특히 주제에 대한 감각까지도 갖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Morrow(1988)는 4세 유아 90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눈 뒤 각 집단 유

아들을 각각 3명씩 소집단으로 나누었다.실험집단 유아들에게는 11주에 걸쳐서 매
주 1권씩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 동화에 대한 생각이나 자신의 생활경험과 관련시
키면서 동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반면,통제집단 유아들에게는 실험집단 유
아들과 마찬가지로 11주에 걸쳐서 매주 1권씩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과 동시에 읽
기준비 과제를 실시하였다.그 결과,실험집단의 유아들이 통제집단의 유아들보다
동화에 관한 질문과 코멘트를 더욱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는 동화책 읽
어주기 접근법에 따라 유아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만 5세아를 대상으로 한 이성아(2000)의 연구에서 동화를 듣고 동화나 동시 짓기



- 50 -

를 한 결과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으며,성
별에 따른 이야기 구성능력 효과는 남아보다 여아의 증가폭이 약간 더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채종옥(1995)은 5세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Many와 Wiseman(1992)의 연구에 기

초하여 교사의 동화책 읽기 접근법에 따른 유아들의 이야기 구성의 질의 차이,동
화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 양상에 관하여 알아보았다.그녀의 연구에서는 정보추출
적 동화감상 자세를 유도했던 집단을 분석적 집단으로,개인 유아의 개인적인 경험
등을 교류하여 심미적 반응을 유도했던 집단을 경험적 접근 집단으로 구분을 하였
다.그 결과에 의하면,경험적 접근 집단의 유아들이 구성한 이야기의 질이 분석적
집단의 유아들이 구성한 이야기의 질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동화에 대한
유아의 반응을 보면 분석적 집단은 이야기의 구조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정보추출
식 반응의 빈도가 증가하였고,경험적 집단은 주인공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켜 보
고,동화의 내용으로부터 공감을 느끼는 심미적 반응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질적 분석을 한 권민균(1997)에 의하면,유아들은 교사의

질문과 관련된 정답에 반응하였으며,또한 글이 없는 책을 보여준 후 이야기를 만
들어 보자는 교사의 요청에도 유아들은 도덕적 주제인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내기’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였다.그는 교사가 이야기 책을 유아들에
게 들려줄 때 유아들 개인의 감정과 의견을 존중하고,유아간의 다양한 느낌을 교
류할 수 있는 심미적 읽기 접근 방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아의 언어․사고능력 연구를 한 이인선(2005)에 의하면 유아의 지각에 기초한

기능,정보추출적 기능,종합적 기능,추리적 기능의 향상에 심미적 읽기 상호작용
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이는 교사의 의미 있는 중재활동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현은자(1990)는 같은 책을 반복하여 읽어줄 경우 유아의
독자적 읽기가 증가하였으며,대분분의 유아들이 읽기 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
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심미적,정보추출적 교수법에 따른 연구에서 노연수(2000)는 심미적 집단이 언어

표현력인 단어 수,문장,묘사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질적인 면에서도 더
우수하였으며,또한 듣기 이해도와 내용 이해도에서도 심미적 집단이 더 높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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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이처럼 심미적,정보추출적 읽기가 일어날 수 있는 지
도 전략은 유아의 언어 표현력과 읽기와 어휘력 및 이해력에서 의의 있는 차이를
보고하고 있으며,채종옥(1995)은 유아들이 구성한 이야기의 질적인 면이 경험적
집단이 분석적 집단보다 더 우수하다고 하였다.
또한 동화책 읽기 접근법에 따라 유아들의 반응이 달라졌는데 심미적 집단이 동

화에 대한 질문과 코멘트를 많이 하였으며,교사의 질문 유형이 확장형일 때 유아
가 해석적 유형의 이야기를 반면에 제한적 질문을 받은 집단의 유아들은 설명적
이야기를 많이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사고능력(이인선,2005)에 있어서도 심미적
상호작용으로 접근하였을 때,유아들은 논리적이고 추리적 과정없이 알게 되는 지
각에 기초한 기능과 사물의 속성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정보추출적 기능,종합적 기
능,추리적 기능 향상에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교사가 동화책을 읽어주고 정보추출에 초점을 두는 읽

기 접근법과 심미적 접근법이 유아들의 이야기의 질이나 상황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짐을 시사한다.따라서 동화를 읽고 유아와 이야기 나누기를 함으로써 문해능
력의 하위요소인 문장이해 능력,어휘력,쓰기능력 계발에 효과적인지 유아를 대상
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준다고 하겠다.
444...동동동화화화책책책 읽읽읽어어어주주주기기기 접접접근근근법법법과과과 창창창의의의성성성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동화책 읽기를 통한 문학적 경험은 유아들에게 분리된 지식이 아닌 통합된 지식
을 획득하게 해주고,실생활에 바탕을 둔 자연적인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며,유아의 언어발달은 물론이거니와 도덕,사회성,인지,창의성 등 전 영역을
고루 발달시킨다(이경우,1998).이처럼 유아의 5개 영역의 전반적인 발달을 돕는
문학적 접근에 관한 연구에서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과 유아의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화책 읽어주기에서 대화의 영향력을 McGee와

Loftus(1992)는 연구하였다.그들은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의 끝 무렵에 이야기의
의미를 하나의 전체로서 생각하는 데 관심을 두기 위한 해석적인 질문을 연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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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유아들에게 제기하였다.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연구가 시작되기 전의 모든 1
학년생의 반응 중 ⅓이 해석적(추론,판단,일반화)이었는데,이 비율은 그들이 해
석적 문제를 토의할 경우 두 배로 높아졌다.그러므로 McGee와 Loftus의 연구결과
는 1학년 아동들도 고학년의 아동들만큼 교사와 아동 간의 동화에 관한 이야기 나
누기에서 동화에 대한 깊고 통찰력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이 연
구에서 보듯이,동화에 대한 대화는 유아에게 글자 그대로의 수준을 넘어서서 동화
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아동중심의 이야기
나누기에 참여한 1학년 아동까지도 추론과 추론한 것을 지지하고,텍스트를 평가하
며,통찰과 명료함을 갖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검증되었다.이 연구
는 동화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에서 교사가 해석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토의를
이끌어 나가야 하다는 점을 제안해주며,이야기 나누기에서 활용한 해석적 문제가
동화에 대한 유아의 추론력,통찰력,즉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접근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해 준다.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Konopak(1993)에 따르면,동화감상 방

법을 달리하여 동화를 감상하도록 한 후,동화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로서 동화를
회상하는 정도를 비교하였다.이들은 대상 아동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후,통제 집
단 유아들에게는 동화책을 읽어주기만 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동화를 감상하도록
하고,실험 집단의 아동들에게는 상상을 격려하면서 동화를 감상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두 집단 모두 동화로부터 만들어 낸 아이디어의 수는 비슷하였지만,상

상집단이 동화로부터 함축적인 아이디어를 더 많이 만들어 내었다.즉 동화책을 읽
으면서 상상하도록 격려 받은 아동들은 특정한 동화속의 정보를 사용하여 그 동화
내용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반면,전통적인 방법으로 동화를 감상한
아동들은 동화내용에 관한 정보를 반복하는 정도였다.이 연구의 결과는 동화책 감
상 시 상상을 격려하는 심미적 접근법의 활동이 아동으로 하여금 문학작품의 텍스
트의 의미를 텍스트 그 이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
시하였다.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 및 유아의 성에 따른 확산적 사고에 관한 연구(김기예,

이소은,2003)에서 창의성의 하위요소인,유창성,융통성,독창성 및 전체 확산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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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평균점수에서 성별에 따른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동화만들
기 활동이 만5세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고희남(2001)은 동화만들기
활동이 창의성의 하위요소인 유창성,융통성,독창성에서 효과적이나,창의성 발달
이 성별에 따른 효과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창의성과 성별에 관해서 1학년 아동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문형순(1997)의 연구

에서는,창의적 발문집단과 단순기억 발문집단 모두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창의성
의 효과는 남아와 여아에 있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교사의 질
문유형에 따른 아동의 창의성에 관한 허근(1996)의 연구에서는 남아는 수렴적 질문
집단과 확산적 질문 집단 모두 창의성이 증진되었으나,여아의 경우 확산적 질문
집단만이 유의한 증진이 있었다.
심미적,정보추출적 질문유형과 유아의 창의성에 관한 연구에서 이민정(2003)은

심미적 질문이 정보추출적 질문보다 유아의 창의성의 하위요소인 유창성,융통성,
독창성,융통성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문학적 언어활동 경험이 5세 유
아의 언어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최인숙(2003)은 창의성의 하위변인 즉
유창성,융통성,독창성을 증진시키는데 문학적 언어활동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이는 유아들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상상력과 창의력,논리적 사고를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발문유형이 유아의 창의성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들

은 대체로 교사의 발문유형이 개방적,확산적일수록 유아의 창의성이 증진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Cliatt,Shaw와 Sherwood(1980)는 5,6세 유아 37명을 대상
으로 창의적 사고능력을 계발시키기 위해 8주 동안 확산적 발문을 통한 학습을 실
시하였다.그 결과 확산적 발문을 사용한 집단의 유아들이 창의성 검사에서 유창
성,융통성,독창성에서 모두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음을 밝혔다.
이야기 내용에 대한 질문방식을 연구한 박상희(1990)는 5～6세 유아 27명에게 이

야기 내용에 대한 질문방식 중 개방식 질문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 확산적 질문을
한 집단의 유아들이 창의성의 하위요소인 유창성과 독창성에서 능력이 크게 증진
되었다고 밝힌바 있다.동화 만들기 경험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김은미(1997)의 연구에서 실험집단이 창의성 사후검사에서 비교집단의 점수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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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게 나타났는데,특히 유창성,융통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동화를 읽고 난 후속활동으로 동화감상,새로운 이

야기 짓기,교사의 확산적 발문인 Pellegrini등(1985)의 연구에서도 역시 유아에게
탐색적 질문 유형을 제시하고,이에 따라 사물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연상 유창성
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본 결과 개방적 탐색 질문을 받은 집단의 아동
에게서 연상 유창성이 향상되었다.
아동들의 동화에 대한 반응을 분석한 Cox와 Many(1992)의 연구와 Many(1991)

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심미적인 동화감상 자세를 가진 아동의 반응이 높은 이해
수준을 나타냈음을 밝혔다.즉 심미적인 동화감상 자세를 가진 아동들의 반응은 창
의적이고 다양한 반면,정보추출식 동화감상 자세를 가진 아동들의 반응은 동화내
용의 구성 요소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으로 표현되었다.선행연구들은 이와 같은 후
속활동 등의 교수-학습활동을 하였으며,이들의 연구는 다양한 추론적 해석,창의
성의 하위 요소인 유창성,융통성,독창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
하였다.따라서 동화를 읽고 대화를 할 때 유아로 하여금 다양한 사고를 자극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유아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미적,정보추출적 각각의 방법으로 유아와 이야기를 나눔으로서

심미적 질문형태인 경험 회상하기,추론하기,감정이입하기,느낌 물어보기 등으로
특정주제에 대해 많은 생각과,독특하게 생각해 봄으로써 창의성의 하위요소가 증
진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홍혜경(1997)의 이야기 책읽기 과정에서 유아-어머니
와 유아-교사간의 언어상호 작용 비교에서 교사가 여아와 높은 인지적 요구를 경
험하는 즉 피드백,주의집중,예측하기,명료화하기,정교화하기 등의 언어 상호교
환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이는 유아가 더 반응적일수록 책읽기 활동의 참여가
크다고 Schneider와 Hecht(1995)한 연구 등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할 때 여아들 보
다 혜택을 덜 받게되는 남아를 위한 추가적인 교육적 중재가 필요하다고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상호작용을 할 때 문

해능력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환경구성과 함께 유아들이 학습의 주체가 되어
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그림책을 읽고 도입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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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책의 내용과 관련된 유아 자신의 경험을 회상해보며,전개에서는 상상 및 가정
하기와 추론 등을 통해 비계설정 하였으며,유아의 문해능력과 창의성 증진을 위해
서 다양한 발문 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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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따라 유아들의 문해능력과 창의성이 어떻
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3주 동안 실험을 실시하였다.실험집단과 통제집
단 모두 활동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였다.실험집단은 교사가 유아들에게 동화책
을 읽어준 후 그 동화에 대해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심미적,정보추출적 접근
법에 따라 교사와 유아가 상호작용을 하였으며,통제집단은 확장활동을 하였다.
각각의 접근법에 따라 문해능력과 창의성에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장에서는 실험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대상과 도구,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과정을 기술하였다.

AAA...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유아들이 재원하고 있는 유치원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다.첫째,5세반 유아 3개 학급 이상으로서.둘째,학급의 물리적 환경내용
영역과 동화듣기 시간과 관련된 교사의 활동 영역 등에 대한 적합성 기준에서 2개
영역 각 5개 항목 중 3개 이상이 긍정적인 유치원(채종옥,1995).셋째,부모의 교
육수준,사회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고 중산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유치원.넷째,교사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유치원에서 교사경력이 비슷하고 동화시간의 운영방법이
동일한 학급일 것.다섯째,두 가지의 읽어주기 접근법(심미적 접근법,정보추출적
접근법)에 따라 실험집단 1(심미적 접근집단),실험집단 2(정보추출적 접근집단),
통제집단의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G광역시에 소재
하는 E유치원을 선정하였다(<부록 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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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집단별 유아의 특성

집 단 성별 평균연령
남 여

심미적 접근집단 (실험집단 1) 24 12 12 5년4개월 4.0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실험집단 2) 24 12 12 5년6개월 4.2

통제 집단 24 12 12 5년5개월 4.1
합 계 72 36 36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대상 유아는 집단별,성별 인원을 고르게 조
정하여 선정하였다.심미적 집단의 유아의 평균연령은 5년 4개월이고,정보추출적
집단의 유아 평균연령이 5년 6개월이었으며,통제집단 유아의 평균 연령은 5년 5개
월로서 세 집단 모두 유사하였다.또한 집단별 유아의 평균 연령도 5년 4개월～6개
월 사이로 별 차이가 없었다.
실험에 참여한 교사는 3명이었으며,모두 4년제 대학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

고,경력은 각각 7년과 8년으로 학력과 경력이 유사하도록 선정하여 동질성을 확보
하도록 하였다(<표 Ⅲ-2> 참조).실험에 참여한 교사 3명의 학력(4년제 대학 졸
업),전공(유아교육)및 경력(7～8년)이 유사하도록 동질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표 Ⅲ-2>집단별 교사의 특성
집 단 학력 경력

심미적 접근집단 (실험집단 1) 4년제 대학 졸업 7년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실험집단 2) 4년제 대학 졸업 8년
통제집단 4년제 대학 졸업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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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유아의 문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을 설계하였다(<표 Ⅲ-3>참조).

X :심미적 접근법에 따른 상호작용
X2 :정보추출적 접근법에 따른 상호작용
O₁:사전검사(문해능력,창의성)
O₂:사후검사(문해능력,창의성)

연구문제 1,2,3을 검증하기 위하여 심미적 접근집단,정보추출적 접근집단,통
제집단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실험집단은 사전검사-실험처치-사후검사
의 순으로,통제집단은 사전검사-사후검사의 순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표 Ⅲ-3>
참조).

CCC...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본 연구는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따라 유아들의 문해능력 및 창의성에 어떠
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였다.첫째,실험 처치
용 동화책.둘째,문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문장 어휘능력 검사,이해 능력 검사

<표 Ⅲ-3>연구의 실험 설계
집 단 절 차

심미적 접근집단 (실험집단 1) O₁ X₁ O₂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실험집단 2) O1 X2 O2
통제집단 O1 - 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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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쓰기능력 검사.셋째,창의성 측정을 위한 전경원(2000)의 ‘유아 종합 창의성 검
사(K-CCTYC)’도구를 사용하였다.

111...동동동화화화책책책

aaa...선선선정정정기기기준준준

본 연구에서 사용할 동화책은 다음과 같은 4단계를 거쳐서 선정되였다.
1단계 :연구자는 Jalongo(1988),Schickedanz(1986),한국유아교육학회(1997)에

의해 제시된 기준을 토대로 5가지의 그림책 선정 기준을 마련한 후 국내외 그림책
50권을 선정하였다.

(1)5세 유아에게 발달적으로 적합한가?
(2)문해능력의 하위요소인 어휘능력이나 문장 이해능력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는가?
(3)주인공과 그 상황이 유아에게 이해될 수 있는 그림과 글로 연결되는가?
(4)창의성의 하위 요소와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가?
(5)잘 묘사된 등장인물과 유아의 실생활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가?

2단계 :연구자,유치원 교사 1명 그리고 유치원 원감 1명등 3명의 선정위원으로
하여금 50권의 그림 이야기책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준(김세희,2000;김유미,
1998;Sutherland& Arbuthnot)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였다.첫째,유아의 흥미를
지속시키고 몰입 시킬 수 있는 명확하고 단일한 주제의 그림책.둘째,그림책의 등
장인물이 유아다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유아가 쉽게 감정이입할 수 있는 그림책.
셋째,생활주제의 적합성이 있는 그림책.반복적인 문장,단어 등으로 구성된 내적
인 리듬감과 장단을 가진 문체의 그림책.넷째,유아들이 많이 접하지 않은 그림책.
설정된 4가지 기준에 따라 그림책 30권을 선정하였으며 선정위원 간의 일치도는
.9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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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연구자와 유아교육 전공교수 1명은 선정된 30권을 연구의 목적에 적합성
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15권(실험처치용 13권,예비․사전검사용 1권,사후검사용
1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bbb...동동동화화화책책책 목목목록록록

연구자는 유아교육 전공교수와 함께 각 그림책의 구성요소와 상호작용 요소를
분석하여 문해능력과 창의성 범주를 추출하였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동화책 목록
및 각 동화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문해능력과 창의성 범주는 <표 Ⅲ-4>와 같다.

<표 Ⅲ-4>그림책의 목록 및 문해능력 ․ 창의성 범주
번
호 그 림 책 처치

기간 내 용
문해능력
범주†

창의성
범주 ‡

 

① ② ③ ① ② ③ ④

1
황소아저씨.
권정생 지음/
정승각그림/
길벗어린이/2001

1주
3.26
～
30

마음이 따뜻한 황소 아저씨의 도움으로 부모를 잃은
새앙쥐 형제들이 추운 겨울날 배고픔을 잊고 건강하게
자란 이야기를 그린 그림동화.한밤중,황소 아저씨네
추운 외양간에 하얀 달빛이 비치고 생쥐가 동생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황소에게 사정하자 황소아저씨 외양간에서
사이좋은 식구가 되어 함께 살았다.

○ ○ - ○ ○ - ○

2
너구리와 도둑쥐.
오토모야스오글․그림/
이영준 옮김/한림/2005

2주
4.2
～
6

너구리 가족과 들쥐들이 서로 도와 감자밭을 만들고,집을
지으며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그렸다.고마움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서로 돕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소중함과 협동의 아름다움을 일깨우게 한다

○ ○ ○ ○ ○ ○ -

3
무지개 물고기.
마르쿠스 피스터 글/
공경희 옮김/
시공주니어/2004

3주
4.9
～
13

파랑,초록,자줏 비늘을 가진 무지개 물고기.친구들에 게
아름다운 비늘을 한 개씩 나누어 주면서 나눠 주면
줄수록 기쁨은 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 ○ - ○ ○ ○

4

외톨이 사자는 친구가
없대요.
나카노히로카주
글․그림/이영준 옮김/
한림/2002

4주
4.16
～
20

사자는 너무 외로워서 친구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사자는 맨 먼저 고슴도치를 만나면 고슴도치 처럼,양을
만나면 양처럼,사슴을 만나면 사슴처럼 갈기를
변장하였다.그러나 고슴도치,양,사슴까지 도망가 버리자
사자는 더 이상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바로 그때
소나기가 내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다음날 아침 제
모습으로 돌아온 사자가 눈을 뜨자 고슴도치,양,사슴이
사자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사자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자 그들이 사자와 친구가 된다.

○ - ○ ○ ○ ○ ○

5욕심꾸러기 생쥐와 5주 4.23어느 날 배고픈 생쥐가 커다란 빨간 사과를 발견한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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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사과.
귀네스 윌리엄슨 그림/
A.H./벤자민 지음/
이경희 옮김/
웅진출판사/2004

～
27
생쥐는 사과를 집으로 가져가면서 연못에 빠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속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한다.그때마다 개구리,
거북이,두더쥐가 나와 생쥐를 도와준다.

6
커다란 순무.
헬린 옥슨버리 지음/
박향주 옮김/
네버랜드픽쳐 북스/1997

6주
4.30
～
5.4

지극히 평화로운 시골마을에서 할아버지가 순무 씨 한
알을 심고 단단하고 달콤하게 자라랬더니,커다랗고
높다랗게 자라서 사람들 애를 먹인 괘씸한 순무.
할아버지,할머니,손녀,강아지,고양이,쥐가 모두 순무를
뽑기 위해 안간힘을 써서 겨우 순무를 뽑아낸다.

○ ○ - ○ - ○ ○

7
코코는 화가 났어요.
페라드 바커르 지음/
이은석 옮김/
문학동네/1999

7주
5.7
～
11

귀여운 아기 코알라 코코는 엄마의 배 주머니 속을 제일
좋아한다.그런데 이제 엄마가 못 들어가게 한다.화간 난
코코는 집을 나와 캥거루 아줌마와 멋진 모험을 하고
엄마에게 돌아온다.그런데 코코는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란다.

○ - ○ ○ ○ ○ -

8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베르너 홀츠바르트지음/
볼프 에를브루후 그림/
사계절/2002

8주
5.14
～
18

어느 날 두더지의 머리 위에 누군가의 똥이 떨어진다.
화가 난 두더지는 누가 자기 머리에 똥을 쌌는지를
알아내려고 여러 동물을 찾아다니고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동물들은 모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똥을 싼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 - - ○ ○ ○ ○

9

누가 나랑 같이
가주겠니.
호세바예스테로스 지음/
배상희 옮김/
오스카비얀 그림/
베틀북/2002

9주
5.21
～
25

스페인 유아문학 부문 일러스트레이션 상 수상작으로
잠깐 집을 비운 틈을 타 하얀 토끼네 집을 차지해 버린
심술쟁이 산양.토끼는 도움을 구하러 길을 나섰지만
만나는 동물마다 무섭다며 달아날 뿐이다.개미가 용기를
내어 토끼네 집을 다시 찾아 주었다.

○ ○ - ○ ○ - -

10

친절한 친구들.
후안 이춘 지음/
예상열 옮김/
무라야마 토모요시
그림/
한림출판사/2002

10
주
5.28
～
6.1

많은 눈이 내려서 산을 하얗게 덮고 아기토끼와 당나귀,
아기염소,사슴은 각자 먹을 것을 찾아 나선다.
아기토끼가 먼저 순무를 두 개나 찾아내서 하나를 먹고
다른 하나는 당나귀를 위해 집에 놓고 온다.고구마를
찾아 돌아온 당나귀는 집에 놓여있는 순무를 보고
아기염소가 걱정이 되어 염소네 집에 가져다 놓고,순무는
다시 사슴 집에서 결국 토끼집으로 돌아 간다 .

○ ○ - ○ - ○ ○

11

마녀위니.
밸러리 토머스 글/
코키 폴
그림/김중철옮김/
비룡소/1996

11
주
6.4
～8

이기적이 되기 쉬운 유아들에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심어주는 그림 동화이다.까만 집에 사는 마녀
위니가 까만 고양이 윌버의 색깔을 제멋대로 바꾸자,
윌버는 자신의 모습을 슬퍼한다.

○ ○ - ○ ○ ○ -

12
행복한 의자 나무.
량슈린지음/
박지민 옮김/
북뱅크/2002

12
주
6.11
～15

이 책은 목동 피리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거인 에이트의
꽃밭에 있는 이상한 나무는 아이들과 새들이 와서
떠드는 소리도 싫어했다.어느 날 나무는 에이트로부터
처음으로 칭찬을 듣고 너무나 행복했다.나무도 에이트를
위해 많은 잎들을 피우자 그 후로 새,다람쥐들이 놀러
와서 불러주는 노랫소리를 좋아하게 되어 모두에게
친절한 친구가 되었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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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능력 범주 구분:①어휘능력 ②문장이해능력 ③쓰기능력
‡ 창의성 범주 구분 :①유창성 ②융통성③독창성 ④상상력

222...문문문해해해 능능능력력력 검검검사사사

aaa...유유유아아아의의의 어어어휘휘휘능능능력력력 검검검사사사

(1)문항구성 요소와 내용
유아의 어휘 능력 검사는 Dunn과 Dunn(1981)이 개발한 Peadbody Picture

VocabularyTestRevised(L/M)를 김영태 등(1995)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작한
‘그림 어휘력’검사를 사용하였다(Cronbach α=.99)이 검사는 112개의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부록 2> 참조).품사별로는 명사(57%),동사(20%),형용사(12%),부
사(1%)로 구성되었으며,범주별로 보면,동물,건물,음식,가구,가정용품,신체부
위,직업,도형,식물,학교 및 사물실의 비품,기구 및 장치,악기,교통기관으로 이
루어졌다.본 연구에서 사용된 어휘 능력 검사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 수준
(Cronbach α)은 .73이었다.

13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
윌리엄스타이그
글․그림/
조은수 옮김/
비룡소/2002

13
주
6.18
～22

친절한 생쥐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이 어느 날 이가
몹시 아픈 여우가 치과 치료를 받으러 와서는 치료가
끝나면 드소토 선생님 부부를 잡아먹겠다고 잠꼬대를
한다.나중에 잡아먹을 궁리만 하는 여우를 지혜롭게
치료하며 꼼짝 못하게 혼내주는 이야기.열 심히 일하는
드소토 선생님의 모습으로 치과 의사의 일상을 소개했다.

○ ○ ○ ○ - ○ ○

14

바바빠빠..
네버랜드 픽쳐 북스/
아네트 티종 지음/
이용분 옮김/
시공주니어/1994

분홍빛깔의 괴물과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사건을 다룬 그림책이다.프랑수아의 집 마당에서 태어난
바바빠빠는 괴물이다.덩치가 너무 커진 바바빠빠는
동물원으로 보내지지만,우리속에 갇혀 있는 게 싫어서
동물원을 빠져나온다.바바빠빠는 약간 바람 빠진
풍선처럼 몸의 모양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사전 및
예비검사용

15
숨쉬는 항아리
정병락 지음/
보림/2005

『숨쉬는 항아리』에서 흙으로 빚어진 옹기는 화려한
도자기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그러나,자신과 비슷한 항아리들의 쓰임새를 알게
되면서 자신감을 찾게 된다.『숨쉬는 항아리』에서
주인공 옹기는 간장,고추장,김치 등의 저장고로
활용되는 항아리들의 쓰임새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

사후 검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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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시방법
이 검사는 개별검사 이므로 유아 1명씩 조용한 교실로 불러 유아와 친밀감이 형

성되도록 한 후,실시하였다.문항 단어를 제시할 때는 정확한 발음으로 말해주며,
문항 단어 이외의 어떤 말도 첨부하지 않았다.유아가 요청하거나 검사자가 반복해
서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질 때 한번 더 말해주었다.특별한 검사시간 제
약을 없으나 30초에서 1분이 지났는데도 그림을 선택하지 못하면 “잘 생각해보고
맞다고 생각되는 것을 짚어보자”하고 격려해 주며,그래도 반응하지 않을 때는 틀
린 것으로 간주하였다.각 반 담임교사가 큰 책을 보여주고 문항에 따른 지시문을
읽어주면서 한 문항씩 검사를 진행하였고,연구자는 유아의 반응을 검사기록 용지
에 기록하였다.

(3)채점방법
유아의 수용 어휘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어휘능력 검사는 112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각 문항 당 4개의 그림을 제시하고 지시문에 맞는 답을 했을 때에는 1
점을 주고 오답을 했을 때는 0점 처리하였다.따라서 유아가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0～112점이다.

bbb...유유유아아아의의의 문문문장장장이이이해해해 능능능력력력 검검검사사사

(1)문항구성 요소와 내용
유아의 문장 이해능력 검사는 Phillips와 Donald(1988)가 개발한 TOLD-2(Test

ofLanguageDevelopment-2,Primary)를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1994)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작한 문장이해력 검사를 사용하였다(Cronbach α =.82).이 검사는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3> 참조).검사자료는 그림 자료,블록,구슬
각각 12개,동전(10원 50원,100원,500원)각각 1개,종이와 연필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장이해능력 검사 문항들의 내적 일치도 수준(Cronbach α)은
.61이었다.

(2)실시방법
이 검사는 개별검사이므로 유아 1명씩을 조용한 교실로 불러 유아와 친밀감이

형성되도록 한 후 실시하였다.유아로 하여금 검사받는 곳은 장난감,책,음식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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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검사를 방해하는 것들은 없게 하였다.이해능력 측정을 위한 실물자료 등을
관찰하고 만져볼 기회를 제공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실시하였
다.각 반 담임교사가 문항에 따른 지시문을 읽어주면서 한 문항씩 검사를 진행하
였고,연구자는 유아의 반응을 검사기록 용지에 기록하였다.

(3)채점방법
문장 이해 능력 검사는 유아의 문장 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40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각 문항 당 실물과 그림 자료를 이용하여 교사의 지시문에 맞는 답을
했을 때에는 1점을 주고,오답을 했을 때는 0점 처리 하였다.따라서 유아가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최하 0점에서 최고 40점까지 이다.

ccc...유유유아아아의의의 쓰쓰쓰기기기 능능능력력력 검검검사사사

(1)문항구성 요소와 내용
유아의 쓰기 능력 검사는 Sulzby(1985),Sulzby,Barnhart와 Hieshima(1989)가

범주화한 단계를 사용하였다(Cronbach α=.90).본 쓰기능력 검사는 6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부록 4> 참조).본 연구에서 사용된 쓰기능력 검사 단계들의 내적 일
치도 수준(Cronbach α)은 .62이었다.

(2)실시방법
이 검사는 개별검사이므로 유아 1명씩 조용한 교실로 불러 유아와 친밀감이 성

되도록 한 후 실시하였다.각 유아의 쓰기 도구 다루기와 쓰기 활동에 대한 문해
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백색 종이와 개인차를 고려하여 유아들이 쓸 수 있는 4B
연필,색연필,싸인펜,유성펜 등의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해 주고 동화에서 나온 단
어나 문장 등의 내용을 써보도록 하였다.

(3)채점방법
쓰기능력 검사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유아들이 그리거나 기록한 단

어나 문장을 보고 쓰기능력 발달단계 6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가를 평가하
고 점수를 주었다.따라서 유아가 얻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는 최하 1점에서 최고
6점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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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유유유아아아의의의 창창창의의의성성성

aaa...창창창의의의성성성 검검검사사사 도도도구구구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유아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경원(2000)이 개발한 ‘유아 종합 창의성 검
사 도구를 사용하였다.유아종합 창의성 검사는 만4세～6세 유아를 대상으로 언
어․도형․신체 영역에서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한 4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
다.이 중 신체적인 창의성 영영은 동물 상상하기(검사3)와 색다른 나무치기(검사4)
의 2개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언어와 도형영역은 각각 1개의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소요 시간은 16분이며,검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측정요인은 <표 Ⅲ-5>와

같다.이 검사도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83,검사-재검사 신뢰도는 .67이
었으며,본 연구의 신뢰도는 .60이었다.

<표 Ⅲ-5>창의성 각 소검사의 내용 및 측정요인

영영영역역역 검검검사사사명명명 검검검사사사의의의 내내내용용용 소소소요요요
시시시간간간

측측측정정정요요요인인인
유유유창창창성성성 융융융통통통성성성 독독독창창창성성성 상상상상상상력력력

언언언어어어
검사 1
빨간색
연상하기

빨간색을 보고 연상되는 물건이나
느낌 및 생각을 적어 보게 하는
것으로,창의력 계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상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3분 ○ ○ ○ -

도도도형형형
검사 2
도형완성
하기

태극기의 가운데 선(S모양)만 9개
제시하고,그 선을 사용하여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3분 ○ ○ ○ -

신신신체체체

검사 3
동물

상상하기

창의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상상력을
측정하기 위해 전래동화나 우화에
등장하는 동물을 5가지 등장시켜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

3분 - - - ○

검사 4
색다른
나무치기

전통 놀이의 비석치기와 같은
형식으로 세워져 있는 창의나무를
색다른 방법으로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다.

7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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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실실실시시시방방방법법법

이 검사는 개별검사이므로 교사가 유아를 최대한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에서
검사를 받도록 주위환경을 조성해 준 후,검사마다 유아의 동기를 유발시켜 유아의
다양하고 독특한 생각이나 느낌 등을 나타내보도록 격려하였다.이 검사는 4개의
소 검사와 사전 준비활동 및 지적사항 등을 포함하여 약 25분～30분이 소요되
었다.유아는 발달특성상 한 곳에 오랫동안 집중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기 때
문에 3일에 나누어서 실시하였다.첫째 날은 빨간색 연상하기(검사1),둘째 날은 도
형 완성하기(검사 2),셋째 날은 동물 상상하기(검사 3)와 색다른 나무치기(검사 4)
를 실시하였다.글씨 쓰기를 어려워하는 유아의 경우에는 유아가 말한 그대로를 교
사가 기록해 주었다.

ccc...각각각 영영영역역역별별별 창창창의의의성성성 신신신뢰뢰뢰도도도 계계계수수수

창의성 전체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67이었으며,영역별로는 유창성이 .67,융통
성이 .68,독창성이 .52,상상력이 .43이었다.본 연구에의 창의성 전체에 대한 신뢰
도 계수는 .60이었으며,영역별로는 유창성이 .83,융통성이 .71,독창성이 .66,상상
력이 .62이었다(<표 Ⅲ-6>참조).

<표 Ⅲ-6>각 영역별 창의성 신뢰도 계수
영 역 신뢰도 † 본 연구의 신뢰도
유창성 .67 .83
융통성 .68 .71
독창성 .52 .66
상상력 .43 .62
전체 .67 .60

＋ 전경원(2000)의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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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연연연구구구절절절차차차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따라 유아들의 문해능력과 창의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Ⅲ-7>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11...예예예비비비실실실험험험

본 실험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선정된 연구도구와 절차상의 문제점과 보완점들을
찾아보기 위해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예비실험은 연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B유
치원에서 연구대상 유아들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만 5세 6명(남아 3명,여아 3명)
을 대상으로 심미적,정보추출적 접근법으로 2007년 2월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책은 ‘바바빠빠’를 선정하였으며,다른 유아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별도의 교

실에서 약 30분 동안 실시하였다.유아의 반응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전사한 후 분

<표 Ⅲ-7>연구의 절차 및 내용

순서 절 차 소요
시간 실시자 대상 내 용

1 예비실험 5일 연구자 유아
6명 연구도구 및 절차상 문제점 및 보완점 찾기

2 교사 및
평가자훈련 3회 연구자 교사

3명
문해능력 및 창의성의 검사를 위한
검사방법과 채점방법 익히기 및 일치도 훈련

3 사전검사 10일 교사 3명 유아
72명

문해능력(문장이해능력,어휘력,쓰기능력
검사),창의성(유창성,융통성,독창성,
상상력)검사.

4 본 실험 13주 교사 3명 유아
72명

실험집단1,2: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
통제집단 :활동중심 교육과정 운영

5 사후검사 10일 교사 3명 유아
72명 사전 검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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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다.유아들에게 교사가 문항 단어를 제시할 때는 정확한 발음으로 말해주도
록 했으며,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항 단서를 주지 않도록 교사 훈련을 실시하
였다.
또한 Morrow(1988)와 Hoffman,Roger와 Battle(1993)의 소집단으로 구성하였을

때 유아들이 이야기 나누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학적 반응이 더 많이
유발되었다는 연구 결과들에 따라 집단 구성은 소집단으로 하였다.예비 실험 결과
각각의 접근법으로 상호작용 시 소요시간은 동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약 30분정도 소요되었다.
각각의 검사도구의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문해능력에 있어서 소검사인

어휘능력을 검사할 때 연구자가 시간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틀린 반응에만 표시를
하자 유아들이 틀리는 것에만 신경을 쓰게 되어 그들의 동기가 저하됨을 알 수 있
었다.따라서 유아들이 반응한 번호를 그대로 기록해 주도록 하였다.또한 유아 개
개인의 특성상 4개의 그림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고 너무 빨리 지적한 유아는 천천
히 반응하도록 유도하도록 하였다.
창의성 검사는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시간에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유아들이

피곤해 하고 졸려했으므로 시간을 오전시간으로 조정하도록 계획하였다.또한 소집
단 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옆에 있는 유아의 반응을 모방하는 문제점이 발견되어
본 연구에서는 개별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22...교교교사사사 및및및 평평평가가가자자자 훈훈훈련련련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앞서 심미적 접근 집단,정보추출적 접근집단과 통제집단
교사 3명을 대상으로 2007년 2월 12일부터～ 2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교사훈련
을 실시하였다(<표 Ⅲ-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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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3회에 걸쳐 3인의 교사들에게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과 지도방법 및
교사의 역할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토의과정을 거쳤으며,유아의 문해능력과 창의
성에 대한 검사실시와 채점에 관한 요강을 숙지하도록 하였다.또한 활동 시 예상
되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해 훈련을 실시하였다.
심미적 접근법에 배치된 교사의 훈련은 각 집단의 교사들과 유아들의 상호작용

의 절차는 도입에서는 유아의 사전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책에 몰입할 수 있게 그림
책 주제와 유아의 경험을 관련짓도록 하였다.전개에서는 유아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림책의 사건 속에 들어갔을 때를 가정하거나 상상하도록 하며,그림책의
내용에 대해 다양하게 추론하고 감정이입 하도록 하였다.마무리에서는 상상력을
확대하고 그림책에 관한 전체적인 느낌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발문법을 익혔다.
정보추출 접근법에 배치된 교사의 훈련은 도입에서는 그림책의 정보에 집중하도

록 하였으며,전개에서는 그림책의 순서,구성요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내용 확
인 및 평가와 동화의 줄거리를 기억하도록 하였다.마무리에서는 그림책을 읽고 알
게된 사실을 이야기 할 수 있게 발문법을 익혔다.문해능력의 하위요소인 어휘능력
측정 시 문항 단어를 제시할 때는 정확한 발음으로 말해주며,문항단어를 설명한다
던가,문항 단어를 사용한 문장을 말한다던가,비슷한 단어 등을 말하지 않도록 하
였다.또한 만약 유아가 반응을 한 다음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발적으
로 다른 답으로 고친다면 뒤에 반응한 것을 점수에 반영하도록 훈련을 하였다.
창의성 검사에서는 각 유아의 특성에 따라 정해진 시간을 잘 활용하는 유아도

<표 Ⅲ-8>교사 훈련 내용
기기기 간간간 훈훈훈 련련련 내내내 용용용

1차
(2월12일)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 이해 및 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따른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내용 및 방법,검사 시 주의사항 등을
익히게 하였다.

2차
(2월14일)

유아의 문해능력 검사를 위해 어휘력,이해력,쓰기 검사의 이해 및 검사
방법,채점방법을 익히게 하였다.

3차
(2월16일)

유아의 창의성 검사를 위해,하위요소인 유창성,융통성,독창성,상상력
등에 대한 이해,검사 방법 및 채점방법을 익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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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중에 시작하는 유아도 있고,1분
안에 다 끝내고 가만히 앉아 있는 유아도 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서는 그대
로 두도록 하였다.빨간색 연상하기(검사 1)와,도형 완성하기(검사 2)에서는 반드
시 시간을 엄수하도록 하였으나,동물 상상하기(검사 3)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활동이 끝나지 않았을 때는 시간을 연장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교사 훈련을 실시
하였다.
또한 교사간의 평정 일치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아 3명을 선정하여 문해능력 및

창의성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도구에 대한 평가 훈련을 실시하였다.문해능력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평가자 A와 평가자 B간 .87( ),평가자
A와 평가자 C간 .95( ),그리고 평가자 B와 평가자 C간의 Pearson상관계수
는 .92( )로 나타났다.평가자 A와 평가자 B의 신뢰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
타났으나,Pearson상관계수가 .87로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이는 대상 유아의
수가 3명에 불과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두 평가자간의 채점에 대한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하여 어휘능력 부분에 있어 불일치의 원인을 찾아 유아가 지시문에
대한 답을 못할 때 교사는 30초에서 1분 정도는 기다려 주면서 잘 생각해 보고 맞
다고 생각되는 것을 짚어보자고 격려해 주도록 교사들과 논의하고 조정해서 기다
려 주는 시간도 일치하도록 협의하였다.창의성에 대한 평가자간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평가자 A와 평가자 B간 .93( ),평가자 A와 평가자 C간 .96( ),그
리고 평가자 B와 평가자 C간의 Pearson상관계수는 .91( )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333...사사사전전전검검검사사사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문해발달과 창의성 능력
에 대한 사전 검사를 연구대상 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사전검사는 2007년 3
월 12일부터 2007년 3월 21일까지 10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사전 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1 -

aaa...유유유아아아의의의 문문문해해해능능능력력력(((연연연구구구문문문제제제 111)))
교사가 대집단으로 유아들에게 사전검사용 그림책인 ‘바바빠빠’를 아무런 상호작

용 없이 들려준 후,교사 3명이 각각 유아들을 1명씩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유아의
문해발달의 하위요소인 어휘력,문장이해력,쓰기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bbb...유유유아아아의의의 창창창의의의성성성(((연연연구구구문문문제제제 222)))
전경원(2000)의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의 하위 요소인 유창성,융통성,독창성,

상상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검사는 어떤 목적을 정하지 않고 우연히 떠오르
는 이미지를 기초로 자유롭게 연상하여 그 느낌이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활동으
로 이루어졌다.

444...본본본 실실실험험험

본 실험은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따라 유아의 문해능력 및 창의성이 선행연
구에 비추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2007년 3월 26일부터 6월
22일까지 13주 동안 주 2회씩 총 26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aaa...실실실험험험 집집집단단단의의의 처처처치치치 및및및 집집집단단단구구구성성성
본 연구의 실험 처치는 실험집단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13회 동안 주2회

(월,화)씩 총 26회에 걸쳐 그림책 읽기를 통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하였다.연구
대상 유치원의 하루 일과는 등원을 해서 자유선택 활동 후 일일 주제에 따라 대․
소집단 또는 개별활동이 이루어졌다.실험집단 1과 2는 교사-유아가 각각 심미적,
정보추출적 접근법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으며,통제집단은 그림책 동화를 들은
후 그림책을 다시 한번 본 후에 확장활동을 하였다.
실험집단은 유아의 성별을 고려하여 실험집단 1은 1-1집단 6명(남 3명,여 3명),

1-2집단 6명(남 3명,여 3명),1-3집단 6명(남 3명,여 3명),1-4집단 6명(남 3명,여
3명)등 24명으로 구성하였다.실험집단 2는 2-1집단 6명(남 3명,여 3명),2-2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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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남 3명,여 3명),2-3집단(남 3명,여 3명),2-4집단(남 3명,여 3명)등 24명으로
구성 하였으며,각 집단이 첫째 날과 둘째 날에 골고루 안배되어 순환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하였다(<표 Ⅲ-9>참조).

bbb...통통통제제제집집집단단단 구구구성성성
통제집단도 4개의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총 13주 동안 주 2회씩 그림책 읽기를

한 후 확장활동을 하였다.통제집단의 집단구성도 유아의 성별을 고려하여 0-1집단
6명(남 3명,여 3명),0-2집단 6명(남 3명,여 3명),0-3집단 6명(남 3명,여 3명),
0-4집단 6명(남 3명,여 3명)등 총24명으로 구성하였으며,실험을 하는 동안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들은 자유선택 활동을 하게 하였다.실험처치 일정은 <표 Ⅲ
-9>와 같다.

<표 Ⅲ-9>실험 처치 일정
횟수 그림책 실시일 집 단

실험집단 1† 실험집단 2‡ 통제집단±

1 황소아저씨 3월26(월) 1-1,1-2 2-1,2-2 0-1,0-2
3월27(화) 1-3,1-4 2-3,2-4 0-3,0-4

2 너구리와 도둑쥐 4월02(월) 1-2,1-3 2-2,2-3 0-2,0-3
4월03(화) 1-4,1-1 2-4,2-1 0-4,0-1

3 무지개 물고기 4월09(월) 1-3,1-4 2-3,2-4 0-3,0-4
4월10(화) 1-1,1-2 2-1,2-2 0-1,0-2

4 외톨이 사자는 친구가 없대요 4월16(월) 1-4,1-1 2-4,2-1 0-4,0-1
4월17(화) 1-2,1-3 2-2,2-3 0-2,0-3

5 욕심꾸러기 생쥐와 빨간 사과 4월23(월) 1-1,1-2 2-1,2-2 0-1,0-2
4월24(화) 1-3,1-4 2-3,2-4 0-3,0-4

6 커다란 순무 4월30(월) 1-2,1-3 2-2,2-3 0-2,0-3
5월01(화) 1-4,1-1 2-4,2-1 0-4,0-1

7 코코는 화가 났어요 5월07(월) 1-3,1-4 2-3,2-4 0-3,0-4
5월08(화) 1-1,1-2 2-1,2-2 0-1,0-2

8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5월14(월) 1-4,1-1 2-4,2-1 0-4,0-1
5월16*(수) 1-2,1-3 2-2,2-3 0-2,0-3

9 누가 나랑 같이 가 주겠니? 5월21(월) 1-1,1-2 2-1,2-2 0-1,0-2
5월22(화) 1-3,1-4 2-3,2-4 0-3,0-4

10 친절한 친구들 5월28(월) 1-2,1-3 2-2,2-3 0-2,0-3
5월29(화) 1-4,1-4 2-4,2-1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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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집단 1의 구성:1-1,1-2,1-3,1-4
‡ 실험집단 2의 구성:2-1,2-2,2-3,2-4
±통제 집단의 구성 :0-1,0-2,0-3,0-4
*화요일이 스승의 날이어서 다음날인 수요일에 실시함.

ccc...실실실험험험집집집단단단 및및및 통통통제제제집집집단단단의의의 일일일과과과운운운영영영
본 연구의 실험 처치 기간 동안의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의 일과운영은 <표 Ⅲ

-10>과 같다.

11 마녀 위니 6월04(월) 1-3,1-4 2-3,2-4 0-3,0-4
6월05(화) 1-1,1-2 2-1,2-2 0-1,0-2

12 행복한 의자나무 6월11(월) 1-4,1-1 2-4,2-1 0-4,0-1
6월12(화) 1-2,1-3 2-2,2-3 0-2,0-3

13 치과의사 도소토 선생님 6월18(월) 1-1,1-2 2-1,2-2 0-1,0-2
6월19(화) 1-3,1-4 2-3,2-4 0-3,0-4

<표 Ⅲ-10>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의 일과운영
집단

시간
심미적 접근집단
(실험집단 1)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실험집단 2) 통제 집단

09:00-09:10 등원(유아 건강 및 출결상태 점검하기)
09:10-09:50 놀이 계획과 자유선택 활동
09:50-10:10 정리정돈 및 화장실 다녀오기

10:10-10:40
이야기 나누기

심미적 접근법으로
언어적 상호작용

정보추출적 접근법으로
언어적 상호작용

동화를 듣고
확장 활동

10:40-11:00 간식
11:00-11:30 실외놀이
11:30-12:00 생활 주제별 교육활동(게임 및 음률활동 등)
12:00-12:10 평가 및 회상하기
12:10-13:10 점심 및 휴식
13:10- 귀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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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실실실험험험집집집단단단 및및및 통통통제제제집집집단단단의의의 교교교수수수활활활동동동 내내내용용용

실험 집단 및 통제 집단의 단계별 교수활동 내용을 표로 나타내 보면 <표 Ⅲ
-11>과 같다.

<표 Ⅲ-11>집단의 단계별 교수활동 내용
단
계 심미적 접근집단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통제집단

도
입

① 내가 만약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
지 생각하면서 도화를 들어보기로 하자.
②만약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느낌이 들지 생각하면서 들어보자.
③이 책의 그림과 색깔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잘 보기로 하자.

① (동화제목을 말하면서)“오늘
은 선생님 「○○」라는 동화를
들려 주실 거야.동화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들어보자”.
② 동화 속에 누가 나오는지 잘
기억하면서 보자.
③ (동화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
하면서)“○○하는 이야기거든”
잘 들어보자.

① 동화속의 주인공은 어떤
친구인지 잘 들어보자.
② “이 동화속에는 누가 나
오는지 잘 들어보자.

전
개

교사-유아 언어적 상호작용
① 경험회상하기
② 예측하기
③ 인상적인 부분 표현하기
④ 상상 및 가정하기
⑤ 감정이입하기
⑥ 추론하기
⑦ 그림에 대해 추측하기
⑧ 느낌이야기 하기

교사-유아 언어적 상호작용
① 동화정보에 관심갖기
② 동화내용에 집중하기
③ 동화내용 확인 및 평가하기
④ 동화 줄거리 기억하기
⑤ 질문 및 장면에 대한 기억
⑥ 그림책을 읽고 알게된 사실
말하기

교사-유아 상호작용
① 생각나는 것 이야기하기
② 사건이 일어난 순서
③ 등장인물의 말,행동
④ 주인공,등장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마무리 활동>
① 그림책을 읽고 난 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
해 보자.
②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유치원이나 집에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
이었으면 좋겠다.

.확장활동
① 같은점과 다른점 찾기
② 중간이야기 지어보기
③ 책 표지 만들기
④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⑤ 상상하기

마
무
리

① 이 이야기를 다르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② 이 이야기를 읽고 그 느낌을 글이나
그림,놀이로 표현해 볼 수 있겠니?
③ 주인공이 지금보다 2배로 힘이
강해진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④ 주인공이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① “이 동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니?”
② “동화의 주인공처럼 행동할
수 있겠니?”
③ 이 동화는 결국 어떻게
끝이났니?말해줄 수 있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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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험처치 내용
가.심미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① 교사와 유아의 심미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심미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요소를 관련 연구들(곽춘옥2002;김
유미,1998;채종옥,1995;Cox,2002;Langer,1994;Rosenblatt,1983)을 참고하여
이인선(2005)이 느낌 이야기하기,경험하기,상상 및 가정하기,추론하기,감정이입
하기, 추측하기로 구성한 상호작용 방법에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Osborn(1963)의 질문리스트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심미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의 요소와 그에 따른 핵심발문의 예는 <표 Ⅲ-12>

와 같다.

<표 Ⅲ-12>심미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요소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요요요소소소 핵핵핵심심심 발발발문문문의의의 예예예
경 험
회상하기

-여기 그림책에 나온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알고 있니?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일을 너희들 중에서 경험해 본 친구 있었니?

예 측 하 기 -겉표지를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 것 같니?
-이 그림책에서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니?

인상적인 부분
표현하기

-그림책에서 너희들이 제일 재미있어서 기억하고 싶은 부분은 어디일까?

상상 및
가정하기

-만약에 친구들이 여기 그림책에 나오는 주인공 이었다면 너희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니?
-만약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다른 방법(((대대대치치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니?
-～ 이렇게 확확확대대대(((축축축소소소)))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라면 순서를 바꾸어 거꾸(((도도도치치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공이 해결한 방법말고 또 다른 방법(((타타타 용용용도도도)))이 있는지 생각해보자.어떻게
하면 되었을까요?

감정이입하기
-○○의 마음은 그때 어땠을 것 같니?
-○○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만약에 너희들이라면 그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니?
-너희들이 그림책에 나오는 ○○ 등장인물이라면 어떤 기분이 들것 같니?

추론하기
-○○는 그 상황에서,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 것 같니?
-이 동화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반대로(((재재재배배배치치치,,,거거거꾸꾸꾸로로로)))하면 어떤 이야기 될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비슷한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적적적용용용)))
-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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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미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미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의 절차는 선행연구(이인선,

2005;Langer,1994)에 제시된 것에 따라 유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책에
흥미를 유도하는 도입,그림책에 대한 유아의 집중과 상상력을 지속시키는 전개,
그리고 그림책에 관한 전반적인 느낌에 관심을 갖는 마무리 단계로 구성하였다.
교사와 유아의 심미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에 따른 상호작용 의도와 요소 및

활동은 <표 Ⅲ-13>과 같다.

③ 심미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계획안

그림에 대해
추측하기

-친구들은 작가선생님이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하나요?
-이 그림책에서는 왜 이 부분을 이러한 모양과 형태로 만들었을까?

느낌
이야기하기

-이 이야기가 어땠니?
-이 이야기를 읽은 후에 너희들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표 Ⅲ-13>심미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절차

절절절차차차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의의의도도도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요요요소소소 및및및 활활활동동동

도 입 그림책에
집중하기

경험 회상하기
-그림책 내용과 유아의 일상 생활 경험을 연관 짓는다

예측하기
-앞으로 어떤 일이 그림책 안에서 일어날지 예측해본다.

전 개 유아의 반응
끌어내기

인상적인 부분 찾아하기
-그림책의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부분을 찾아본다.
상상 및 가정하기
-그림책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이 되어 축소 및 재배열 등을

통해서 상상한다.
감정이입하기
-그림책의 등장인물이나 주인공 등에 감정이입을 한다.
추론하기
-그림책 내용에 대하여 재배치와 적용 등을 통해서 추론한다.
그림에 대해 추측하기
-그림책의 그림에 대하여 모양,선,색,점 등을 추측한다.

마무리 그림책에 관한
느낌 말하기

느낌 이야기하기
-상상 및 공상력을 확대하고 그림책에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전체적인 느낌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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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을 위하여 선정된 그림책에서 심미적 발문을 추론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그림책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회상해본다.전개 단계에서
는 그림책을 읽고 난 후 기억에 남는 부분을 표현하고,가정 및 상상하기,감정이
입하기 등을 통하여 그림책에 대한 유아들의 생각을 끌어낸다.마무리 단계에서는
그림책을 읽고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발표해본다.
심미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계획안은 <표 Ⅲ-14>와 같다.

<표 Ⅲ-14>심미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계획안

일 시 2007년
6월18일 대상 실험집단 1 장소 유치원 교실

그림책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

목표
․ 그림책을 감상하며 심미감을 기른다.
․ 그림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책에 관심을 가지며 책을 소중하게 다룬다.

활동
과정

상호작용
의도

상호작용
요소 교사의 상호작용 실제

도입

유아의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책에
몰입하기

경험회상
하기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어떻게 치료 받았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예측하기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이라는 제목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전개
유아의
반응

끌어내기

인상적인
부분표현
하기

-이 그림책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어디였어요?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상상 및
가정하기

-만약에 여러분이 드소토 선생님이었다면 여우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드소토 선생님이 여우의 잠꼬대를 못 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소토 선생님의 몸집이 커다랗고 힘이 강해진다면(확대)어떻게 될 것
같나요?
-만약 여우가 치과의사 선생님이 되고 생쥐가 치료를 받으러 왔다면(((재재재배배배열열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감정이입
하기

-너희들이 만약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이라면 여우가 잠꼬대를 하면서
치료가 끝나면 잡아먹겠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너희가 여우라면 치료가 다 끝났을 때 이가 단단히 들러 붙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분은 어땠을까?

추론하기
-여우가 예의를 갖춰 겨우 인사만을 남기고 떠났는데 그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우의 이를 단단히 들러 붙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료로는 무엇이
있을까?(((대대대치치치)))

그림책에
대해추측
하기

-왜 드소토 선생님이 여우의 입에다 긴 막대기를 끼워 두었을까요?

마무리
그림책에
관한 느낌
말하기

느낌이야
기하기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이라는 그림책을 읽은 후 어떤 느낌이 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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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보추출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① 교사와 유아의 정보추출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정보추출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요소를 관련 연구들(채종옥,
1995;Gallagher& Aschner,1963;Many& Wiseman,1992;Rosenblatt,1983)을 참
고하여 그림책 정보에 관심갖기,동화내용에 집중하기,동화내용 확인 및 평가하기,
줄거리 기억하기,질문 및 장면에 대한 기억,알게 된 사실 말하기로 구성하였다.
정보추출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의 요소와 핵심 발문의 예는 <표 Ⅲ-15>와 같다.

② 정보추출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절차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보추출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의 절차는 선행연구(채종

옥,1995;Gallagher& Aschner,1963;Many& Wiseman,1992;Rosenblatt,1983)
에 제시된 것에 따라 유아가 그림책 정보에 집중하는 도입,그림책에 대한 정보 및
구성요소 확인하는 전개,그리고 그림책을 읽고 알게 된 사실 및 내용을 알아보는
마무리 단계로 구성하였다.
교사와 유아의 정보추출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의 의도와 요소 및 활동은 <표

Ⅲ-16>과 같다

<표 Ⅲ-15>정보추출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요소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요요요소소소 핵핵핵심심심 발발발문문문의의의 예예예

① 그림책 정보에 관심갖기 - 어떤 그림이 그려졌니?
-○○라는 제목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니?

② 동화내용에 집중하기 -이 그림책 표지에 어떻게 씌여 있니?
-이 부분은 어떤 색과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 있니?

③ 동화내용 확인 및 평가하기 -이 그림책의 제목이 무엇이었니?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니?

④ 동화 줄거리 기억하기 -주인공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했니?
-이야기 속에 누가 누가 나왔니?

⑤ 질문 및 장면에 대한 기억
-이 이야기는 언제,어디에서 일어난 이야기일까?
-몇가지 일들이 일어났니?
-어떤 장면이 기억나니?

⑥ 그림책을 읽고 알게 된 사실
말하기 -그림책을 읽고 무엇을 알게되었는지 말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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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추출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계획안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을 위하여 선정된 그림책에서 정보추출적 발문을 추론하였

다.도입 단계에서는 그림책 제목을 보고 정보에 관심을 갖는다.전개 단계에서는
그림책을 읽고 난 후 내용확인 및 평가하기,동화줄거리 기억하기,질문 및 장면에
대한 기억하기를 통하여 그림책에 대한 구성요소를 끌어낸다.마무리 단계에서는
그림책을 읽고 알게된 사실을 말해보았다.
정보추출적 그림책 읽기 접근법에 따른 상호작용 계획안은 <표 Ⅲ-17>과 같다.

<표 Ⅲ-17>정보추출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계획안
일 시 2007년

6월18일 대 상 실험집단 2 장소 유치원 교실

그림책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

활 동
목 표

․ 그림책을 감상하며 이야기속의 구성요소에 관심을 갖는다.
․ 그림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표 Ⅲ-16>정보추출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 절차
절절절차차차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의의의도도도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요요요소소소 및및및 활활활동동동

도 입 그림책 정보에
집중하기

동화 정보에 관심갖기
-○○라는 제목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니?

전 개
그림책,정보
구성요소에
확인하기

동화내용에 집중하기
-○○라는 등장인물을 누구를 만났었니?
동화내용 확인 및 평가하기
-누가 그 일을 해결했니?
동화 줄거리 기억하기
-이 그림책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니?이야기의 순서대로 말해 볼 수
있겠니?

질문 및 장면에 대한 기억
-어떤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아있니?

마무리
그림책에 관한
이야기 내용
말하기

그림책을 읽고 알게 된 사실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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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통제집단
① 통제집단의 교육활동 내용

통제집단 유아들은 그림책 이야기 듣기 활동을 하고 난 후 실험집단 유아들이
심미적 상호작용과 정보추출적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확장활동을 하였다.통제집단
의 교육활동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Ⅲ-18>과 같다.

․ 책에 관심을 가지며 책을 소중하게 다룬다.
활동과정 상호작용

의도
상호작용
요소 교사의 상호작용 실제

도입
그림책
정보에
집중하기

내용에
집중하기

-책표지에 뭐라고 씌여 있나요?
-무슨 그림인가요?
-그림책에 누가 나오는지 잘 들어보자.

동화정보에
관심갖기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이라는 제목을 보니까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전개
그림책,정보
구성요소에
확인하기

내용확인 및
평가하기

-제목이 무엇이었니?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니?

동화줄거리
기억하기

-이 그림책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이야기 해 볼
수 있겠니?

-어떤 내용인지 순서대로 말해줄 수 있겠니?

질문 및
장면에
대한기억

-이 이야기 속에 누가 누가 나왔니?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났니?
-여우가 잡아 먹으려고 했을 때 주인공이 어떻게 해결
했니?

-이야기가 어떻게 끝이 났니?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니?
-여우와 드소토 선생님의 다른 점은 무엇이니?

마무리
그림책에
관한 이야기
내용 말하기

알게된 사실
말하기

-우리는 이 그림책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니?
-이 그림책에서 제일 중요한 동물은 누구였니?

<표 Ⅲ-18>통제집단의 교육활동 내용
번호 그림책 처치기간 통제집단 활동명
1 황소아저씨 1주 3.26～3.30 같은점과 다른점 찾기
2 너구리와도둑쥐 2주 4.02～4.06 중간이야기 지어보기
3 무지개 물고기 3주 4.09～4.13 작가에게 편지쓰기
4 외톨이 사자는 친구가 없대요 4주 4.16～4.20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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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제집단의 관련 활동 계획안
통제집단의 활동 계획안은 <표 Ⅲ-19>와 같다.

<표 Ⅲ-19>통제집단의 활동계획안
일 시 2007년

3월 27일 대 상 통제집단 장소 유치원
교실

활동명 같은점과 다른점 찾기

활동목표
.동화속에 나오는 쥐와 황소의 같은점과 다른점이 무엇인지 말해본다.
.동물의 먹이의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내본다.

과정 활동내용 및 방법 자료 및 유의점

동화듣기
ο 황소아저씨 동화를 들려준다.
줄거리:마음이 따뜻한 황소 아저씨의 도움으로 부모를 잃은 새앙쥐 형제
들이 추운 겨울날 배고픔을 잊고 건강하게 자란 이야기를 그린 그림동화.

글:권정생
그림 :정승각
출판사:길벗어린이

동화내용
다시보기 ο 동화를 듣고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이었는지 확인한다

관련활동

ο 쥐와 황소의 같은점과 다른점이 무엇인지 찾아본다.
황소아저씨가 생쥐에게 어떤 먹이를 주었니?
왜 생쥐가 황소아저씨 밥그릇인 구유쪽으로 달려갔었니?
쥐와 황소가 먹는 먹이중에서 공통적인 것인 무엇인지 찾
아본다.
쥐만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황소만 먹을 수 있는 먹이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우리 인간이 먹는 음식과 동물들이 먹는 음식의 같은점과
차이점을 알아본다.
크레파스와 색연필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글로 쓴 것을
그림으로도 표현해 본다.
완성된 작품을 친구들에게 발표한다.
감상하면서 친구와 나의 같은 생각과 다른 생각들을 찾아
본다.

나의 생각과 친구의 어떻
게 다르게 표현했는지 다
양하게 생각과 표현을 격
려해 주도록 한다.
자료 :연필,색연필,
크레파스,백지 등

5 욕심꾸러기 생쥐와 빨간사과 5주 4.23～4.27 상상하기
6 커다란 순무 6주 4.30～5.04 단어가지 만들기
7 코코는 화가 났어요 7주 5.07～5.11 동물의 특징 알아보기
8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8주 5.14～5.18 책 표지 만들기
9 누가 나랑 같이 가 주겠니? 9주 521～5.25 내단어 책 만들기
10 친절한 친구들 10주 5.28～6.01 동시 짓기
11 마녀위니 11주 6.04～6.08 만약에 나에게 요술막대가 있다면
12 행복한 의자나무 12주 6.11～6.15 자유롭게 그리기
13 치과의사 도소토 선생님 13주 6.18～6.22 등장인물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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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사사사후후후검검검사사사

사후검사는 심미적 접근집단과 정보추출적 접근집단,통제집단의 유아들을 대상
으로 2007년 6월25일부터 7월 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실시되었다.
사후검사의 진행과정은 사전검사와 동일한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사후검사에

사용한 동화책은 ‘숨쉬는 항아리’였다.유아의 문해능력 검사는 어휘능력,문장이해
능력,쓰기능력 검사로 사전검사와 동일하였다.
창의성 검사의 진행과정과 검사지,실시 방법 모두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실시하

었다.각 유아 당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약 25분～30분 정도 이었다.

EEE...자자자료료료분분분석석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10.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자료를 분석
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유아의 문해능력(연구문제1)과 창의성(연구문제 2)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공변량분석(One-wayANCOVA)과
Fisher의 LSD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이들 영향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
(연구문제 3)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 공변량분석(Two-wayANCOVA)
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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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및및및 해해해석석석

본 장에서는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유아의 문해능력 및 창의성 발달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된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구체적으로 연
구문제 1과 관련하여,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유아의 문해능력(이해력,어휘력,
쓰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동화책 읽어주기 접근
법이 유아의 창의성(유창성,융통성,독창성,상상력)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
였다.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 어
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AAA...동동동화화화책책책 읽읽읽어어어주주주기기기 접접접근근근법법법이이이 유유유아아아의의의 문문문해해해능능능력력력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따라 유아의 문해능력(어휘능력,이해력,쓰기능력)증
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집단별 문해능력의 사
전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사전검사 점수에 대한 집단간 동질성 검사
를 수행하였다.<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문해발달의 하위 요인인 어휘능력,
문장 이해능력,쓰기능력과 전체 사전점수의 평균은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문해능력 사전검사에서의 동질성 검증

변인
집단

심미적 접근집단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통제집단

어휘능력 65.71 8.11 64.75 5.82 65.25 5.19 .13
문장이해능력 11.88 3.56 11.96 2.38 12.04 3.51 .17
쓰기능력 3.13 1.19 3.25 0.94 3.33 1.46 .01
전체 80.71 10.21 79.96 6.19 80.63 6.2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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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책을 활용한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법의 교수방법이 유아들의 문해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문해능력의 사전검사를 공
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 공변량 분석(One-way
ANCOVA)을 실시하였다.문해능력 전체의 평균치와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Ⅳ-2>
와 <표 Ⅳ-3>에 제시되었다.

<표 Ⅳ-3>집단에 따른 문해능력(전체)의 ANCOVA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사후검증(LSD)

공변인(사전검사) 653.362 1 653.362 15.2339***
집 단 3,024.937 2 1,512.469 35.508*** A>B>C***
오 차 2,896.430 68 42.595
전 체 6,570.986 71

A:심미적 접근집단 B:정보추출적 접근집단 C:통제집단
***<.001

<표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문해능력의 전체 점수에서의 공변량 분석 결과,
공변인인 사전검사는 사후검사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1,
68)=15.2339, <.001).공변인을 통제한 가운데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2,
68)=35.508로 세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001).이
들 집단 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Fisher의 LSD사후 검증을
한 결과,심미적 접근 집단과 정보추출적 접근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
은 점수를 보였다(각각 <.001).따라서 문해능력 향상에 있어서,심미적 접근 교수
법과 정보추출적 접근의 교수법이 모두 통제집단에 비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으

<표 Ⅳ-2>문해능력(전체)의 평균 점수
집 단 문해능력(전체)

심미적 접근집단 24 97.33 8.22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24 91.13 7.19

통제 집단 24 81.58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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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특히 심미적 접근법은 정보추출적 접근법보다도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이
는 그림책을 읽고 심미적 접근법에 따라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111...어어어휘휘휘능능능력력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공공공변변변량량량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동화책을 활용한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법의 교수방법이 유아들의 어휘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휘능력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 공변량 분석(One-Way
ANCOVA)을 실시하였다.어휘능력의 평균 점수와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Ⅳ-4>,
<표 Ⅳ-5>에 제시되었다.

<표 Ⅳ-4>어휘능력의 평균 점수
집 단 어휘능력

심미적 접근집단 24 78.38 8.02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24 73.33 6.96

통제 집단 24 66.00 3.97

<표 Ⅳ-5>집단에 따른 어휘능력에서의 ANCOVA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사후검증(LSD)

공변인(사전검사) 250.995 1 250.995 6.298/s)
집 단 1,826.613 2 913.306 22.917*** A>B>C***
오 차 2,709.964 68 39.852
합 계 4,819.653 71

A:심미적 접근집단 B:정보추출적 접근집단 C:통제 집단
***<.001

<표 Ⅳ-5>에서 보는 바와 같이,어휘 능력에서의 분석결과를 보면,공변인 어
휘능력의 사전검사는 어휘능력의 사후검사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
다((1,68)=6.298, .05).사전 검사 점수를 통제한 가운데,어휘능력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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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917,<.001).이들 집단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Fisher의
LSD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유아의 어휘능력에 있어서 심미적 접근 집단과 정
보추출적 접근집단,그리고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001).이는 유아의 어휘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특히 심미적 접근집단의
교수방법의 효과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22...문문문장장장이이이해해해 능능능력력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공공공변변변량량량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동화책을 활용한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법의 교수방법이 유아들의
문장이해능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장이해 능력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 공변
량 분석(One-WayANCOVA)을 실시하였다.문장이해 능력의 평균 점수와 공변
량 분석 결과는 <표 Ⅳ-6>,<표 Ⅳ-7>에 제시되었다.

<표 Ⅳ-6>문장이해 능력의 평균 점수
집 단 문장이해능력

심미적 접근집단 24 14.00 2.30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24 13.25 2.28

통제 집단 24 11.83 3.57

<표 Ⅳ-7>집단에 따른 문장이해 능력에서의 ANCOVA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사후검증(LSD)

공변인(사전검사) 135.888 1 135.888 23.104(***

집 단 61.953 2 30.977 5.267* A,B>C
오 차 399.945 68 5.882
합 계 593.944 71

A:심미적 접근집단 B:정보추출적 접근집단 C:통제집단
*<.0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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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에서 보는 바와 같이,문장이해 능력에서의 분석결과를 보면,공변인
인 이해능력의 사전검사는 문장이해능력의 사후검사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변인으
로 나타났다((1,68)=23.104, .001).공변인을 통제한 가운데 문장이해 능력에
서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2,68)=5.267, <.05).이들 집단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Fisher의 LSD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유아의 문장이해 능력에 있어서 심미적
접근 집단과 정보추출적 접근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01).이는 유아의 문장이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심미적 접근
법과 정보추출적 접근법은 차이가 없고 통제집단 보다도 쓰기능력에 있어서 교수
방법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이는 그림책을 읽고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이
상호작용을 안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333...쓰쓰쓰기기기능능능력력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공공공변변변량량량 분분분석석석결결결과과과

동화책을 활용한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 교수방법이 유아들의 쓰기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쓰기능력 사전검사 점수
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 공변량 분석
(One-WayANCOVA)을 실시하였다.쓰기능력 평균 점수와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Ⅳ-8>,<표 Ⅳ-9>에 제시되었다.

<표 Ⅳ-8>쓰기능력의 평균점수

집 단 쓰기 능력

심미적 접근집단 24 4.96 0.62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24 4.45 0.65

통제집단 24 3.75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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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집단에 따른 쓰기능력의 ANCOVA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사후검증(LSD)

공변인(사전검사) 17.9428 1 17.942 16.849***

집 단 20.554 2 10.277 29.416*** A>B>C***

오 차 41.475 68 0.610
전 체 77.500 71

A:심미적 접근집단 B:정보추출적 접근집단 C:통제집단
***<.001

<표 Ⅳ-9>에서 보는 바와 같이,문해능력의 하위 요인인 쓰기능력에 있어서 공
변인인 쓰기 능력 사전검사 점수는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1,
68)=16.849,<.001).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가운데 집단효과를 알아본 결과,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8)=29.416,
<.001).이들 집단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Fisher의 LSD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심미적 접근집단과 정보추출적 접근 집단이 모두 통제집단보
다 유의미하게 높은 쓰기능력의 점수를 보였다(<.001).따라서 심미적 접근 교수
법과 정보추출적 접근의 교수법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쓰기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우수한 교수방법임을 알 수 있으며,특히 심미적 접근법은 정보추출적 접근법보다
도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BBB...동동동화화화책책책 읽읽읽어어어주주주기기기 접접접근근근법법법이이이 유유유아아아의의의 창창창의의의성성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동화책을 활용한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법의 교수방법이 유아들의
창의성 발달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먼저 집단별 창의
성 능력의 사전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사전검사 점수에 대한 집단
간 동질성 검사를 수행하였다.<표 Ⅳ-10>에서 보는 바와 같이,창의성 능력의 하
위 요인인 유창성,융통성,독창성,상상력,그리고 창의성의 전체 점수의 평균은
집단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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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창의성 능력 사전검사에서의 동질성 검증

변인
집단

심미적 접근집단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통제 집단

유창성 6.33 3.01 6.54 2.14 7.25 3.02 .72
융통성 5.54 1.50 6.13 1.80 6.33 1.76 1.40
독창성 3.54 1.35 4.08 1.24 3.79 1.50 .93
상상력 6.88 2.07 7.25 2.06 7.00 1.69 .22
전체 22.29 5.58 24.00 4.45 24.38 4.10 1.69

동화책을 활용한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 교수방법이 유아들의 창의
성 능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창의성 능력 사전검사
를 공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 공변량 분석(One-way
ANCOVA)을 실시하였다.창의성 전체 평균 점수와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Ⅳ
-11>,<표 Ⅳ-12>에 제시되었다.
<표 Ⅳ-12>에서 보는 바와 같이,창의성 능력 전체 점수에서의 공변량 분석 결

과,공변인인 사전검사는 사후검사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1,68)=25.246, <.001).공변인을 통제한 가운데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2,68)=45.365로 세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001).이들 집
단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Fisher의 LSD사후 검증을 실시
한 결과,심미적 집단은 정보추출적 접근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각각 <.001).정보추출적 접근집단과 통제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그러므로 창의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특히 심미
적 접근의 교수법은 정보추출적 교수법이나 통제집단 보다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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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유창성에 유창성에 유창성에 유창성에 대한 대한 대한 대한 공변량 공변량 공변량 공변량 분석 분석 분석 분석 결과결과결과결과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교수방법이 유아의 유창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유창성 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사후검사 점
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 공변량분석(One-WayANCOVA)을 실시하였다.유
창성의 평균 점수와 분석결과는 <표 Ⅳ-13>,<표 Ⅳ-14>에 제시되었다.
<표 Ⅳ-14>에서 보는 바와 같이,공변인인 사전검사는 유아의 유창성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1,68)=7.56, <.001),이들 집단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인을 통제한 가운데 Fisher의 LSD사후 검
증을 실시한 결과, (2,68)=9.286,<.001로 세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001).심미적 접근집단은 정보추출적 접근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각각 <.001),정보추출적 접근 집단과 통제집
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므로 유창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
어서 특히 심미적 접근 교수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표 Ⅳ-12>집단에 따른 창의성 능력에서의 ANCOVA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사후검증(LSD)

공변인(사전검사) 394.146 1 394.146 25.246***

집 단 1416.516 2 708.258 45.365*** A>B=C
오 차 1.819 68 0.027
합 계 1281.163 71

A:심미적 접근집단 B:정보추출적 접근집단 C:통제 집단
***<.001

<표 Ⅳ-11>창의성 전체 평균 점수
집 단 창의성

심미적 접근집단 24 35.08 5.41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24 26.83 4.46

통제 집단 24 26.13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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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집단에 따른 유창성에서의 ANCOVA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사후검증(LSD)

공변인(사전검사) 85.815 1 85.815 7.560***

집 단 210.801 2 105.400 9.286*** A>B=C
오 차 771.852 68 11.351
합 계 1042.000 71

A:심미적 접근집단 B:정보추출적 접근집단 C:통제집단
***<.001

222...융융융통통통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공공공변변변량량량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의 교수방법이 유아의 융통성에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융통성 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고,사후
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 공변량분석(One-WayANCOVA)을 실시하
였다.융통성의 평균 점수와 분석결과는 <표 Ⅳ-15>,<표 Ⅳ-16>에 제시되었다.
<표 Ⅳ-16>에서 보는 바와 같이,공변인인 사전검사는 유아의 융통성에 대한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1,68)=5.828 <.05).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가운데 집단효과를 알아본 결과,세 집단 간에 유아의 융통성에 있어서 모두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8)=10.298, <.001).

<표 Ⅳ-13>유창성의 평균 점수
집 단 유창성

심미적 접근집단 24 12.08 4.50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24 8.92 2.97

통제 집단 24 8.50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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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집단에 따른 융통성에서의 ANCOVA
변량원 자승합(SS)자유도(df)평균제곱(MS) 사후검증(LSD)

공변인(사전검사) 26.466 1 26.466 5.828*

집 단 93.525 2 46.762 10.298*** A>B=C
오 차 308.784 68 4.541
합 계 414.444 71

A:심미적 접근집단 B:정보추출적 접근집단 C:통제 집단
*<.05 ***<.001

이들 집단간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Fisher의 LSD사후 검
증을 실시한 결과,심미적 접근 집단은 정보추출적 접근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유의
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각각 <.001).정보추출적 접근의 교수법과 통제집단
간에 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므로 유아의 융통성을 높이는 데
심미적 교수법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333...독독독창창창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공공공변변변량량량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 교수방법이 창의성 능력의 하위요인인 독창
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창성 능력 사전검사를 공
변인으로 하고 사후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 공변량 분석(One-Way
ANCOVA)을 실시하였다.기술통계치와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Ⅳ-17>,<표 Ⅳ
-18>에 제시되었다.
<표 Ⅳ-18>에서 보는 바와 같이,독창성 점수에서의 공변량 분석 결과,공변인

인 사전검사는 사후검사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1,

<표 Ⅳ-15>융통성의 평균 점수
집 단 융통성

심미적 접근집단 24 8.67 2.94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24 6.21 2.14

통제 집단 24 6.79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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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267, <.01).공변인을 통제한 가운데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2,
68)=11.047로 세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001).이들 집단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Fisher의 LSD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심
미적 접근 집단은 정보추출적 접근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각각 <.001),정보추출적 접근 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므로 독창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특히 심미적 교수방
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444...상상상상상상력력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공공공변변변량량량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 교수법이 창의성 능력의 하위요인인 상상력
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상상력 사전검사를 공변인으
로 하고 사후검사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 공변량 분석(One-WayANCOVA)
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치와 공변량 분석 결과는 <표 Ⅳ-19>,<표 Ⅳ-20>에 제시되었다.

<표 Ⅳ-18>집단에 따른 독창성에서의 ANCOVA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사후검증(LSD)

공변인(사전검사) 14.556 1 14.556 8.267**

집 단 38.904 2 2.383 11.047*** A>B=C
오 차 119.736 68 0.052
합 계 167.875 71

A:심미적 접근집단 B:정보추출적 접근집단 C:통제집단
**<.01 ***<.001

<표 Ⅳ-17>독창성의 평균 점수
집 단 독창성

심미적 접근집단 24 5.75 1.62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24 4.42 1.13

통제 집단 24 4.2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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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0>에서 보는 바와 같이,상상력 점수에서의 공변량 분석 결과,공변인인
사전검사는 사후검사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1,
68)=14.297, <.001).공변인을 통제한 가운데 집단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2,
68)=9.810으로 세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001).
이들 집단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Fisher의 LSD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심미적 접근 집단은 정보추출적 접근 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
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각각 <.001),정보추출적 접근 집단과 통제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므로 유아의 상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심미적 접근 방법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표 Ⅳ-20>집단에 따른 상상력에서의 ANCOVA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사후검증(LSD)

공변인(사전검사) 37.248 1 37.248 14.297***

집 단 51.117 2 25.558 9.810*** A>B=C
오 차 177.168 68 2.605
합 계 262.000 71

A:심미적 접근집단 B:정보추출적 접근집단 C:통제 집단
***<.001

<표 Ⅳ-19>상상력의 평균 점수
집 단 상상력

심미적 접근집단 24 8.58 1.97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24 7.29 1.60

통제 집단 24 6.63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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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동동동화화화책책책 읽읽읽어어어주주주기기기 접접접근근근법법법이이이 유유유아아아의의의 문문문해해해능능능력력력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유유유아아아의의의 성성성별별별 효효효과과과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 교수법이 유아들의 문해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집단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상정하여 이원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집단과 성별에
따른 문해능력 사후 검사에서의 기술 통계치와 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Ⅳ-21>,
<표 Ⅳ-22>에 제시되었다.<표 Ⅳ-22>에서 보는 바와 같이,교수방법과 성별간
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즉,교수방법은 유아의 성
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21>집단과 성별에 따른 문해능력의 기술 통계치
집 단 성 별

심미적 접근집단
남 자 12 96.15 6.12
여 자 12 98.73 10.33
소 계 24 97.33 8.22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남 자 12 90.69 5.82
여 자 12 92.00 9.79
소 계 24 91.13 7.19

통제집단
남 자 12 79.15 6.38
여 자 12 84.45 3.80
소 계 24 81.58 5.90

합계
남 자 36 88.81 9.13
여 자 36 91.70 10.18
합 계 72 90.01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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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집단과 성별에 따른 문해능력의 Two-wayANCOVA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공변인(사전검사) 589.760 1 589.760 13.970***
집단 2,983.517 2 1,491.758 35.337***
성별 130.751 1 130.751 3.097(n/s)

집단×성별 17.851 2 8.925 .211(s)
오 차 2,743.971 65 42.215
합 계 6,570.986 71

***<.001

111...어어어휘휘휘력력력에에에서서서의의의 성성성별별별과과과 집집집단단단간간간 차차차이이이

동화책을 활용한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교수방법이 유아들의 문해능력의
하위 요인인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상정하여 이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집단과 성별에 따른 어휘능력 사후 검사에서의 기술통계치와
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Ⅳ-23>와 <표 Ⅳ-24>에 제시되었다.
<표 Ⅳ-24>에서 보는 바와 같이,교수방법과 성별에 따라 어휘력에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본 결과,교수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즉,교수방법
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23>집단과 성별에 따른 어휘능력의 기술 통계치
집 단 성 별

심미적 접근집단
남 자 12 77.46 6.02
여 자 12 79.45 10.11
소 계 24 78.38 8.02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남 자 12 72.94 6.40
여 자 12 74.13 8.39
소 계 24 73.33 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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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문문문장장장이이이해해해 능능능력력력에에에서서서의의의 성성성별별별과과과 집집집단단단간간간 차차차이이이

동화책을 활용한 심미적 접근과 정보추출적 교수법이 유아들의 문해능력의 하
위 요인인 문장 이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집단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상정하여 이원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집단과 성별에 따른 문장이해능력 사후 검사에서의 기
술 통계치와 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Ⅳ-25>와 <표 Ⅳ-26>에 제시되었다.<표
Ⅳ-26>에서 보는 바와 같이,교수방법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즉,문장이해 능력에 있어서 교수방법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집단
남 자 12 64.46 3.55
여 자 12 67.82 3.81
소 계 24 66.00 3.97

전체
남 자 36 71.71 7.55
여 자 36 73.77 9.11
합 계 72 72.57 8.23

<표 Ⅳ-24>집단과 성별에 따른 어휘력의 Two-wayANCOVA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공변인(사전검사) 214.978 1 214.978 5.278*

집단 1807.834 2 903.917 22.191***

성별 56.640 1 56.640 1.390
집단×성별 4.812 2 2.406 .059
오 차 2647.659 65 40.733
합 계 4819.653 71

*<.05***<.001



- 98 -

<표 Ⅳ-25>집단과 성별에 따른 문장 이해능력의 기술 통계치
집 단 성 별

심미적 접근집단
남 자 12 13.85 1.62
여 자 12 14.18 2.99
소 계 24 14.00 2.30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남 자 12 13.13 2.15
여 자 12 13.50 2.67
소 계 24 13.25 2.28

통제 집단
남 자 12 11.31 3.40
여 자 12 12.45 3.83
소 계 24 11.83 3.57

전체
남 자 36 12.79 2.63
여 자 36 13.37 3.23
합 계 72 13.03 2.89

<표 Ⅳ-26>집단과 성별에 따른 문장이해능력의 Two-wayANCOVA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공변인(사전검사) 144.575 1 144.575 24.600***
집단 60.568 2 30.284 22.191***
성별 13.524 1 13.524 2.301

집단×성별 3.785 2 1.893 0.322
오 차 238.000 65 5.877
합 계 593.944 71

*** <.001

333...쓰쓰쓰기기기능능능력력력에에에서서서의의의 성성성별별별과과과 집집집단단단간간간 차차차이이이

동화책을 활용한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교수법이 유아들의 문해능력의
하위 요인인 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집단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상정하여 이원 공변
량분석을 실시하였다.집단과 성별에 따른 쓰기능력 사후 검사에서의 기술통계치
와 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Ⅳ-27>,<표 Ⅳ-28>에 제시되었다.<표 Ⅳ-29>에서
보는 바와 같이,쓰기능력에 있어서 교수방법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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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즉,교수방법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표 Ⅳ-27>집단과 성별에 따른 쓰기능력에서의 기술 통계치
집 단 성 별

심미적 접근집단
남 자 12 4.85 0.55
여 자 12 5.09 0.70
소 계 24 4.96 0.62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남 자 12 4.63 0.71
여 자 12 4.38 0.51
소 계 24 4.54 0.65

통제 집단
남 자 12 3.38 1.32
여 자 12 4.18 1.25
소 계 24 3.75 1.32

합계
남 자 36 4.31 1.09
여 자 36 4.57 0.97
합 계 72 4.42 1.04

<표 Ⅳ-28>집단과 성별에 따른 쓰기능력의 Two-wayANCOVA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공변인(사전검사) 15.309 1 15.309 25.110***
집단 19.884 2 9.942 16.306***
성별 .874 1 0.874 1.434

집단×성별 .889 2 0.445 .729
오 차 39.630 65 0.610
합 계 77.500 7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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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동동동화화화책책책 읽읽읽어어어주주주기기기 접접접근근근법법법이이이 유유유아아아의의의 창창창의의의성성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유유유아아아의의의 성성성별별별 효효효과과과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교수법이 유아들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집단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창
의성 능력 전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상정하여 이원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과 성별에 따른 창의성 능력 사후 검사에서의 기술통계치와 공변량분석 결과
는 <표 Ⅳ-29>,<표 Ⅳ-30>에 제시되었다.
<표 Ⅳ-30>에서 보는 바와 같이,교수방법과 성별에 따라 창의성에 차이가 있

는지 비교해 본 결과,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즉,교수방법
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29>집단과 성별에 따른 창의성 능력의 기술통계치
집 단 성 별

심미적 접근집단
남 자 12 34.55 3.67
여 자 12 35.54 6.66
소 계 24 35.08 5.04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남 자 12 26.13 5.41
여 자 12 27.19 3.18
소 계 24 26.83 4.46

통제 집단
남 자 12 27.08 3.34
여 자 12 25.00 3.97
소 계 24 26.13 3.74

전체
남 자 36 29.74 6.41
여 자 36 28.80 5.70
합 계 72 29.35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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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유창성에서의 유창성에서의 유창성에서의 유창성에서의 성별과 성별과 성별과 성별과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집단간 차이차이차이차이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의 교수방법이 유창성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창성 사
전검사를 공변인으로 상정하여 이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집단과 성별에 따
른 유창성 사후 검사에서의 기술 통계치와 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Ⅳ-31>,<표
Ⅳ-32>에 제시되었다.
<표 Ⅳ-32>에서 보는 바와 같이,교수방법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즉,교수방법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30>집단과 성별에 따른 창의성 능력의 Two-wayANCOVA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공변인(사전검사) 369.226 1 369.226 22.879***

집단 1397.619 2 698.809 43.302***

성별 9.386 1 9.386 .582(n/s)
집단×성별 2.993 2 1.497 .093(n/s)
오 차 1048.968 65 16.138
합 계 2646.319 7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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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1>집단과 성별에 따른 유창성의 기술 통계치
집 단 성 별

심미적 접근집단
남 자 12 11.62 4.87
여 자 12 12.64 4.17
소 계 24 12.08 4.50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남 자 12 9.31 3.42
여 자 12 8.13 2.72
소 계 24 8.92 2.97

통제 집단
남 자 12 8.92 2.95
여 자 12 8.00 2.79
소 계 24 8.50 2.85

전체
남 자 36 9.90 3.89
여 자 36 9.73 3.80
합 계 72 9.83 3.83

<표 Ⅳ-32>집단과 성별에 따른 유창성의 Two-wayANCOVA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공변인(사전검사) 86.450 1 86.450 7.468**
집단 222.617 2 111.308 9.616***
성별 1.015 1 1.015 .088

집단×성별 18.591 2 9.296 0.803
오 차 752.408 65 11.576
합 계 1042.000 71

**<.01,***<.001

222...융융융통통통성성성에에에서서서의의의 성성성별별별과과과 집집집단단단간간간 차차차이이이

심미적 접근과 정보추출적 접근 교수법이 융통성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융통성 사전검
사를 공변인으로 상정하여 이원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집단과 성별에 따른 융
통성 사후 검사에서의 기술 통계치와 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Ⅳ-33>,<표 Ⅳ
-34>에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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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4>에서 보는 바와 같이,교수방법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즉,교수방법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33>집단과 성별에 따른 융통성의 기술 통계치
집 단 성 별

심미적 접근집단
남 자 12 8.92 3.70
여 자 12 8.36 1.80
소 계 24 8.67 2.94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남 자 12 6.00 1.96
여 자 12 6.63 2.56
소 계 24 6.21 2.14

통제 집단
남 자 12 7.00 1.15
여 자 12 6.55 1.12
소 계 24 6.79 1.14

전체
남 자 36 7.21 2.71
여 자 36 7.23 1.97
합 계 72 7.22 2.41

<표 Ⅳ-34>집단과 성별에 따른 융통성의 Two-wayANCOVA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공변인(사전검사) 25.441 1 25.441 5.428*
집단 84.548 2 42.274 9.020***
성별 .245 1 .245 .052

집단×성별 3.797 2 1.898 .405
오 차 304.630 65 4.687
합 계 414.444 71

*<.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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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독독독창창창성성성에에에서서서의의의 성성성별별별과과과 집집집단단단간간간 차차차이이이

심미적 접근과 정보추출적 교수법이 독창성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
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독창성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상정하여 이원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집단과 성별에 따른 독창성
사후 검사에서의 기술통계치와 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Ⅳ-35>,<표 Ⅳ-36>에 제
시되었다.
<표 Ⅳ-36>에서 보는 바와 같이,교수방법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즉,교수방법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35>집단과 성별에 따른 독창성의 기술 통계치
집 단 성 별

심미적 접근집단
남 자 12 5.85 1.72
여 자 12 5.64 1.56
소 계 24 5.75 1.62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남 자 12 4.50 1.26
여 자 12 4.25 0.88
소 계 24 4.42 1.13

통제 집단
남 자 12 4.15 1.06
여 자 12 4.27 1.73
소 계 24 4.21 1.38

전체
남 자 36 4.81 1.51
여 자 36 4.77 1.59
합 계 72 4.79 1.53

<표 Ⅳ-36>집단과 성별에 따른 독창성의 Two-wayANCOVA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공변인(사전검사) 15.009 1 15.009 31.577**
집단 38.628 2 19.314 10.585***
성별 .081 1 .081 .045

집단×성별 1.038 2 .519 .284
오 차 118.603 65 1.825
합 계 167.875 71

**<.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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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상상상상상상력력력에에에서서서의의의 성성성별별별과과과 집집집단단단간간간 차차차이이이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의 교수법이 상상력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집단과 성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상상력 사
전검사를 공변인으로 상정하여 이원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집단과 성별에 따
른 상상력 사후 검사에서의 기술통계치와 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Ⅳ-37>,<표
Ⅳ-38>에 제시되었다.
<표 Ⅳ-38>에서 보는 바와 같이,교수방법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즉,교수방법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Ⅳ-37>집단과 성별에 따른 상상력의 기술 통계치
집 단 성 별

심미적 접근법
남 자 12 9.15 2.11
여 자 12 7.91 1.64
소 계 24 8.58 1.97

정보추출적 접근법
남 자 12 7.38 1.66
여 자 12 7.13 1.55
소 계 24 7.29 1.60

통제 집단
남 자 12 7.00 2.04
여 자 12 6.18 1.07
소 계 24 6.63 1.68

전체
남 자 36 7.81 2.09
여 자 36 7.07 1.57
합 계 72 7.50 1.92

<표 Ⅳ-38>집단과 성별에 따른 상상력의 Two-wayANCOVA
변량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공변인(사전검사) 36.137 1 36.137 14.260***
집단 48.251 2 24.125 9.520***
성별 6.153 1 6.153 2.428

집단×성별 5.649 2 2.824 1.114
오 차 164.725 65 2.534
합 계 262.000 7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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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AAA...요요요약약약

본 연구는 교사가 유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 동화에 대해 유아들과 이야
기를 나눌 때 적용하는 심미적 접근법 및 정보추출적 접근법과 통제집단에 따라
유아들의 문해능력과 창의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첫째,

심미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은 유아의
문해능력(이해력,쓰기능력,어휘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둘째,심미적
동화책 읽어 주기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은 유아의 창의성
(유창성,융통성,독창성,상상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셋째,심미적 동화
책 읽어 주기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은 문해능력(이해력,쓰
기능력,어휘능력)과 창의성(유창성,융통성,독창성,상상력)에 미치는 효과가 유아
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설정된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G광역시에 소재한 E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5세아 72명(심미적 접근집단 24명,정보추출적 접근집단 24명,통제집단 24명)을 선
정하여 13주 동안 실험을 실시하였다.
심미적 접근 집단은 총 13주 동안 13권의 동화책을 읽어 주고 심미적 그림책 읽

기 상호작용을 주 2회 월,화요일 총 26회 실시하였다.교사가 활용하는 질문형태
는 유아로 하여금 동화속의 일들을 개인적이고 심미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게 함으
로써 동화를 통해 문학적 체험을 하였다.정보추출적 접근 집단은 총 13주 동안 13
권의 동화책을 읽어 주고 정보추출적 그림책 읽기 상호작용을 주 2회 주 2회 월,
화요일 총 26회 운영하였다.유아로 하여금 동화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데 관심을 두도록 하였으며,즉 교사가 활용하는 질문형태는 유아로 하여금 동화의
구성요소에 관심을 갖게 함으로써 이야기 속에 담긴 정보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통제집단은 동화를 들은 후,13주 동안 13권의 동화책을 읽어 주고 주 2회 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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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총 26회 동화내용을 다시 한번 본 후에 확장활동을 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유아교육을 전공한 현장교사 1인과 원감 1인,

유아교육과 교수 1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동화책 (본 검사용 13권,예비검
사 및 사전검사용 1권,사후 검사용 1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해능력의 하위요소인 문장 이해능력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Phillips와

Donald(1988)가 개발한 TOLD-2(TestofLanguageDevelopment-2,Primary)의
문항 등을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작한 서울 장애인 종합복지관(1994)의
문장이해력 검사를 사용하였다.쓰기 능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Sulzby(1985),
Sulzby,Barnhart와 Hieshima(1989)가 범주화한 단계를 사용하였으며,유아의 어휘
능력을 검사하기 위하여 Dunn과 Dunn(1981)이 개발한 Peadbody Picture
VocabularyTestRevised(L/M)의 문항을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작한 김
영태 등(1995)의 그림 어휘력 검사를 사용하였다.
창의성 검사는 전경원이 개발한 학지 심리검사 연구소의 ‘유아 종합 창의성 검

사’(K-CCTYC,2000)를 도구로 사용하였다.이 도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언어․도
형․신체 영역에서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총 4개의 소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Win10.1.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동화책

을 활용한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법이 유아의 문해능력과 창의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공변량분석과 Fisher의 LSD 사후 검
증을 실시하였으며,이들 영향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이원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유아의 문해능력(이해력,쓰기능력,어휘능력)

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문해능력은 심
미적 접근 집단이 97.33으로 가장 높았고,정보추출적 접근집단은 91.13,통제집단
은 81.58순으로 나타났으며,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사후 검증 결과,심미적 접근집단과 정보추출적 접근집단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따라서 문해능력 향상에 심미적 접근집단과 정보추출적
접근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유아의 문해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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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문장이해능력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심미적 접근집
단과 정보추출적 접근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심미적 접근집단
과 정보추출적 접근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이는
문장이해 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도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법이 모
두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어휘능력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세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후 검증 결과,어휘능력에 있어서 심미적 접근집단과 정보
추출적 접근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특히 심미적 접근법은
정보추출적 접근법보다 더 효과적임으로 나타났다.이는 어휘능력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도 심미적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쓰기능력의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세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후 검증 결과,심미적 접근집단과 정보추출적 접
근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그러므로 쓰기능력을 향상
시키는 데 있어 심미적 접근집단과 정보추출적 접근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효과적
임을 알 수 있었으며,특히 심미적 접근법은 정보추출적 접근법보다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심미적 접근법에서 유아의 사전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책에 몰입하기와
경험회상하기,감정이입하기 등의 상호작용이 차이를 드러낸 원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따라 유아의 창의성 발달(유창성,융통성,독창

성,상상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의성 전체의 집단별 평균은 심미적 접근집단이 35.08로 가장 높았고,다음으로

정보추출적 접근집단이 26.83,통제집단이 26.13순으로 나타났으며,이들 세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후 검증 결과,심미적 접근집단
은 정보추출적 접근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정보추
출적 접근집단과 통제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즉 그림책을
읽고 감정이입과 추론하기 등의 이야기 나누기를 한 심미적 집단이 유의미한 증가
를 보였으므로 창의성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심미적 접근의 교수방법이 효과적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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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독창성에서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세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후 검증 결과,심
미적 접근법이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정보추출적 접근
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따라서 독창성을 향상
시키는 데 있어서 심미적 접근법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상상력에서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세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사후 검증 결과,심미적 접근법이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정보추출적 접근집단과 통제집단간에는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러므로 상상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심미적 접근법
이 통제집단 보다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유창성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세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후 검증 결과,심미적 접근법이 정보추출적 접
근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정보추출적 접근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므로 유아의 유창성을 향
상시키는 데 있어 심미적 접근의 교수방법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융통성에서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사후 검증 결과,심미적 접근법이

정보추출적 접근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정보추출
적 접근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므로 유아
의 융통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심미적 접근의 교수방법이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셋째,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문해능력(어휘력,문장이해능력,쓰기능력)에 미

치는 효과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과 성별에 따른 문해능력 사후검사에서의 이원 공변량분석 결과,교수방법과
유아의 성별간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문해능력에 대한 교수방법
의 효과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문해능력의 하위요인인 문장이해능력,어휘능력,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과 성별에 따른 문장이해능력,
어휘능력,쓰기능력 사후검사에서의 이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교수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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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간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교수방법의 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
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법이 문해능력의 전체점수와 문해능

력의 하위요소인 문장이해능력,어휘능력,쓰기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유아의 성별
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디.
넷째,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창의성(유창성,융통성,독창성,상상력)에 미치

는 효과가 유아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집단과 성별에 따른 창의성 사후검사에서의 이원 공변량분석 결과,교수방법과

유아의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창의성에
대한 교수방법의 효과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창의성의 하위요인인 유창성,융통성,독창성,상상력에 미치는 영향이 성

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과 성별에 따른 독창성 사후검사에
서의 이원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교수방법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즉 교수방법 효과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의의있
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의 교수법이 창의성의 전체 점수와

하위요소인 유창성,융통성,독창성,상상력에 미치는 효과가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BBB...논논논의의의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유아의 문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연구 문제별로 나타난 결과를 논의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은 유아의 문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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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집단에 따른 문해능력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심미적 접근 집단,정
보추출적 접근 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그 중
에서도 심미적 접근 집단이 가장 큰 증진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의 교수방법이 통제집단의 유아

들보다 문해능력의 하위요소인 어휘력,문장이해능력,쓰기능력에 있어서 더 효과
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화책 읽어주기에 따라서 유아의 문해능력 증진 즉 읽기,쓰기,문장이해

능력,구성력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김영애,1998;이성아,2000;제경숙,2002;
Morrow,1988;Ninio,1983;Rand,1984;Robbins& Ehri,1984;Smith,1978)와 동
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동화에 대한 반응과 구성한 이야기의 길이 및 질에 있어
서 심미적 집단이 정보추출적 집단보다도 더 우수한 것으로 유아들의 동화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채종옥,1995)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심미적 접근법의 실험집단 유아들은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따

라 도입단계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기와 동화의 내용을 예측해보고,전개에서
는 등장인물과 감정이입하기,상상 및 가정하기와 추론하기 및 인상적인 부분을 표
현해 보도록 하였다.동화를 들은 후 마무리 활동으로 동화속의 등장인물을 동일시
하면서 문학적 경험에 근거하여 그림책에 관한 느낌을 말하였다.정보추출적 접근
집단도 도입단계에서는 동화의 내용을 예측해보고 전개에서는 동화속의 구성요소
와 동화 내용확인 및 평가하기 및 줄거리를 기억하도록 하였다.마무리 단계에서는
정보추출적 접근집단은 동화의 구성요소에 감상의 초점을 두도록 격려하며 동화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말하였다.이와 같은 결과는 심미적 그림책 읽기 활동 시
그림책의 내용을 기초로 가정하기,상상하기,추론하기,예측하기,인상적인 부분표
현하기 등을 자극하여 주는 확장적인 태도가 그림책 속의 정보만을 추출하도록 하
는 제한적 태도보다 더 바람직하게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심미적 접근 집단의 유아들에게 동화를 듣고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자신의 생각과 느낌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교사가
격려해 주어서 유아의 문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는 Bloome(1985),
Mason,Peterman과 Kerr(1989),McLane과 McNamee(1990),Taylor(1986)등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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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에서도 밝혀지고 있는데 성인과 유아가 책을 읽고 자연스럽게 들은 이야기
에 대해서 유아의 사전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책에 몰입하기와 감정이입하기 등 즉
동화로부터 야기되는 아이디어,이미지,등장인물과의 동일시 및 공감대 형성에 초
점을 맞춘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유아의 문해발달에 더욱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내
고 있다.Rosenblatt(1992)은 느낌,연상,개인적 사고 등의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심미적 읽기를 할 때 유아가 글과 그림 등에 개인적 의미를 부여하여 해석하거나
이해하고,자신의 상상을 동원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고,개인적 경험에 기초
한 텍스트와의 교류 과정에서 의미를 생성한다는 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화 내용 이해도에서 본 연구와 같이 심미적 질문 집단이 정보추출적 질

문 집단보다 동화 내용 이해도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노연수,2000;Ninio,
1983)결과는 심미적 질문 유형이 동화의 구성요소 자체보다는 동화의 내용을 스스
로 느끼게 함으로서 흥미를 더욱 자극하여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그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게끔 지지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또한 교사의 확장형 질문을 사
용한 실험집단 유아들이 제한적 질문을 사용한 통제 집단 유아들보다 추론,가정
등의 범주에서 증가를 보였다고 한 신희남(2003)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유아들이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따라 동화를

듣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었으나 쑥스러워 하고 혹
시 틀린 답은 아닌지 머뭇거리는 사례가 많았다.그러나 활동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교실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둘째,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법은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집단에 따른 창의성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심미적 접근 집단,
정보추출적 접근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유의미한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심미
적 교수법이 유아의 창의성 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의 하위요소 중 유창성,융통성,독창성,상상력 영역에서도 심미적 접근집

단과 정보추출적 접근집단 및 통제집단간 사후검사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즉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 집단에서 동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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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주기만 한 통제집단보다 독창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이는 창의성을 증진 시
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중에서도 교사의 발문유형이 본 연구에서의 추
론하기,상상하기 및 가정하기,예측하기 등의 발문 유형과 유사하였다.유아의 창
의성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문형순(1997),유현덕(1999)의 연구와 이야기
내용에 대한 질문방식 중 개방식 질문의 이야기를 들려준 후 확산적 질문을 한 집
단의 유아들이 창의성의 하위요소인 유창성과 독창성에서 능력이 크게 증진되었다
는 연구결과(박상희,1990)는 본 연구에서의 심미적 접근집단이 창의성의 하위요소
인 유창성과 독창성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것과도 일치한다.
셋째,성별에 따라서 유아의 문해능력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성별에
따라 문해능력 총점과 하위 요소인 어휘력,문장 이해력,쓰기능력의 평균에서 모
두 여자 유아들이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이긴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화를 매개로 한 토의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효과 김

기현(2004)의 연구에서도 언어이해력과 언어표현력에 있어 단순 평균비교에서는 차
이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차이가 없었다.이 검사에는 문학적 접근 활동 중 작
가적 전략을 활용한 활동이 토의활동 전략을 활용한 것보다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효과가 있었으나 특히 여아들에게서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말하는 시기가 빠르고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에 흥미를 보이며 적극적이

어서,유아기부터 사춘기에 이르기까지 문장구성력,이해력,언어추리력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뛰어나다는 연구(Maccoby& Jacklin,1981)와는 달리,본 연구에서는 동
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에 따라 유아의 문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
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심미적 접근법과 정보추출적 접근의 교수법이 문해능력(문장이해능력,

어휘능력,문장 쓰기)에 미치는 영향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문해능력은 가정환경 등 다양한 변인에 따라 성차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
는 연구(장영애,1981)와 작가적 전략과 토의활동,동화책 읽기활동이 문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성별에 따라 달라진
다는 연구(김기현;2004;김정화,이문정,2001)를 고려해볼 때 유아의 문해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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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성인의 조력정도,문해환경 요인이 모두 고려되어 해석되어야 함을 시사한
다고 볼 수 있다.
넷째,성별에 따라서 유아의 창의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성별에

따라 창의성 총점과 하위 요소인 유창성,융통성,독창성,상상력의 평균에서 모두
여자 유아들이 약간 높은 점수를 보이긴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유아들이 성별에 따라 언어 및 사고능력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한 김유화(1999)와 임아혜(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심미적,정보추출적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유아의 확산적 사고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김기예,이소은(2003)의 연구결과에서 이야기 구성력과 확산적 사고는
증진되었으나,성별에 따른 유아의 확산적 사고의 하위영역인 유창성,융통성,독창
성 및 전체 확산적 사고의 평균 점수에서는 뚜렷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문형순(1997)은 1학년 아동과 유아를 대상으로 창의적 발문집단과 단순기억 집단

으로 나누어서 실험한 결과 창의성 점수 및 언어표현력 점수가 모두 다 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이은혜와 조성연(1987)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297명을 대상으로 Torrance창의적 사고력 도형검사를 실시
한 결과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이는
유치원 현장에서 유아들에게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할 때 굳이 성별 차이를 둘 필
요가 없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그림책을 읽고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교수법은 유아

의 문해능력과 창의성 발달에 효과가 있는 것임을 입증하였다.따라서 유아교육 현
장에서 그림책을 읽고 심미적,정보추출적 교수법을 유아의 언어생활 영역에 통합
하여 적용함으로써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문해환경 속에서 유아의 문해능력과 창
의성 신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CCC...제제제언언언

본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현장에 적용하고 후속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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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는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이 유아의 문해능력 및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13주 동안 주2회의 실험처치가 이루어졌는데,앞으로
는 실험활동이 끝난 후 그 효과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장기 종단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본 연구는 동화책 읽어주기 접근법의 효과를 유아의 문해능력 중 문장이해

능력과 어휘능력,쓰기능력에 한정하여 알아보았는데,후속 연구에서는 이외에도
문해능력의 또 다른 요소들 즉 읽기능력,상위문자 개념,글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
등을 다양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본 연구는 실험 연구로서 유아의 문해능력과 창의성에 있어서 심미적 접근

집단,정보추출적 접근집단과 통제 집단간의 차이를 양적으로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그러나 앞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들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행동
들을 관찰하여 그 변화를 비교․분석해보고,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질적인 연
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류층인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

다.앞으로는 계층에 따른 언어 경험의 특성을 지적한 Bernstein의 선행연구를 고
려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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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명 :E유치원
소 재 지 :G광역시
집단 크기 :9학급
시 설 별 :사립

평가 영역 번호 평가 내용 그렇다 아니다

학급의 물리적 

환경 내용

1 다양한 아동문학 장르가 비치되어 있는가? ∨

2
도서영역이 안락하고 매력적으로 꾸며져
있는가? ∨

3 동화듣기 영역이 마련되어 있는가? ∨

4

동화를 감상한 후 유아 스스로 동화에 대한
느낌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후속 활동을
위한 환경이 제공되는가?

∨

5

다양한 동화전달매체를 제공해 주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
되는가?

∨

동화듣기
시간과 관련된
교사의 활동

1 유아들에게 동화책 읽어주기를 즐겨하는가? ∨

2
유아들에게 도서영역에서의 책읽기를
권장하는가? ∨

3
주제와 계절에 따라 도서영역에 비치해 놓은
동화책을 바꾸어 주는가? ∨

4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유아들의 인형극
놀이를 권장하는가? ∨

5 동화관련 후속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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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문항문항문항

번호번호번호번호
문항내용문항내용문항내용문항내용 정답정답정답정답 응답응답응답응답 점수점수점수점수

문항문항문항문항

번호번호번호번호
문항내용문항내용문항내용문항내용 정답정답정답정답 응답응답응답응답 점수점수점수점수

1 책 3 3 1 26 잠자리채 2 1 0

2 발 2 2 1 27 봉투 2 2 1

3 의자 4 4 1 28 따뜻한 1 1 1

4 빵 1 1 1 29 낙하산 3 3 1

5 주전자 3 3 1 30 설거지 2 2 1

6 동그라미 2 2 1 31 발톱 4 3 0

7 배 2 2 1 32 껍질 3 2 0

8 우산 1 1 1 33 생선 1 1 1

9 바퀴 3 3 1 34 바른다 4 4 1

10 뱀 4 4 1 35 잰다 2 1 0

11 북 3 3 1 36 연기 4 4 1

12 그네 1 1 1 37 쓰다 4 4 1

13 소 1 1 1 38 구른다 2 1 0

14 무릎 4 3 0 39 씹다 3 2 0

15 사고 2 1 0 40 당기다 2 2 1

16 전등불 4 4 1 41 던지다 1 1 1

17 사다리 1 1 1 42 면도기 2 3 0

18 팔꿈치 3 3 1 43 농부 3 2 0

19 신다 1 2 0 44 채소 4 4 1

20 신호등 4 4 1 45 탬버린 1 1 1

21 꽃병 3 2 0 46 터지다 2 2 1

22 깨지다 1 2 0 47 쟁반 4 4 1

23 그리다 2 1 0 48 놀라다 4 4 1

24 찢는다 4 4 1 49 씽크대 1 1 1

25 깎는다 3 3 1 50 숲 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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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문항문항문항

번호번호번호번호
문항내용문항내용문항내용문항내용 정답정답정답정답 응답응답응답응답 점수점수점수점수

51 그림자 2 2 1 82 집배원 3 2 0

52 심어요 1 1 1 83 헐어빠진 4 3 0

53 지구본 3 1 0 84 협동하다 4 4 1

54 묶는다 2 3 0 85 지시하는 2 1 0

55 교통기관 1 2 0 86 추수 1 2 0

56 비어있다 4 4 1 87 한 쌍 3 2 0

57 둥지 1 1 1 88 가난 3 2 0

58 한권 3 3 1 89 반죽하다 2 1 0

59 엿보다 1 2 0 90 마주치다 4 4 1

60 따르다 2 1 0 91 단체 3 2 0

61 무늬있는 3 2 0 92 확대하다 2 3 0

62 영양가 있는 1 1 1 93 정사각형 4 4 1

63 통화하다 4 1 0 94 타원 1 2 0

64 배란다 2 2 1 95 피로한 3 2 0

65 쓰다듬다 4 4 1 96 피라미드 4 3 0

66 돛 2 3 0 97 행방된 1 2 0

67 실망하다 4 3 0 98 연장 4 2 0

68 섬 1 1 1 99 투명한 3 4 0

69 뿌리 1 1 1 100 가로등 4 4 1

70 궁궐 3 3 1 101 앙상하다 2 1 0

71 환자 2 3 0 102 해부 1 2 0

72 꿩 3 3 1 103 뜻밖에 3 4 0

73 시들다 2 1 0 104 분류하다 1 2 0

74 뱉다 1 3 0 105 부축하다 2 3 0

75 곡식 4 2 0 106 해안 3 2 0

76 파괴하다 4 3 0 107 무너진 3 2 0

77 나사 2 2 1 108 겹쳐진 1 2 0

78 감다 2 2 1 109 조절 가능한 2 3 0

79 소근 거리다 1 3 0 110 얼룩 4 2 0

80 뚜껑 3 3 1 111 대여섯 3 1 0

81 만국기 2 2 1 112 모발 2 3 0

총 총 총 총 점점점점     55555555



- 137 -

<<<부부부록록록 333>>>유유유아아아의의의 문문문장장장 이이이해해해능능능력력력 검검검사사사(((사사사전전전)))예예예시시시
유 아 명 :○ ○ ○
검사일 :2007.3.13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응답 점수

1 공이 책상위에 있어요. ― 0
2 동물(장난감)이 어디 있어요? ＋ 1
3 그릇에 사탕이 있어요. ― 0
4 (블럭 9개와 3개를 제시하고)어느 것이 더 많아요? ＋ 1
5 바느질 하는 것 어디 있어요? ＋ 1
6 (블럭 12개를 제시하고)“두 개만 주세요”라고 말한다. ― 0
7 여자 친구 손이 어디 있어요? ― 0
8 사탕에 그릇 밖에 있어요. ― 0
9 언니,누나가 내려가요. ― 0
10 연필이 길어요(짧아요). ＋ 1
11 계단 밑(아래)에 있어요. ― 0
12 남자 친구들이 떨어져 있어요. ＋ 1
13 아파트가 낮아요(높아요) ＋ 1
14 큰 파란 컵 어디에 있어요? ＋ 1
15 고기 앞(뒤)에 뭐가 있어요? ― 0
16 철수가 사과를 먹으려고 해요. ＋ 1
17 이것보다 접시에 사과가 더 많아요. ― 0
18 개(강아지)앞에 있는 공은? ＋ 1
19 남자 친구한테서 가까이 있는 공은? ＋ 1
20 채소(야채)어디 있어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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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응답 점수

21 (아동 앞에 블럭 12개를 제시하고)“4개 주세요”라고 지
시한다. ＋ 1

22 제일 많은(적은)블럭은 어느 것이지? ＋ 1
23 잠자리와 친구(짝궁)인 것은? ― 0
24 “철수가 소를 따라 가는 것이 어느 거예요? ― 0
25 2,1,5,3,4를 천천히 순서대로 부른다. ＋ 1
26 “교통 기관이 어느 거예요?” ― 0
27 엄마 고양이의 새끼를 찾아보세요. ＋ 1
28 500원짜리 동전을 짚으세요. ＋ 1
29 아동 앞에 블럭(동전)을 제시하고 “8개 찾아주세요” ＋ 1
30 이 개와 같은 개는 어느 것일까요? ＋ 1
31 무엇이 침대 위에 있어요? ― 0
32 “학용품이 어느 것일까요?” ― 0
33 오른쪽(왼쪽)에 있는 여자 친구는? ― 0
34 “3번째 남자 친구는 누구인가요?” ― 0
35 “이 그림 중에서 왼쪽으로 가는 화살은 어느 거예요?” ＋ 1
36 “여기에서 여름은 어느 것일까요?” ＋ 1
37 “제일 첫 번째 남자 친구는 누구일까요?” ― 0
38 너의 눈을 짚어 보세요. ― 0
39 내가 일어난 다음에 박수를 쳐요. ＋ 1

40 고기들이 물속에 있는 것이 어느 것일까요? ― 0

총 점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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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444>>>유유유아아아의의의 문문문장장장 쓰쓰쓰기기기능능능력력력 검검검사사사(((사사사전전전)))예예예시시시

유아명 :○ ○ ○
검사일 :2007.3.14

유유유아아아의의의 쓰쓰쓰기기기 능능능력력력 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 및및및 쓰쓰쓰기기기능능능역역역 발발발달달달 단단단계계계
111...쓰쓰쓰기기기 능능능력력력 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

1 자신의 이름 써보기
2 그림 이야기책에 나온 이야기 표현하기(그리기 및 긁적거리기)
3 그림 이야기책에 나온 내용 써보기(단어 및 문장)

222...쓰쓰쓰기기기 능능능력력력 발발발달달달 단단단계계계

단단단 계계계 내내내 용용용 배배배점점점

1 그리기 및
긁적거리기 단계

글자의 형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림 및 가로,
세로 선이 나타나는 낙서가 포함된다. ---

2 유사글자 형태단계 읽을 수 없는 무자 형태가나타나는 과정에서
유연히 한 두개의 글자 모형이 나타난다. ---

3 비 음성학적
자모음 출현단계

읽을 수 없는 것과 완전히 읽을 수 있는 형태의
혼합으로 의도적으로 한 두개의 글자 모형이
나타난다.

---

4 문자 형태의 출현
단계 창안적 문자와 관례적 문자가 나타난다. 4

5 단어 쓰기 단계 창안적 문자와 관례적 문자가 혼합해서
나타나면서 단어 쓰기가 이루어 진다. -

6 문장 쓰기 단계
사전의 순서를 완전히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문장과 복잡한 문장을 사용한다.문장쓰기가
이루어진다.

-

총총총 점점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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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555>>>심심심미미미적적적 그그그림림림책책책 읽읽읽기기기 집집집단단단의의의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사사사례례례

일 시 2007년
6월 18일 대 상 실험집단 1-1 장소 유치원교실

그림책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

활동목표
․ 그림책을 감상하며 심미감을 기른다.
․ 그림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책에 관심을 가지며 책을 소중하게 다룬다.

활동과정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도입
(5분)

․ 유아의 사전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책에 몰입하기

-교 사 :친구들아!혹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경경경험험험
회회회상상상하하하기기기)))

-유아 1:네.지난번에 할머니랑 치과에 갔다 왔어요.
-유아 2:우리 집 앞에 있는 ○○치과에 가서 이빨이 흔들려서 빼고 왔어요.
-유아 3:잠자다 이빨이 아파서 엄마랑 치과에 갔었어요.
-유아 4:우리 동생은 놀다가 넘어져서 입에서 피도 나고 이가 흔들려서

치과에 갔다 왔어요.
-교 사 :그래.우리 친구들이 돌무렵 때 났던 유치가 흔들려서 빼려고 또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구나.어떻게 치료 받았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니?(((경경경험험험 회회회상상상하하하기기기)))

-유아 1:네.팬지 같은 걸로 금방 뽑았어요.
-유아 3:나는 무서워서 도망치려다 엄마한테 혼 났어요.
-유아 4:여기 이빨위에다 더 충치먹지 말라고 뭘 이렇게 씌워줬어요.
-유아 2:내 동생은 이빨 사진 찍어보고 괜찮다고 그랬어요.
-유아 5:나는 치과에 가는게 제일 무서워요.
-교 사 :우리 친구들이 치과에 가는 걸 무서워 하는구나.그래 잠자기 전과

식사 후에는 꼭 이를 닦도록 하고 너무 단 초코릿이나 과자는 맛있긴
하지만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으니까 조금만 먹도록 하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그림책 속에도 우리 ○○친구처럼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가는 그림책이에요.‘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이라는
제목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예예예측측측 하하하기기기)))

-유아 1:생쥐가 이를 치료해 줄 것 같아요.
-유아 2:치과에 가서 무서우니까 막 울 것 같아요.
-유아 3:의사 선생님만 있고 환자가 다 어디가버리고 없어요.
-유아 4:한 아이가 치료 안 받으려고 도망치니까 엄마가 잡으러 갔고

의사선생님은 화가 나서 저렇게 서 있는거에요.
-교 사 :그래.치과에 가면 너희들도 무서운가 보구나.그래도 꼭 치료를

해야 하는데 무섭다고 치료를 안 받고 이를 그데로 놓아두면 충치가
더 심해서 벌레들이 우리 이를 더 아프게 할 수 있어.그럼 우리
같이 누가 ‘치과 의사 드소토’선생님께 치료를 받으러 오는지



- 141 -

그리고 치과에 오는 친구들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읽어보자.이
그림책은 우리나라 선생님이 쓰신 건 아니고 다른 나라 윌리엄
스타이그라는 작가 선생님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어요.조은수
선생님이 우리말로 옮겼어요.

전개
(20분)

․ 유아의 반응 끌어내기
-유아 5:(속표지 이빨 모형)드라큐라 이빨이다.
-유아 2:돼지 이빨을 치료한다.
-유아 3:돼지 아줌마 아프겠지.
-유아 4:꿀꿀돼지.뚱뚱보 돼지래요.～
-교 사 :돼지 아줌마가 아파도 꾹 참고 이 치료를 하고 있나봐.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은 이 고치는 솜씨가 아주 좋았어요.～
-유아 1:왜요?
-유아 2: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솜씨가 좋지.
-유아 3:(치과의사 부인 그림을 보면서)빨리 필요한 것을 줘야지.
-교 사 :왜 그럴까?○○친구 말처럼 공부도 많이 하시고 정성껏 치료해줘서

그럴까?우리 ○○친구는 여기있는 드소토 선생님 부인에게 이 치료
에 필요한 물건들을 빨리 주라고 말하고 싶어요?

-유아 3:네.서 있지 말고 빨리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주라고요.
-교 사 :왜 드소토 선생님이 도르래를 타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을까?
-유아 1:당나귀가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키가 너무 커서요.
-교 사 :음 당나귀가 키가 크고 드소토 선생님은 키가 작으니까 그랬다고 생

각했구나.
-유아 3:밑에 있는 부인도 드소토 선생님을 올리고 내리려면 힘들겠다.
-교 사 :(마지막 장면)비틀비틀 계단을 내려가는 여우는 다음에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상상상상상상 및및및 가가가정정정하하하기기기)))
-유아 5:입이 안 벌려져서 맛있는 피자랑,통닭도 못 먹었을 것 같아요.
-유아 2:무서워서 다시는 산에서 안내려 왔을 것 같아요.
-유아 3:본드가 없어지고 나면 또 드소토 선생님을 포도주랑 함께 먹으려고

올것 같아요.
-유아 4:거짓말로 이가 아프다고 내려와서 이번에는 마지막에 본드를 못붙이

게 할 것 같아요.
-교 사 :드소토 선생님의 몸집이 커다랗고 힘이 쎄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

요?(확확확대대대)
-유아 6:여우를 혼내줄 것 같아요.
-유아 4:나쁜 마음을 먹은 여우를 치료 못해준다고 했을 것 같아요.
-교 사 :만약 여우가 치과의사 선생님이 되고 생쥐가 치료를 받으러 왔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재재재배배배열열열)))
-유아 1:치료해주는 척 하고 마취가 들었을 때 잡아 먹을 것 같아요.
-유아 4:배고프면 간식으로 먹어버릴까.
-교 사 :이 그림책에서 재미있는 부분은 어디었어요?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인인상상상적적적인인인 부부부분분분 표표표현현현하하하기기기)))
-유아 3:본드를 붙여서 여우가 말도 잘 못하고 ‘대다니 고마스니다’이렇게 말

할 때가 정말 웃겼어요.
-유아 4:드소토 선생님이 죽을 때까지 이 약을 바르면 이가 썩지 않는다고 하

면서 여우 이빨에 본드를 붙여줄 때 여우가 바보 같아서 재미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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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사 :그럼.여우가 이 치료가 끝나면 드소토 선생님 부부를 잡아 먹으려고
했는데 입이 제대로 안 벌어져서 말도 못했을 때 여우의 마음은 어땠
을까?(((감감감정정정이이이입입입하하하기기기)))

-유아 3:분통이 터졌겠지요.
-유아 4:마음데로 안되어서 속상하다고 했을것 같아요.
-유아 5:여우라면 화나요.
-교 사 :드소토 선생님은 여우가 마취가 되어 잠꼬대를 하면서 음냐 음냐...

날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야.소금을 솔솔 뿌리고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감감감정정정이이이입입입하하하기기기)))

-유아 6: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유아 4: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유아 5:은혜도 모르는 나쁜 놈이라고 화났을 것 같아요.
-교 사 :만약 친구들이 드소토 선생님이라면 여우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상상상상상상 및및및 가가가정정정하하하기기기)))

-유아 2:여우 이를 다 뽑아 버리고 싶어요.
-유아 6:여우를 치료 안해줘요
-유아 5:나쁜 여우에게 본드를 더 많이 발라서 말도 못하고 맛있는 라면도

못먹게 해요.
-교 사 :왜 드소토 선생님은 계속 여우를 치료해 줬을까?(((추추추론론론하하하기기기)))
-유아 3:불쌍해서요.
-유아 2:치료 안 해주면 여우가 화내니까요.
-유아 4:이가 다 썩어 밥도 못 먹을 것 같아서요.
-교 사 :여우의 이를 단단히 들러붙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료로는 무엇이

있을까?(((대대대치치치)))
-유아 2:지난번에 우리 작업할 때 썼던 목공본드를 많이 발라놓으면 될 것

같아요.
-유아 3:선생님!입이 안 벌어지게 바늘로 꿰매놓으면 돼요.
-유아 6:또 무엇이 있지?
-교 사 :음 그렇구나.목공용 본드나 바늘로 꿰매놓을 수 있겠구나.그럼 우리

친구들은 마지막장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느느느낌낌낌
이이이야야야기기기하하하기기기)))

-유아 3:여우가 울면서 산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유아 2:드소트 선생님이 야 ～ 호 하면서 좋아할 것 같아요.
-유아 4:여우야 쌤통이다 이렇게 속으로 말할 것 같아요.
-유아 5:여우야!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돼.
-교 사 :그럼 이 그림 마지막 장에서 작가는 왜 여우는 비틀거리면서 계단을

내려가고 드소토 선생님 부부는 배웅하는 모습을 그렸을까???(((그그그림림림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추추추측측측하하하기기기)))

-유아 5:나쁜 마음을 먹으면 벌 받는다고 가르쳐주려고요.
-유아 2:드소토 선생님 부부처럼 우리들도 똑똑하라고요.
-유아 3:일을 다 끝냈으니까 잘 가라고 인사하고 있어요.
-교 사 :드소토 선생님 부부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똑똑하고

또 착하게 살라고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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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5분)

․ 그림책에 관한 느낌 말하기
-교 사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이라는 그림책을 읽고 난 후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느느느낌낌낌 이이이야야야기기기하하하기기기)))
-유아 2:이를 잘 닦을 거에요.
-유아 3:드소토 선생님처럼 똑똑한 사람이 될 거에요.
-유아 1:나도 의사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유아 6:여우가 실망해서 비틀거리는 모습이 웃겼어요.
-유아 4:여우가 말도 못하고 입이 안 벌어진게 재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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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666>>>정정정보보보추추추출출출적적적 그그그림림림책책책 읽읽읽기기기 집집집단단단의의의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사사사례례례

일 시 2007년
6월 18일 대 상 실험집단 2-1 장소 유치원교실

그림책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

활동목표
․ 그림책을 감상하며 이야기속의 구성요소에 관심을 갖는다.
․ 그림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책에 관심을 가지며 책을 소중하게 다룬다.

활동과정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도입
(5분)

․ 그림책 속의 내용에 집중하기
-교 사 :책표지에 뭐라고 씌여 있나요?
-유아 1:드소토 선생님이요
-유아 3:아니야.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이야.
-교 사 :그래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에 관한 얘기야.여기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인가요?(((내내내용용용에에에 집집집중중중하하하기기기)))
-유아 4:의자에 기대에 서있어요.
-유아 6:어떻게 치료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유아 1:아니야.지금 화나있어요.
-교 사 :그래.선생님이 볼 때도 드소토 선생님이 서서 화가 나있는

것도 같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데 그림책에 누
가 나오는지 잘 들어보자...(((내내내용용용에에에 집집집중중중하하하기기기)))
그럼 우리 같이 어떤 친구들이 ‘치과 의사 드소토’선생님께
치료를 받으러 오는지 읽어보자.이 그림책은 다른나라 선생
님인데 윌리엄 스타이그라는 작가 선생님이 글을 쓰고 그림
을 그렸어요.조은수 선생님이 우리말로 옮겼고요.‘치과 의
사 드소토 선생님’이라는 제목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련
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동동동화화화 정정정보보보에에에 관관관심심심 갖갖갖기기기)))다 같이 여
기에 있는 책 제목을 한번 읽어보자.

-유아1,4,5: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
-유아 3:(책 겉표지 한 장을 넘기자)야,주사기로 마취주사를 주고

있어요.
-유아 2:주사기가 이상하게 생겼어요.
-유아 6:아파서 엉엉 울려고 하나봐
-유아 4:용감한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고 우리엄마가 그랬어요.
-유아 1:선생님!내 친구 ○○는 치과에 가자고 하면 무서우니까 안

간다고 울다가 엄마한테 혼났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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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
(20분)

․ 그림책의 내용확인 및 평가하기
-교 사 :그래.드소토 선생님이 이가 아파서 온 여우를 치료해 주고

있는 그림이야.(책장 한 장을 넘기고)～～선생님은 자기와
몸집이 비슷한 두더지나 얼룩 다람쥐 같은 동물들은 치과
의자에 앉혔고요 ～ 왜 두더지나 다람쥐를 치과 의자에
앉혔을까요?(((내내내용용용확확확인인인)))

-유아1,4:키가 작아서요.
-교 사 :키가 작아서 그랬구나.왜 동물들이 치과에 왔을까요?
-유아 3:이가 아파서요.
-유아 2:야!냄새나는 돼지가 치료받고 있다.
-유아 3:동물들이라 이를 못 닦으니까 벌레들이 다 먹었어요.
-유아 5:얼룩 다람쥐도 치과에서 치료받는데요.우습지.
-교 사 :○○친구가 말한 것 처럼 이를 못 닦으면 벌레들이 옳지!잘되

었다하고 우리 이를 아프게 만들지.그러니까 너희들도 식사
후 3분이내에 하루에 3번씩 꼭 이를 닦아야 되는거야.저기
시계에 큰 바늘에 한번 돌면 1분인데 3번 돌기전에 닦으면 더
좋단다.특히 잠자기 전에는 이를 잘 닦아야 되는데 혹시 이닦
기가 귀찮다고 안 닦으려고 하는 친구들은 오늘부터는 꼭
닦도록 하자.(((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

-유아 5:드소토 선생님이 황소 입속에서 치료해 준다.
-유아 2:장화신고 하니까 좀 더럽겠지.
-유아 3:위에 이빨도 안 닦아서 이를 아예 빼버리고 이제 맛있는 것도

못먹겠다.
-교 사 :그래.이를 제대로 닦지 않으면 나중에는 아예 다 뺄 수 있단

다.(((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여우는 입안에 맛있는 생쥐가 있다고 생각하니
턱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입 벌려요!”선생님이 호통을 쳤
습니다.～그날 밤 드소토 부부는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왜 드소토 선생님 부부가 잠을 잘 수 가 없었니?
(((내내내용용용확확확인인인)))

-유아 4:여우가 잡아먹는다고 해서 무서워서요.
-유아 2:걱정이 되니까요.
-유아 3:여우가 마취주사 맞고 잠꼬대로 말했잖아.
-유아 5:그래.소금 뿌려서 날로 먹겠다고 했어.
-교 사 :그래 여우가 잠꼬대를 하면서 음냐음냐 날로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 잠을 빨리 잘 수가 없었나봐.～
드소토 선생님이 여우의 입 안으로 들어가자,여우가 갑자기
입을 탁 다물었습니다.조금 뒤,여우는 다시 입을 벌리면서,
“장난이에요,헤헤!”하고 웃어 댔습니다.드소토 선생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니?(((내내내용용용확확확인인인 및및및 평평평가가가하하하기기기)))

-유아 6:여우가 장난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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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5:아니야!장난이 아니고 정말로 먹을려고 그랬어.
-교 사 :아직은 치료가 끝나지 않아서 먹을 수 도 없을텐데...～드소토

선생님과 부인은 꾀를 써서 여우를 이겼습니다.그들은 서로
입맞추고 나서,그 날은 푹 쉬었답니다.어떤 내용인지 순서
대로 말해줄 수 있겠니?(((동동동화화화 줄줄줄거거거리리리 기기기억억억하하하기기기)))

-유아 1:여우가 이가 아파서 드소토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으러 갔어
요.근데 고양이나 사나운 동물은 치료하지 않는다고 써있었
는데 여우가 글을 못 읽고 치료해달라고 했어요.

-유아 3:아니야.글을 읽어도 아프니까 가야지.
-유아 4:드소토 선생님이 걱정하다가 치료를 하기로 해서 장화신고 이

를 뽑고 반짝이는 금이빨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교 사 :그래.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니?
-유아 5:그런데 여우가 잠자면서 선생님을 잡아먹겠다고 중얼거렸고

요.그러니까 선생님이 치료가 끝나고 이에다 본드를 많이 붙
여놓아서 입이 안 벌어져서 인사하고 가버렸어요.

-교 사 :너희들이 동화를 잘 들었구나.이 이야기 속에 누가누가 나왔
니?(((장장장면면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기기기억억억)))여우가 잡아 먹으려고 했을 때 주인공
이 어떻게 해결했니?

-유아 4:여우,황소,드소토선생님.
-유아 3:돼지 아줌마도 나왔쟎아.
-교 사 :여우,황소,드소토 선생님,돼지,또 누가 나왔더라?
-유아 2:아!당나귀요.
-교 사 :그래.당나귀도 그림책에 나왔지.여우가 잡아먹으려고 했을

때 드소토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했니?
-유아 1:드소토 선생님이 입이 안 벌어지게 본드를 붙여버렸어요.
-유아 3:맞아요.여우를 속여가지고 이것을 바르면 절대 이가 안 썩는

다고 하면서 본드를 발랐어요.
-교 사 :그래 본드를 발라서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있었지.그럼 이야

기가 어떻게 끝이났니?(((장장장면면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기기기억억억)))
-유아 3:드소토 선생님이 꾀를 써서 여우를 이겼어요.
-유아 5:여우가 비틀비틀하면서 걸어갔어요.
-교 사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니?
-유아 3:드소토 선생님 치과에서요.
-유아 6:네.여우랑 돼지랑이 치과에 갔어요.
-교 사 :그래.드소토 치과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여우와 드소토 선생

님의 다른점은 무엇이니?
-유아 4:여우는 나쁜놈이에요.
-유아 5:드소토 선생님이 자기 이를 안아프게 치료해 주었는데도 잡아

먹으려고 하는 나쁜놈이 맞아요.
-유아 2:드소토 선생님은 착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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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1:야!생쥐가 무슨 사람이냐?
-유아 2:아니 착한 동물이에요.
-교 사 :그래.여우가 생쥐를 잡아 먹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한데도

치료를 해주시는데 여우는 그런 은혜도 모르고 잡아먹으려고
했으니 나쁘지?

마무리

(5분)

․ 그그그림림림책책책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확확확인인인
-교 사 :‘치과 의사 드소토 선생님’이라는 그림책을 읽고 난 후 이 이

야기에 제일 중요한 동물은 누구니?(((알알알게게게된된된 사사사실실실 말말말하하하기기기)))
-유아 4:드소토 선생님이요.
-유아 3:여우요.
-유아 4:아니지.드소토 선생님이 착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하니까 제

목도 드소토 선생님이지.
-교 사 :우리는 이 그림책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니?
-유아 2:여우처럼 나쁜 마음을 먹으면 안돼요.
-유아 4:드소토 선생님처럼 착한 사람이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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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777>>>통통통제제제집집집단단단 집집집단단단의의의 상상상호호호작작작용용용 사사사례례례

일 시 2007년 3월
27일 대 상 실험집단 0-1 장소 유치원교실

그림책 황소 아저씨

활동목표
․ 그림책속의 쥐와 황소의 같은점과 다른점이 무엇인지 말해본다.
․ 그림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책에 관심을 가지며 책을 소중하게 다룬다.

활동과정
(소요시간) 활 동 내 용

도입
(5분)

․ 그림책 속의 내용에 집중하기 및 경험과 연결시키기
-교 사 :황소아저씨가 생쥐에게 어떤 먹이를 주었니?
-유아 1:콩조각이요.
-유아 2:무우도 있었어요.
-유아 5:맛있는 찌꺼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교 사 :그래.맛있는 찌꺼기와 콩조각 무우 등이 있어서 새앙쥐

가족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지.너희들은 배고플 때 무
엇을 먹니?(((경경경험험험과과과 연연연결결결시시시키키키기기기)))

-유아 3:맛있는 밥을 먹어요.
-유아 4:우리 엄마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예뻐진다고 해서 저는 밥도

먹고 사과랑 배를 먹어요.
-유아 1:저는 배고프고 심심하면 통닭 사달라고 해서 먹어요.
-교 사 :그래.너희들은 배고플 땐 밥도 먹지만 ○○친구 처럼 예뻐지

기 위해서 과일도 먹고 좋아하는 통닭도 먹는구나.그럼 만
약에 너희들도 새앙쥐처럼 먹을것이 하나도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될련지 말해보도록 하자(((대대대안안안찾찾찾기기기)))...

-유아 5:라면을 끓여 먹어요.
-유아 3:음식점에서 시켜 먹어요.
-유아 2:시골 할머니 집에가요.
-유아 6:배가 고파도 참고 있어야 돼요.
-교 사 :집에 돈도 없고,어른들도 안계시기 때문에 사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음식을 안먹으면 힘도 없고 아
플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

-유아 1:이웃집에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음식을 얻어와요.
-유아 3:어른들이 오시면 돈을 주기로 하고 식당에가서 부탁을 해요.

전개
(20분)

․ 그림책의 원인과 결과 추론
-교 사 :그래.그렇게할 수 도 있겠구나.왜 생쥐가 황소아저씨 밥그

릇인 구유쪽으로 달려갔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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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1,5:먹을 것을 찾으려고요.
-유아 4:동생들이 배고프다고 울고있어서 밥을 갖다주려고요.
-유아 3:황소아저씨께 부탁하려고요.
-교 사 :그래.동생들이 배고파서 밥달라고 하니까 먹을 것을 구하려고

구유쪽으로 뛰어갔어.만약에 황소아저씨 마저도 먹을 것을 주
지 않았다면 새앙쥐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결결결과과과추추추론론론)))

-유아 3:배가 고파서 울어버렸을 것 같아요.
-유아 2: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교 사 :마음씨 착한 황소 아저씨를 못만났다면 생쥐 가족들은 배가

많이 고파 속상했을 것이고,또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생을 했어야 할 것 같구나.그럼.황소만 먹을 수 있는 먹이
에는 무엇이 있을까?(((정정정보보보제제제공공공)))

-유아 2:시골 할아버지 댁에서 봤는데요 지푸라기를 먹었어요.
-유아 4:소가 먹는 사료를 먹어요.
-유아 3:물도 먹었어요.
-유아 1:야!물은 우리 사람도 먹고 다른 동물들도 다 먹어.
-교 사 :그래.우리가 주로먹는 쌀을 다 거둬 들이고 나면 남은 볏집

과 사료 등을 소가 먹이로 먹는단다.혹시 너희들 텔레비젼이
나 책을 통해서 이외에도 소가 먹는 먹이 또 생각나는 것 있
을까?(((비비비계계계설설설정정정)))

-유아 2:우리 할아버지는 소는 옥수수 껍질도 먹는다고 했어요.
-유아 5:선생님.책에서 봤는데요.소는 풀도 먹는다고 했어요.
-교 사 :그래.소들은 옥수수 껍질이나 콩껍질,고마줄기와 같은 풀들도

먹는단다.그럼.쥐와 황소가 먹는 먹이중에서 공통적으로 소
도 먹고 쥐도 먹을 수 있는 먹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의의의미미미적적적
확확확장장장)))

-유아 4:우리가 먹는 밥이요.
-유아 3:치즈요.
-유아 2:치즈는 생쥐는 좋아해도 소는 못먹지.
-유아 5:그래.소가 어떻게 치즈를 먹냐?
-교 사 :그래.“황소아저씨”책에서 봤던 콩조각,고구마,무우 등은 소

와 쥐가 다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인데,○○친구가 소가 치
즈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금 있다 소가 치즈를 먹는
지 그렇지 않은지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 인테넷과 책을 통
해서 찾아보도록 하자.

-유아 3,2,5:네.
-교 사 :새앙쥐 가족은 추운 겨울 동안을 어디에서 보내기로 했었니?

(((동동동화화화 줄줄줄거거거리리리 기기기억억억하하하기기기)))
-유아 1,3,4:황소아저씨 집에서요.
-교 사 :황소 아저씨 집에서 식구가 되어 살기로 했고,어떻게 해서 황

소아저씨와 새앙쥐 가족이 친해질 수 있었는지 생각나는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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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볼 수 있겠니?
-유아 4:동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러 왔다고 하니까요.황소아저

씨가 이해를 해 주셨어요.
-유아 2:황소아저씨가 마음씨가 좋은 분이라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

어요.
-교 사 :그래.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니?
-유아 5:처음에는 사정을 모르니까 생쥐를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쳤

었는데 너무 불쌍해서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유아 1:황소아저씨 짱이에요.
-교 사 :너희들이 동화를 잘 들었구나.이 이야기 속에 누가누가 나왔

니?(((장장장면면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기기기억억억)))
-유아 4:황소아저씨요.
-유아 3:생쥐들이요.
-유아 2:귀여운 생쥐들이 나왔어요.
-교 사 :그래.황소아저씨와 귀여운 생쥐가족들이 나왔었지.우리 인간

이 먹는 음식과 동물이 먹는 음식의 같은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자.

-유아 1:우리가 먹는 밥을 강아지도 먹을 수 있어요.
-유아 3:동물도 물을 먹어야 살아요.
-유아 2:우리가 좋아하는 과자를 비둘기도 먹었어요.
-교 사 :그래.동물들도 살기위해서는 우리들 처럼 밥이나,물,같은 음

식들을 먹고,숨을 쉬려면 공기도 필요하겠고 그럼 동물들만 먹
을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비비비계계계설설설정정정)))

-유아 3:동그란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강아지 밥이요.
-유아 5:황소 아저씨 처럼 소는 풀하고 지푸라기를 먹어요.
-유아 4:선생님!시골 할아버지 집에있는 토끼는 자기가 싼 징그러운

똥도 먹어요.

마무리

(5분)

․ 친친친구구구와와와 나나나의의의 같같같은은은 생생생각각각과과과 다다다른른른생생생각각각 찾찾찾기기기
-교 사 :‘황소아저씨’라는 그림책을 읽고 난 후 이 이야기에 어떤 생각

이 드는지 이야기 해 보자.
-유아 4:황소아저씨가 너무 착해요.
-유아 3:생쥐 언니도 참 똑똑해요.
-유아 4:동생들을 위해서 먹을것을 구하러 가는 착한 언니에요.
-교 사 :그래.선생님 생각에도 굶고 있는 동생들을 위해서 용기를 내

어서 황소아저씨게 부탁을 해서 먹이를 구해오는 생쥐 언니가
참 똑똑하고 대견하더라.너희들도 동생이나 누나 오빠들하고
맛있는 것은 서로 나눠먹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유치원이나
집에서 서로 도와주는 그런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유아 2,4,3,1:네.선생님.
-유아 5:황소아저씨 처럼 착하고 생쥐언니 처럼 용기있는 사람이 될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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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888>>>통통통제제제집집집단단단 집집집단단단의의의 확확확장장장활활활동동동 사사사례례례

111)))<<<황황황소소소 아아아저저저씨씨씨>>>를를를 읽읽읽고고고 같같같은은은 점점점과과과 다다다른른른점점점 찾찾찾기기기
그림책을 읽고 동화속에 나오는 쥐와,황소의 같은점이 무엇이고,또 다른점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활동.

<동화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차이점 및 공통점 찾기 활동>

222)))<<<너너너구구구리리리와와와 도도도둑둑둑쥐쥐쥐>>>를를를 읽읽읽고고고 중중중간간간이이이야야야기기기 지지지어어어보보보기기기
이 그림책의 내용과 다르게 이야기의 중간에 일어날 것 같은 이야기를 지어보는

활동이다.

<동화책을 읽고 그 내용을 새롭게 창작해 보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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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무무무지지지개개개 물물물고고고기기기>>>를를를 읽읽읽고고고 작작작가가가에에에게게게 편편편지지지쓰쓰쓰기기기
유아들에게 그림책의 등장인물의 역할을 가정해 보도록 하고 느낌을 묻는 편지

를 써보는 활동.

<동화책을 읽고 작가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

444)))주주주인인인공공공에에에게게게 편편편지지지쓰쓰쓰기기기
유아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각각의 접근법으로 상호작용을 하고나서 이 책의

주인공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보도록 하는 활동이다.

<동화책에 등장하는 주인공에게 편지나 그림을 그려보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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