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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istoexaminetheeffectoftheProjectSpectrum
linguisticactivitiesbasedon Gardner'smultipleintelligencetheory on young
children'slinguisticabilityandcreativity.
Tworesearchquestionswereestablishedforthisstudy.First,whatisthe

effectofProjectSpectrum linguisticactivitieson young children'slanguage
ability?Second,whatistheeffectoftheProjectSpectrum linguisticactivities
onyoungchildren'screativity?
Theparticipantsofthisstudywere80of5-year-oldyoungchildrenintwo

groups. They were divided and assigned equally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algroup(26boysand14girls)andacontrolgroup(22boysand18
girls).Whiletheexperimentalgroup wasengaged in theProjectSpectrums
linguisticactivitiesfor15weeks,thecontrolgroupwasengagedinkindergarten
curriculum linguisticactivities.
TheFiguralforms(A typeforpretest,B typeforposttest)ofTTCT were

used tomeasurethecreativity,and detailed evaluation criteriaforlinguistic
activitiesweredevelopedandusedtomeasurethelanguageability.
SPSS statisticalprogram was used to analyze collected data.Statistical

methodsusedtoanalyzethedataareasfollows.First,t-testwasusedtosee
iftwo groups was homogeneous in pretestscores oflanguage ability and
creativity.Second,ANCOVA withpre-testcontrolledwasconductedtoseeif
post-testscoresoflanguageabilityandcreativityhaddifferencesbetweentwo



groups.Significantprobabilityusedinthisresearchwasα=.05.
The results of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the mean differences of

pre-testbetweentwogroupsofProjectSpectrum linguisticactivitiesonyoung
children'slinguisticability were.85,1.35,.35,butthedifferenceswerenot
statisticallysignificant.Inpost-test,aftertheresultofanalysisofcovariance,
pre-testdoesnotaffectpost-testasaparameterontheeffectoftotallistening
between two groups.But there exis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99.632, <.001)on theeffectoftotallistening between twogroupswith
pre-testexcluded,whichmeansthatProjectSpectrum linguisticactivitiesaffect
onyoungchildren'slisteningability.
On theeffectoftotalspeaking,pre-testdoesn'taffecton post-testasa

parameter.Butthereexisted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29.594, <.001)
in the on the effectoftotalspeaking between two groups with pre-test
excluded,which means thatProjectSpectrum linguistic activities affecton
youngchildren'sspeakingability.
Ontheeffectoftotalreadingandwriting,pre-testdoesn'taffectonpost-test

asaparameter.Butthereexisted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35.581,
<.001)intheontheeffectoftotalspeakingbetweentwogroupswithpre-test
excluded.Accordingly,ProjectSpectrum linguisticactivitiesaffecton young
children'sreadingandwritingability(=95.895, <.001).
Second,on the resultofProjectSpectrum linguistic activities on young

childrenbetweentwogroups,itwasrevealedthatyoung childrenofcontrol
groupwithlinguisticactivitydevelopcreativitymorethanyoung childrenof
controlgroupwithoutlinguisticactivity.Butitwasrevealedthatitdidnot
affectonimprovementofabstractionofyoungchildren.
Onthedifferenceoftwogroupsonfluency,inpre-testthereweren'tany

difference between the pre-testofmean in experimentalgroup ( =100.25,
=3.19)andcontrolgroup( =99.85, =3.05).Butthereweremuchdifference

betweenthepre-testofmeaninexperimentalgroup( =112.60, =7.31)and
control group ( =101.00, =2.51), which means that Project Spectrum
linguisticactivitiesaffectonthefluency.Aftertheanalysisofcovarianceon
pre-testandpost-testwithpre-testexcludedtoseethestatisticalsignificance,
itwasrevealedthatthereexistedstatisticallysignificance(=46.620, <.001),



which means that project spectrum linguistic activities affect on young
children'sfluency.
Onthedifferenceoftwogroupsoningenuity,inpre-testthereweren'tany

difference between the pre-testofmean in experimentalgroup ( =90.35,
=15.43) and controlgroup ( =90.65, =13.29).But there were much

difference between the post-testofmean in experimentalgroup ( =122.00,
=13.07)and controlgroup ( =100.70, =11.19),which meansthatthere

weremuchimprovementintheingenuity.Aftertheanalysisofcovarianceon
pre-testandpost-testwithpre-testexcludedtoseethestatisticalsignificance,
itwasrevealedthatthereexistedstatisticallysignificance(=35.398, <.001),
whichmeansthatProjectSpectrum affectslinguisticactivityyoungchildren's
ingenuity.
Onthedifferenceoftwogroupsonoriginality,inpre-testthereweren'tany

difference between the pre-testofmean in experimentalgroup ( =78.35,
=8.74) and control group ( =77.405, =8.80).But there were much

difference between the post-testofmean in experimentalgroup ( =83.25,
=7.02)andcontrolgroup( =100.70, =11.19),whichmeansthattherewere

much improvementin the originality.After the analysis ofcovariance on
pre-testandpost-testwithpre-testexcludedtoseethestatisticalsignificance,
itwasrevealedthatthereexisted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23.309,
<.001),whichmeansthatProjectSpectrum linguisticactivitiesaffectonyoung
children'soriginality.
Inthedifferenceoftwogroupsonabstraction,inpre-testthereweren'tany

difference between the pre-testofmean in experimentalgroup ( =90.95,
=9.58)and controlgroup ( =91.65, =9.26).Also,there weren'tmuch

difference between the post-test of mean in experiment group ( =98.50,
=10.47)andcontrolgroup( =94.80, =8.86),whichmeansthattherewere

much improvementin the abstraction.Afterthe analysis ofcovariance on
pre-testandpost-testwithpre-testexcludedtoseethestatisticalsignificance,
itwasrevealedthatthereexistednostatisticallysignificantdifference(=1.531,
>.05),which meansthatProjectSpectrum linguisticactivity doesn'taffects
youngchildren'sabstraction.
In thedifferenceoftwo groupson resistanceabouthasty conclusion,in



pre-test there weren't any difference between the pre-test of mean in
experimentalgroup( =59.85, =10.90)andcontrolgroup( =60.15, =10.81).
But,thereweremuchdifferencebetweenthepost-testofmeaninexperimental
group ( =86.80, =9.29)and controlgroup ( =65.80, =9.63).Afterthe
analysisofcovarianceonpre-testandpost-testwithpre-testexcludedtosee
the statisticalsignificance,it was reveal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61.319, <.001),whichmeansthatProjectSpectrum linguistic
activitiesdidnotaffectonyoungchildren'sresistancetohasty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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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서서서 론론론

AAA...연연연구구구 필필필요요요성성성 및및및 목목목적적적

유아기에는 언어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며,이 시기의 언어와 관련된 학습경험은 언
어발달은 물론이고 다른 분야의 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이는 학습과 발달이 주로
타인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며(Vygotsky,1962),유아가 언어적 상호
작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언어행위가 발달하고 언어능력이 증진되기 때문이다
(이승복․한기선,1999).4～5세 때는 특히 어휘가 많이 발달하는 언어학습 능력의 결정
적 시기(criticalperiod)이므로(Lenneberg,1967)유아의 어휘 능력을 비롯한 언어능력
증진을 위한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Hoff,1994).
유치원 교육과정이 1969년에 처음으로 제정 공포된 이후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이

르기까지 언어능력 증진에 대한 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왔으며,2007년 12월에 개
정된 유치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2007)은 언어생활 영역의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영역을 ‘읽기’와 ‘쓰기’로 분리하여 읽기와 쓰기의 전단계로서의 기초 교육을 강
화하도록 하고 있다.유아 교육현장에서는 유아의 언어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초로 한 교육부(2000)의 유치원 교육활동지도 자료집에 나와 있
는 교수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언어능력 증진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하고 있다.
유아의 언어능력 증진 교육은 주로 유아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동화 또는 그림책을 매

체로 한 문학적 접근 교수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특히 이야기 이해도(김판균,2007;
이경희,2000;이시자,1995;Morrow,1985),언어이해력,어휘력,언어표현력(김춘희,
2003;노연경,2002;박영아,2000;송순임,2002;원선임,1998;이연섭․강문희,1997;
Krogh&Lamme,1985;Snow,1983),이야기 구성력(정미경,2003;Sach,1980),자유회
상(장우영․서경희,2003),이야기 구조개념(김정화․이문정,2001;이영자․박미라,
1992;Bruner,1983;McCaslin,1990)등과 같은 변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수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이들 연구는 문학적 접근 교수법이 언어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또한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언어교육 프로그램도 듣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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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읽기․쓰기와 같은 언어능력 증진에 효과적이었다(강은선,2007;권민지,2004;
김정민,2000;손현덕,2007;윤미자,2005;정봉례,2005;Campbell,1994).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에 관심가지기의 3개

영역과 15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이들이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발달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이에 비해 본 연구의 실험집단이 사용한 프로젝트 스펙트럼
(ProjectSpectrum)의 언어활동은 설명적 언어와 보고하기,언어의 시적 사용과 단어
놀이,창작한 이야기하기,읽기와 쓰기의 4개 범주와 20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 영역과는 달리 듣기를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보지 않고,듣고 설명하거나 보고하기,듣고 이야기하기 활동
등으로 듣기 후의 후속활동으로 이루어진다.즉 언어활동이 단지 수용언어로서 보다는
표현언어로서의 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며,이야기하기 영역에서는 상상력과 독창성을
활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강범모(2005)는 사람들이 말했거나,들어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장과 표현들을 이

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언어가 창의성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또한 이철수,
문무영과 박덕유(2004)도 인간은 새로운 사태가 출현하거나 새로운 사물을 기술할 필요
성이 생겼을 때,언어능력을 구사하여 새로운 표현이나 문장을 산출해내는 창의성을 갖
는다고 하였다.이처럼 언어와 창의성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아의 창의성은 학습과 일,놀이를 할 때,말하기,그림 그리기,노래하기,춤추기,

만들기와 같은 언어,도형,소리,동작,조작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발달된다(한순미․김선․박숙희․이경화․성은현,2005).
Vygotsky(1962)역시 유아의 창의성은 상상적 놀이에서부터 생겨난다고 하였다.따라
서 문원자(2004)의 주장처럼 유아의 창의성을 신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기에 다양
하고 적절한 활동의 체험기회가 필수적으로 주어져 할 것이다.
창의성은 나이나 능력 등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고 잠재
적인 특성(Osborn,1953)이며,교육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다.많은 학자들은
(Anderson,1997;Sternberg,1999;Torrance,1995)유아기가 창의성 교육의 최적기라
고 주장하였으며,Torrance(1995)는 유아들을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7
가지 요소들을 묶어 ‘유아들을 위한 선언(theManifestoforChildren)’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유아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 때문에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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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창의성 교육을 적용 가능한 모든 교육과정 영역에서 활용하도록 강조하고 있
다(문미옥,2006).창의성 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가?”라는 현실적인 요구에서 출발하여,창의성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측정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졌고(김영채,1999),나아가 창의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창의성 증진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창의성에 관한 연구들(김수영․김경

미,2006;노영희․김경철․김호,2006;이정희․김판희,2006;최인수,2000;Elliot,
1997;Suwantra,1994)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또한 유아의 창의성을 계발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창의적 사고와 신체표현(김은심,1994;이경례,1996),문학과
창의성(김경희,1997;이춘희,1997)등 다양한 방법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Chen,Krechevsky,Viens와 Isberg(1998)가 Gardner(1983)의 다중지능이론

에 기초하여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들을 통합적으로 체계화 시킨 프로
젝트 스펙트럼은 유아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여러 영역을 학습할 수
있게 하며,다른 영역의 과제와 연결하여 추후활동을 함으로써 유아의 잠재력을 신
장시킬 수 있는 평가도구 겸 교수-학습 프로그램이다(박희숙,2004;안영진․안은
정,2005;이애님,2006;지성애․이규남․박유영․이규림․천현미,2006).프로젝트
스펙트럼은 지식 위주의 활동이 아닌 유아의 다양한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유
아의 강점을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된 강점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된다.즉,유아가
스스로 선택한 8개의 학습활동 영역에서의 활동 빈도와 활동 내용을 통하여 유아
의 강점을 발견한 후,스펙트럼 학습센터에서 세부 활동을 실시한다.프로젝트 스
펙트럼의 구체적인 학습활동은 기계와 도구,과학,음악,동작,수학,언어,사회,시
각 예술활동의 8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영역마다 13～22개의 다양한 활동
들로 구성되어 있다.특히 언어활동 영역은 4개의 범주에 20개의 활동들로 이루어
져 있다.
프로젝트 스펙트럼을 평가도구로서 보다는 교육과정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

은 언어능력과 논리적 관계력 (Jon & Kang, 1999), 음악능력 (방선애 , 2003; 윤형
윤 , 1999; 이승희 , 1995; 최경선 ․ 김명순 , 2001; 최영옥 , 1999; Alexander, 

1992; Wilson, 1999), 미술능력 (김옥희 , 1999; 박춘희 , 2002), 친사회적 능력 (성영
실 , 2003), 사회적 능력 (안영진 , 2002; 이애님 , 2006), 자아존중감과 학교 적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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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수정 , 2001)등의 증진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또한 안영진과 안은
정(2005)은 다양한 프로젝트 스펙트럼과의 연계과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프로젝트 스펙트럼 언어활동의 범주 중에서 특히 이야기하기와 읽기․쓰기활동

은 유아의 상상력과 독창성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된다.프로젝트 스펙트럼의 15
가지의 인지영역과 18가지의 작업 양식을 통해서 유창성,정교한 묘사,독창성,상
상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발산하는 능력과 수렴적 사고를 반복하는 활동이 이루
어진다(안영진․이성숙,2004).이처럼 프로젝트 스펙트럼에서의 인지활동은 창의성
의 구성요소인 유창성,정교성,독창성,제목의 추상성,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등
과 언어능력의 발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영역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연구 결과는 말과 글을 즐겁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기초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자 하는 유치원 교육과정 언어생활 영역의 교
육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수법의 모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BBB...연연연구구구문문문제제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
가?

1-1.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듣기 영역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1-2.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말하기 영역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1-3.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읽기․쓰기 영역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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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2.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2-1.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유창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2-2.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정교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2-3.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독창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2-4.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제목의 추상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

는가?
2-5.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CCC...용용용어어어 정정정의의의

111...프프프로로로젝젝젝트트트 스스스펙펙펙트트트럼럼럼의의의 언언언어어어영영영역역역 활활활동동동

프로젝트 스펙트럼(ProjectSpectrum)은 7개의 다중지능을 토대로 8개의 학습활
동(언어,수학,과학,음악,시각적 예술,기계와 도구,동작,사회적 이해)을 실제화
한 교육과정인 동시에 평가도구를 말한다(Krechevsky,1998).
본 연구에서의 언어영역 활동은 독립변인으로서 4개의 범주(이야기하기
(storytelling),보고하기(reporting),시(poetry),읽기와 쓰기(reading and writing)),
20개의 활동으로 정의한다.

222...창창창의의의성성성

창의성(Creativity)이란 곤란한 문제 혹은 지식의 차이 등을 인지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측하고 가설을 세우며 검증을 할 뿐 아니라,틀린 방법을 수정
하여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전달하는 능력을 말한다(Torrance,1990).
본 연구에서는 Torrance(1990)의 창의성 정의를 사용하였으며,창의성을 유창성,정교

성,독창성,제목의 추상성,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의 5가지 하위요소로 정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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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Torrance의 도형검사(TorranceTestofCreativeThinking,
TTCT:Figural)A형과 B형을 사용하였다.

333...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

언어능력(languageability)이란 대화의 상대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2000)의 유치원 교육활동지도자료1총론의 “유치원 교육평
가”를 기초로 개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자료 2005-613의 유아 언어능력 평정
척도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3개영역,15개 하위영역에 40개 문항을 기초로
하였다.

aaa...듣듣듣기기기영영영역역역
① 말소리 듣기,②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③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④

동화․동요․ 동시·듣기,⑤ 바른 태도로 듣기.
bbb...말말말하하하기기기영영영역역역

⑥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⑦ 낱말과 문장을 말하기,⑧ 경험․생각․느낌 말하
기,⑨상황에 맞게 말하기,⑩ 바른 태도로 말하기.

ccc...읽읽읽기기기․․․쓰쓰쓰기기기영영영역역역
⑪ 말과 글의 관계 말하기,⑫ 글자에 관심가지기,⑬ 쓰기에 관심가지기,⑭ 책에
관심가지기,⑮ 읽어주는 글을 이해하기.

DDD...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 및및및 제제제한한한점점점

본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본 연구의 대상을 무선 표집하지 못하고 G광역시에 소재한 W유치원과 M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전국
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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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본 연구의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은 교사의 경력과 학력 이외는 통
제할 수 없었다.따라서 실험처치의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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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본 연구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이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으로서 유아의 언어능력,창의
성,그리고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AAA...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

본 절은 언어능력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유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언어능력의
특성을 검토하고,언어능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고찰한 후 유치원 교육과정
과 언어능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11...유유유아아아 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언어능력은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듣기,말하
기,읽기․쓰기와 같은 언어사용 능력을 말한다.이차숙과 노명완(1994)은 언어능력
의 중요한 특성으로서 다음 5가지를 들었다.첫째,언어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는 입과 성대를 통하여 만들어진 소리의 연결이다.둘째,사회가 임의적으로 결정
하여 사용하여 온 상징의 체계이다.셋째,일정한 형태와 규칙에 따라 소리를 형성
하고 단어와 문장을 형성한다.넷째,학습이 필요하다.다섯째,사회적 도구이며 사
회적 관계에 의해서 언어가 성취된다.
이처럼 유아는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학습문제

해결과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언어적 경험을 하게 되며.유아교육기관 대부분의 교
육내용이 말과 글로써 전달되는 교수-학습의 현장에서 언어능력은 학업성취와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언어는 학습과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
간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징적 기능과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기능을 하며,예술적이고 창의적인 언어의 표현을 통하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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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감과 즐거움을 반복적으로 만들어 내는 기능도 한다.즉 유아의 언어능력은 사고
력과 의사소통능력 뿐 아니라 유치원 교육의 학업성취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며,유
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문형순,1997).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언어능력은 듣기와 말하기의 언어활동을 포함하는 음
성언어와 읽기와 쓰기의 활동을 포함하는 문자 언어로 구분되기도 하고,음성적 소
리를 듣고 시각적으로 표현된 내용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용언어와 수용된 언어
를 음성적 소리를 이용하여 말이나 문자로 표현하는 표현 언어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하는 말로서 외부로 표현하는 외향적 언어와 자기 자신에게 지향
한 것으로 독백과 같은 내향적 언어로 구분되기도 한다(신금호,1999).
Bruner(1964)는 유아들은 신체적 활동이나 운동적 반응을 통해 사물이나 사건을
표현하는 동작적(enactive)표상단계에서 모형이나 그림으로 사물이나 사건을 표현
하는 표상적(iconic)표현단계를 거쳐 말이나 글 즉,언어를 통해 주변세계를 배워
가는 상징적(symbolic)표상단계를 거친다고 하였다.이는 언어가 경험을 표상하는
가장 고도의 표상양식임을 의미한다.고도의 표상양식으로서 언어는 인지구조와 학
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은 주변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언어적 정보들
을 통합하여 스스로 의미를 추출하고 새로운 언어를 구성해간다(Bruner,1981).즉,
성인이나 교사들은 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매
단계마다 유아의 수행수준에 맞추어 도움을 주는 수준과 양을 적절히 조절하는 비
계화(scaffolding)과정을 통해 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송명자,
1998).
유아의 언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표상활동 연구로서,들은 이야기를
언어로 다시 재현하거나 글로 표상해 보기(Applebee,1978),극화활동(김성미,2002;
이윤경․김여경,2001),신문활용교육(이경화․윤정현,2000;홍명숙,2003),수수께
끼 연상활동(채미숙,2003),VTR동화를 통한 극화활동(채희남,2002),점토활동(이
승임,2003),음악극활동(김일미,2004)등이 있었으며,연구 결과 유아의 언어능력
이 증진 되었다고 보고하였다.또한 그림책을 이용한 언어적 상호작용이 읽기능력
과 문장이해력 증진에 효과가 있었다(이연승․김덕숙 2002).이처럼 유아의 언어능
력은 유아가 흥미 있어 하는 영역,사물,사건,개념 등에 대한 다양한 표상활동을
함으로써 통합적으로 발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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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etzels과 Jackson(1962)은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사고유형
으로 수렴적(convergent)사고와 발산적(divergent)사고를 들었으며,발산적 사고
가 창의성 증진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논리 중심의 지식교육이 중요시되는
학교교육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학교에서는 발산적 사고가 경시되는 경우가 많으
나,이는 수렴적 사고에 논리성을 갖추어 감으로써 발산적 사고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어능력은 풍부한 환경과 효과적인 교육매체를 통해서 향상될 수
있으며,유아 언어교육은 유아에게 의미 있는 대상과 방법으로 역동적인 과정에 중
점을 두고 풍부한 언어 경험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권진희,2000).그런
면에서 프로젝트 스펙트럼과 같은 언어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능력을 신장시
키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222...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유아의 언어능력의 발달은 영역이나 활동유형에 따라서 구분하지 않고 하루 일
과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정은주,2002).언어능력은 보통 듣
기,말하기,읽기․쓰기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듣기와 읽기는 말하거나 써 놓
은 것을 이해하고 해독하기 때문에 수용언어에 속하고,말하기와 쓰기는 마음에 담
겨있는 느낌이나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표현언어에 속한다.

aaa...듣듣듣기기기

듣기란 수동적인 청각적 수용보다는 소리나 음으로 부터 의미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듣기를 의미한다.즉,듣기는 청각적 지각,의미의 이해,반
응 등을 포함하는 인지적 사고 과정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언
어가 의미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듣기 능력을 지도한다는
것은 인지적 사고 과정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동기,감정,생리적 조건,환
경적 조건,지식,흥미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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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사람들의 언어적 의사소통은 듣기 45%,말하기 30%,읽기 16%,그리고 쓰
기 9% 정도라는 Rankin(1926)의 주장에서 보듯이 전체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듣기
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교사의 음성자극에 의해 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은 이보다 더 듣기 능력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학교 교육에서의 듣기
는 전체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60%까지 차지한다는 Wilt(1958)의 주장은 이를 뒷받
침한다.발달적인 측면에서도 듣기는 말하기,읽기,쓰기에 앞서 발달되는 언어 기
능이고,학교의 학습은 대부분 듣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Lundsteen(1979)은 다양한 질문을 통하여 듣기의 개념을 조사하였다.듣기는 무

엇과 같은가(비교)?듣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과정)?듣기는 어디에 적합한
가(분류)?그리고 듣기는 어떻게 작용하나(조작)?이같이 설문 조사 후 듣기란 머
리속에서 언어가 의미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듣기의 개념을 규정하였다.듣기는 자
연적으로 발달되는 행동이 아니다.그리고 동기,감정,신체의 생리적 조건 등이 듣
기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나,듣기는 이러한 것을 초월하는 지적 과정이다.
한편 Moffett(1968)는 만일 독자가 문자를 소리로 발음할 수는 있지만,추론이나

결론짓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 독자는 사고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또한
Wilt(1970)도 듣기를 잘못하는 것은 사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며,높은 수준의 듣
기능력은 곧 높은 수준의 사고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잘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소리와 강도를 느낄 수 있는 청각
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동시에 소리를 듣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여 주의집중이 잘 되
어 있어야 한다.따라서 유치원교육 현장에서 듣기를 지도할 때에는 듣기 활동에 영향
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수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듣기는 듣는 상황과 내용에 따라 주의 깊게 듣기(attentivelistening),감상하며 듣기
(appreciativelistening),분석적 듣기(analyticlistening)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이에
따라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듣는 목적을 알려 주어 보다 효율적인 듣기 활동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또한 듣는 목적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유
아의 이해 및 흥미 수준과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간 생활에서 듣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어떠한 활동보다 많으며,듣기는
의사소통의 가장 기초가 되는 활동이다.이러한 측면에서 유아교육 현장에서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한 감각을 높여 주고 다양한 형태의 듣기 경험과 목적과 상황에 따라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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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이처럼 듣기 능력은 교육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bbb...말말말하하하기기기

말하기란 자신의 사고나 느낌을 음성을 매개로 하여 표출하는 행위이다.말을 할 때
에는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발음과 어휘 및 문법 규칙을 적용하여 상황과 목적
에 맞게 표현하여야 한다.즉,말하기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의 상호 이해를 전
제로 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말하기의 과정은 계획하기와 계획한 내용을 음성언어로 표출하는 표현하기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노명완․박영목․권경안,1988).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지
적상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지를 먼저 계획한 후,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음정,단어,구절,문장 등의 발화를 표출한다.그러나 계
획하기나 표현하기는 실제 말하기 과정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이
유는 이들이 동시에 수행되기도 하기 때문이다.다만 말하기 기능들을 찾아내고 그
기능들을 습득하는 과정을 구분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선형적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말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계획 과정과 표현 과정에 맞는 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계획하기 과정에는 말하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여기에는
상대방의 연령,관계,신분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배려 등이 포함된다.표현하기 과
정에는 정확한 발음,적절한 어휘와 문장의 사용,알맞은 크기의 목소리 및 효과적인
몸짓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유아를 위한 말하기 지도에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바람직한 언어 모델이 중요하다.정
확한 발음,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어휘들,간결하면서도 완전한 문장 등을 유
아에게 들려주고 그러한 과정에서 유아가 스스로 바른 발음 및 어휘와 문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Clark와 Clark(1977)는 말을 하는 사람이 계획하기의 과정에서 5가지 사항을 고

려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첫째,듣는 사람이 누구인지,그리고 그 듣는 사람은
무엇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둘째,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진실을
말해야 하며,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말의 내용은 말하는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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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되어야 하며,말하는 내용이 명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셋째,말을
하는 사람은 말하는 내용에 대한 듣는 사람의 이해 정도를 이해해야 한다.넷째,
말을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의 사회적 신분,연령,화자와의 친소관계 등을 알아야
하며,말하는 상황이 공식적인지 혹은 비공식적인지 알아야 한다.다섯째,말하는
사람의 말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가능
한 모든 언어적 장치들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
말하는 사람은 이상의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서 말하기를 계획한다.이런 계

획과 관련하여 말하는 사람은 말하기의 일반적 구조를 상정하고,발화될 문장의 골
격을 형성하여 이 골격에 맞추어 구성요소들을 선정한다.그런 다음 말하는 사람은
계획된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조음기관을 작용해서 음성을 표출하게 된다.그러
나 말하기 과정에서 말하는 사람이 이상의 다섯 가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
획하기를 마친 후에 비로소 표현하기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이 둘은 동시에 이
루어질 수도 있다.그러나 계획하기와 표현하기는 분명히 구별이 가능한 지적작용
이다.
유아 교육 기관에서는 여러 종류의 말하기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예를 들어,대
화,토의,발표,요구하기,지시하기,설명하기,묘사하기 등 다양한 형태의 말하기를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물론 이러한 과정은 자연스러운 생활 경험 속에서 유
아 자신의 경험이나 흥미 대상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발음을 틀리
게 하거나 어순에 맞지 않는 문장으로 말을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수정해
주기보다는 올바른 발음과 문장으로 다시 한번 들려줌으로써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배
려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인 문형을 이미 습득한 유아들을 위한 말하기 지도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변 세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경험을 조직해 줌으로써 유
아가 지닌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더욱 유창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cc...읽읽읽기기기와와와 쓰쓰쓰기기기

읽기는 여러 정보 자원들을 연결 지어 통합과 조정을 하는 복잡한 지적기능이라
할 수 있다.읽기 과정은 철자의 지각이나 단어 확인과 같이 여러 하위 기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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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kills)로 분석될 수 있으나,이들 하위 기능들 하나하나의 수행이 곧 읽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이들 여러 하위 기능들이 한데 어울려 통합적으로 수행될 때에
읽기가 발생한다.이런 측면에서 읽기는 오케스트라 연주에 비유되기도 하며,악기
연주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연습이 필요한 평생학습 과제라 할 수 있다.동일
한 악보라도 연주자의 악보 해석능력과 연주능력에 따라 그 표현되는 음악이 달라
지듯,읽기도 글에 대한 독자의 배경 지식,읽는 목적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Mason과 Au(1986)는 유아들이 읽기 현상을 관찰하고 세 가지 국면의 발달 과정

을 거친다고 제시하고 있다.첫째,전초기 읽기 단계(earlyreading),둘째,공식적인
초기 읽기 단계(formalbeginning reading),셋째,능숙한 읽기의 출현 단계
(emergentmaturereading)로 대부분의 유아들의 경우 전초기 읽기 단계는 태어나
면서부터 약 5세까지에서 나타나며,초기 단계는 약 5세에서 8세까지,능숙한 읽기
의 출현은 약 8세에서 11세 사이에 나타난다고 한다.이런 나이 구분이 매우 대략
적인 구분일 뿐 유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언제나 개인차
를 염두에 두고 읽기 지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쓰기는 남들이 읽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문자 형태의 상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쓰기란 그림 그리기나 낙서까지 포함한다.그것은
경험을 조직하여 의미를 전달한다는 입장이나,모호한 지각을 더욱 추상화된 상징
을 사용하여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그림이나 낙서가 문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쓰기는 단순히 공식적인 맞춤법이나 철자법에 맞는 그리고 남이 알아볼 수 있는

문자 형태의 상징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낙서,그리고 철자법이 맞지 않
는 그리고 남들이 알아 볼 수 없는 긁적거림까지 포함한다.많은 학자들은(Clay,
1979;Dyson,1985;Hall,1987)쓰기 지도가 유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습을
방해하고 유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여러 문해적 기능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들의 쓰기지도를 반대하는 입장이다.이러한 관점을 발생적 관점
(emergentperspective)또는 발달적 관점(developmentalperspective)이라고 한다.
발생적 관점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유아가 공식적인 쓰기 지도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기를 경험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가질
뿐만 아니라,그런 기회를 통하여 쓰기에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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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한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상호 작용주의 이론과 사회 심리 언어학의 영향으로 더욱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는 문자 학습에 대한 연구들은 유아기가 읽기․쓰기 능력의 기반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임을 밝혔다.Vygotsky(1962)는 유아기 문해학습에 있어서 풍부
한 문해환경 속에서의 능동적인 학습 과정을 중요시하였다.즉,유아는 출생 이후 풍부
한 문해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해를 학습한다고 보며,특히 문해학습에 있어서의 성
인과의 상호 작용을 강조한다.성인은 유아와의 상호 작용에 있어서 격려하고 지지하여
실질적인 발달 수준과 잠재적인 발달 수준의 다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주게 된다.예
를 들어,유아에게 적절한 그림책을 준비해 준다든지,유아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
주는 것 등이다.이러한 과정에서 유아의 문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함께 읽으면서 느끼는 정서적인 공감대와 공통적인 대화의 소재,문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유아의 읽고 쓸 수 있는 문해능력이 이처럼 일찍 출현하여 음성 언어와 함께 계속
발달되어 간다는 사실을 수용하면서,그 지도 방법에 있어서도 단절적이고 기술적인 교
수법이 아니라 실제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문자 언어는 구두 언어에 비하여 억양이나 동작과 같은 보조
요소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가 언어를 상징체계로 인식하고 사고의 도구로서
사용하도록 돕는 데 보다 효과적이다.
실제로 유아는 일상생활을 통하여 매일 다양한 문자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있고,이러
한 자연스러운 문자 환경을 교육 계획에 포함시키면서 읽기․쓰기 활동에 관심을 가지
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따라서 유아 교육 기관에서의 문자 교육에 대한 방향은 문자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언어 환경을 구성해 주고,이를 기능적이고 의미
있는 맥락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유아 교육 기관에서 접하는 문자가 유아
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문자가 사용된 상황과 유아 개개인의 활동이 연관성이 있어서
문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가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333...유유유치치치원원원 교교교육육육과과과정정정과과과 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

우리나라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 영역이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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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언어생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언어활동이 즐겁기 위해서는 듣기,말하기,
읽기․쓰기가 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는데 있다(교육
부,1998).2007년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영역 또한 기존의 교육과정과
는 달리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강조하고 있다.언어
생활 영역은 구체적으로 언어활동을 통해 유아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교육목표이다.이러한 언어생활 영역의 교육목표를 달성하
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고려하여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는 능력,자신
의 생각과 느낌을 적절하게 말하는 능력,주변의 글자와 책에 친숙해지는 경험을
통하여 읽기에 관심을 가지는 능력,글자의 기능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림이나 글로 나타내는 데 관심을 가지는 능력과 태도의 강조 사항에 중점을 두
고 언어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2007).
유치원 하루 일과는 대개 등원,자유선택활동,정리정돈,이야기 나누기,소집단

활동 등으로 이루어진다.그 중 이야기 나누기 시간은 그날의 생활 주제 대한 내재
적인 지식을 나타내 보도록 하고 구체적인 경험 등을 토의하고 질문함으로써 언어
적인 표현력을 증진시키고 개념을 명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다.박일
숙(2000)은 교사는 유아의 참여기회를 공평하게 주어 유아의 사고 확장과 언어발달
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상호작용이 왕성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진 시켜 주
어야 하며 의견 조정 과정에서 적절하게 개입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언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로는 동화를 활용한(김민

정,1995;나현선,1999;박미정,1999;이수영,2000),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활용한
(김지영,2002;이민자,2001),동시,동요를 활용한(김효선,2000;이윤경,2001;이
숙희,2002),극화 활동을 활용한(김성미,2002;박애자,1996;채희남,2002),토의
활동을 통한(민옥진,1999;박순임,1998;박일숙,2000;이윤경,2000),연상활동을
통해서(채미숙,2003)언어표현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2007년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 교육목표는 말과 글을 즐겁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기초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교육목표를 두었으며,언어교육
의 내용적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문식성과 관련된 것이다.이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방법의 문자 언어 교육,단어 수준의 문자 언어 교육,해독 수준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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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아니라,눈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문자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길러 준다는 의미에서의 교육을 말한다.
이처럼 말과 글을 즐겁고 바르게 사용하기 하기 위한 언어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가 통합적으로 일어나야 한다.통합이란 말은 둘 이상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듣기,말하기,읽기,쓰기가 따로 분리되어 가
르쳐 진다면 언어활동의 재미는 상당한 정도로 박탈될 것이다.듣기,말하기,읽기,
쓰기라는 각 언어영역의 통합 뿐 만 아니라,각 언어 영역들의 기능들을 세분화하
여 가르쳐서도 안된다.각 언어 영역의 세분화된 기능들은 유아들에게 아무런 의미
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습득하기 위한 훈련은 즐겁지 않을 것이다.
유치원 교사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첫째,문자 언어 발달

의 기초인 음성 언어 발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
고 실시한다.둘째,유아의 문자 언어 발달에 있어,환경 및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이를 언어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특히 쓰기 영역뿐 아니라,학
급의 곳곳에 쓰기 도구를 비치하여 둠으로써,유아들이 쓰기의 필요성을 느낄 때
언제라도 쉽게 그림이나 긁적거리기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셋
째,교사는 유아가 적극적으로 언어 사용에 대한 원리를 구성해 나가도록 의미 있
고 실제적인 활동을 제공한다.이를 위해 기능적이고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언어
사용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제시되도록 한다.
따라서 2007년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영역이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네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
동을 유치원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언어능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BB...창창창의의의성성성

본 절은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창의성의 특성을
검토하고,창의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고찰한 후 유치원 교육과정과 창의성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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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창창창의의의성성성의의의 특특특성성성

세계화,정보화,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창의적인 인간의 필요성
이 강조되고 있다.또한 과거에는 창의성이란 소수의 사람들만이 지닌 능력이며 유
전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았으나 많은 연구자(Guilford,1950;Torrance,1995)들이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창의성은 인간의 보편적인 능력이며 모든 인
간이 잠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환경과 창의성 증진에 영향
을 주는 교육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심리학 사전에는 창의성을 새로운 관계를 보는 능력,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
는 능력,그리고 전통적인 사고 패턴에서 일탈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여기
서 새롭다,비범하다,평범한 것으로부터의 일탈 등의 성격규정은 그 나름대로 하
나의 공통점을 가지는 것으로 느껴진다.바로 여기에 창의성의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론적 관점에 따라서 창의성 특성을 인지적 특성론,성격 특성론,과정
적 특성으로 분류하였다(Gilchrist,1972).인지적 능력의 특성은 Guilford(1950)가
대표적이다.Guilford는 창의성을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사고형태,오직 개개
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고 정의하였다.Guilford는 창의성을 지적
능력으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창의적인 지적 요소를 들고 있다.즉,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주어진 시간 안에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능력,보다 융통
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독창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주어진 의미를 재정의 하는 능력,복잡하고 난해한 것을 정교하게 만드는 능력 등
이 해당된다.이처럼 Guilford는 지능구조모형(StructureofIntellect,SOI)에서 발산
적 사고를 창의성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성격 특성론은 창의성을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으로 파악하며 정신분석학적 관점,
인본주의적 관점,개인적 속성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정신분석학적 관점
에서 Freud(1965)는 창의성이 원초아와 초자아 사이에 생긴 무의식적 갈등의 결과
라고 주장하면서 원초아의 통제에 의한 일차적인 사고를 자유로운 창의적 사고라
고 보았다.인본주의적 관점에서 Rogers(1954)는 창의성이란 하나의 새로운 결과를
야기하는 행동의 출현이고,그것은 그 개인의 특성과 개인을 둘러싼 사건,사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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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자기의 생활사의 어떤 상황 등에서 생성되는 과정이다.이러한 과정을 찾는 동
기가 바로 자아실현의 경향성이라고 하였으며,김성희(2002)또한 모든 사람은 자
아실현으로 창의적인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고,허용적인 환경이 주어진다면 누구
나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개인적 속성 관점에서 Urban(1995)은 창
의성을 주어진 문제를 민감한 눈으로 지각하거나,통찰력과 민감성을 가지고 발견
한 문제를 해결한 결과,새로우면서도 평범하지 않으며 놀랄만한 산출물을 어떤 형
태 혹은 모양으로든 구체화하여 새로운 해결구조를 찾아낸 후 감각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산출물을 의미 있고 중요한 것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했다.
따라서 창의성이란 개인의 복잡한 성격적인 특성의 조합으로부터 발현되는 능력
이며,개인마다 각기 다른 독특한 특성이 있으며,창의적인 과정을 이끄는 동기 및
자아실현의지,외부의 평가가 아닌 개인적인 의미와 만족감이 창의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과정론적 특성의 대표적 학자는 Wallas(1926)이다.그는 창의적 사고는 준비단계,
부화단계,발현단계,검증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하였다.준비단계는 주어진
문제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단계이며,실제적인 문제 활동이 의식화되기 전에 부화
단계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고,발현단계는 이제까지 수집한 자료가 순간적으로
분명하고 의식적이며,의미 있는 것으로 바뀌는 단계이다.검증단계는 산출한 아이
디어의 타당성을 검증하며,이를 완전한 아이디어로 정리하는 단계이다.이 단계에
서는 주관적인 인지를 상징적이고 객관적인 형태로 만드는 과학적인 사고가 필요
하며,최종적인 산출물은 이 단계에 의해 사회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Torrance(1995)는 창의성을 ‘연구적’,‘예술적’,‘생존적’의 세 가지 시각에서 정의

하였다(김영채,2001).
첫째,‘연구적’창의성은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사람,작품,화경 및 과정은 서로

겹쳐 상호작용하기 때문에,과정에 초점을 두더라도 그러한 과정에 가장 성공적으
로 관여하기 위하여 그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며,어떤 종류의 환경이 요구되며,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산출이 생산되는지를 물어야 할 것이다.그는 창의
적 사고는 다음과 같은 과정(process)속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창의적 사고는 어
려움,문제,지식상의 괴리,또는 빠져있는 요소들을 지각하고,그러한 결손에 대하
여 추측을 하거나 가설을 형성하며,그러한 추축을 검증하고,필요하면 수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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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증하며,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결과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라 정의한
다.이러한 정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기술하고 있으며 인간의 요구에 기초
하고 있다.우리는 어떤 것이 불완전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을 지각
하면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그러면 불안스러워지며 그러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
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그러한 결과로 우리는 탐색하고,질문하고,어떤 것을
조작해 보고,추측하는 등의 사고를 하기 시작한다.또한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도
발견한 것을 남에게 말할 때까지 긴장감은 대개가 완화되지 아니한다.그리고 이러
한 전체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냥 순응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성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둘째,‘예술적’창의성은 연구적 창의성보다 더 유용하다.창의성이 어떤 것인지

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추적인 것으로 읽어야 의미가 우러
난다.‘창의성이란 …이다’가 아니라 ‘창의성이란 …와(과)같다’라고 하는 것이 좋
다.예컨대 “창의성이란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창의성이란 깊게 파고드는 것과 같
다.”는 등의 창의성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연구용의 공식적인 진술보다 이해
하기가 쉽고 그래서 보다 유용할 수 있다.특히 가설을 생성하고,아이디어를 생각
해 내고,이론화하고,자신의 사고를 조직화하고 그리고 창의성의 성질을 커뮤니케
이션 할 때 특히 유용할 것이다.
셋째,‘생존적’창의성은 짧지만 어떤 의미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 방법을 미리 배워 알고 있지 아니하
는 한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어떻든 창의적 사고를 해야 한다.진정으로 창의적인
것은 가르칠 수가 없다.그렇다고 창의성은 가르치지 않고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
다.창의적 사고 자체는 스스로 발견해야 하고 스스로 훈련해야 한다.Torrance는
생존 훈련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기 발견과 자기 훈련의 방법 그리고 상상력의 사
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창의성을 주제로 한 최초의 논문인 박용현(1967)의 창조를 위한 인간교육

에서 창의성 발달의 기원과 창의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 및 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적
원리 등을 논의하고 있다.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라는 구성개념에 대한 창
의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지적․성격적 특성,최근의 정의들,창의적 인물들의 발달 심
리학적 발견들,창의적 활동의 동기에 대해 논하고,창의성에 관한 인지과학적 연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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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들을 다루었으며,마지막으로 창의적 산물이 나오기까지의 역동과정으로 요약하였다(최
인수,1998).이 연구는 창의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와 향후 창의성 연
구의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1990년대 후반 이후 창의성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의
의가 있다.결국 창의성이란 인간이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하여 발산적 사고를 통해
서 다른 사람과 다른 독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행동하고,환
경의 영향을 받아가며 유용하고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이와 관련지어 창의성의 구성요소를 인간,지식과 경험,행동하는 능력,환경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병기(2004)는 창의성에 대한 본질적 이해 없이는 제대로 된 창의성 교육을 기대

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살아있는 은유’의 관점에서 창의성 은유를 해석하여 창의성의
본질과 교육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창의성이 인간 삶 자체의 본질로
인정된다면,창의성을 인간 이해의 중심에 두어야할 것은 당연하다고 하였으며,박종석
(2005)또한 현대 교육에서 가장 관심사 중 하나인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론이나 교수 모형을 교사가 비판적으로 채택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창의성의 개념
에 대한 이해와 기본적 안목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현대 심리학에서 이루어진 창
의성 연구의 논의와 전개 과정을 유형화 하였다.다시 말해 창의성이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기는 하나 분명 실재하는 것이며 인간발달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앞
으로 창의성 연구는 모든 학문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인간의 핵심과제이며 교사들도 연
구․학습 관찰․교수 경험을 기초로 창의성의 특징을 계속적으로 축적해야 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창의성에 대한 견해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지만

창의성은 보편적으로 어떤 사태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통찰과 사고를 산출하는 과
정을 거쳐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롭고 다양한 해결과정을 산출해 내는 능력이며,
지적인 능력뿐 아니라 모든 측면을 포괄하는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결국 창의성
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나 교육환경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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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창창창의의의성성성의의의 구구구성성성요요요소소소

창의성의 이론을 확립한 학자들마다 창의성의 구성요소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
다(Guilford,1967;Torrance,1995;Williams,1980).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인은 크
게 창의적 사고기능의 인지적 요인과 창의적 사고성향의 정의적 요인으로 구분된
다.창의적 사고기능이란 창의적 사고과정에서 주어진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
결 하기위해 발생하는 인지적 능력이며,일종의 정보처리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Guilford(1959)는 창조성을 지적 특성으로 이해하고,지능구조모형(Structureof
Intellect,SOI)을 제시하면서 이를 기초로 이루어진 발산적 사고능력을 지능의 한
가지 종류라고 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탈피하고 정신능력을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
하였다.이는 조작(operation,사고활동),내용(contents,사고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 등),그리고 산출(products,작품,소산,사고를 통하여 결국에 얻어지는 것)
등이며,모든 정신 활동은 어떤 종류의 내용을 조작함으로써 어떤 산출을 얻게 되
는 것이라고 하였다.이는 결국 창의성을 주어진 정보에서 시작하여 또 다른 정보
를 생산해내는 발산적사고(유창성,유연성,독창성,정교성)를 창의성의 구성요인으
로 보고 있다.
그러나 Torrance(1962)는 창의성에 있어 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성격적 특성까지
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Torrance(1990)는 유연성은 유창성의 범주에 포함
된다고 보고 창의성의 구성요인을 제목의 추상성,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을 추가
하였다.다시 말하면,Torrance는 창의적 사고의 요인을 유창성,정교성,독창성,제
목의 추상성,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의 5개 요소로 보았다.그 밖에 창의적 사고
와 관련된 성격적 특성으로 용기,호기심,사고와 판단에서의 독자성,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몰두,직관이요,사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음,낙관적 태
도,모험심 등을 들었다(김영채,2001).Williams(1980)는 창의성의 구성요소로 인지
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그 구성요인은 유창성,독창성,정교성,호
기심,모험심,복합성,상상력 등을 들고 있다.
한편 국내 학자들은 창의성의 구성요인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이춘희(1997)
는 창의성의 하위구성요소를 크게 창의적 사고기능(인지적 능력)과 창의적 성향(정
의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창의적 사고기능은 개인이 경험하는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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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사고 관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하위요인으로 유창성,융
통성,독창성,정교성을 들고 있다.창의적 사고성향은 사고기능이 최종적으로 인간
의 성취를 위해 작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내적인 동기나 태도 등을
말한다.창의적 사고성향의 하위요인으로는 민감성,자발성,독자성,근면성,호기
심,변화에 대한 개방성을 들고 있다.
송인섭과 김혜숙(1999)은 창의적 특성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지적 특성으로는
유창성,융통성,독창성의 특성으로 구분하였고,정의적 특성으로는 호기심,흥미,
다양성,몰두,개성,특이선호,탈 규범성,개방성 등의 요인이 추출되었다.노영희,
김경철과 김호(2006)는 창의성의 주요요인으로 유머,융통성,독창성,상상력,탈 규
범성,몰입,개방성,모험추구,자기 확신,독립성의 10가지로 설명하면서 내적인 요
인을 강조하였다.또한 전경원(1999)은 유아들의 창의성 총점과 하위영역에서 유창
성,융통성,독창성이 연령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달하지만,상상력에 있어서는
4～5세경에 증가하다가 6세가 되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창의성의 구성요인은 누구에게나 잠재된 것으로 교육에 의해
개발 및 신장 가능하며,유아들을 위하여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해야 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orrance(1990)의 창의성 구성요인을 이론적 근거
로 삼아 지적 특성뿐만 아니라 성격적 특성까지 포함되어 있는 창의성 도형검사
(ThinkingCreativelywithPictures,TTCT)A형,B형을 사용 하였으며,하위요인별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창성(fluency)은 제시된 특정 자극에 대해 아이디어를 많이 산출해 내는 능력
을 뜻한다.따라서 모든 발산적 착상의 산출 검사는 유창성을 사정하는 도구로 각
각 평가 된다.관념적 유창성(ideationalfluency,발산적 의미 단위)은 문제 해결 상
황에 대한 응답에서 관념의 양을 발생시키는 능력을 나타낸다.이 능력의 예는 무
제의 문학 작품에 대한 많은 수의 수용 가능한 구성제목을 쓰는 능력과 환경 변화
나 인생 조건 변화에 따른 열 가지 결과의 상상 등이다.연상적 유창성
(associationalfluency,발산적 의미의 관계)은 여러 의미를 갖는 유사한 단어를 찾
아내는 동의어 찾기에서도 나타난다.표현적 유창성(expressionalfluency,발산적
의미 체계)은 문장 구조에 알맞은 단어를 구사하는 능력이다.이러한 능력이 특출
한 사람은 일정한 단어 수나 각 문자의 단어 첫 자리를 하나로 병렬한 것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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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많은 문장을 쓸 수 있다(Tannenbaum,1983).
독창성(originality)은 제시된 특정자극에 대해 독특하거나 비일상적인 반응을 산
출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다시 말하자면 발산적 의미로의 변환으로 판에 박히지 않
은,예기치 못했던,때로 기쁨이 되는 산물에 대해 중점을 두는 것 외에는 관념적
창의성과 유사하다.예를 들어,‘결과’문제는 주어진 문제 상황과는 무관하거나 간
접적인 응답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줄거리 제목에 대해 중요한 것은 현명하거나,
재치가 있거나,간결한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반응들이다.
제목의 추상성(abstractnessoftitles)은 제시된 특정자극에 대해 산출한 반응의
제목이 보다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도록 명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교성(elaboration)은 제시된 특정 자극에 대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꾸미며 정교하게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다시 말하자면 발산적 의미의 복합으로서
계획 및 조직화 능력과 관계가 있다.예를 들어 무대 위에서 연극을 효율적으로 공
연하는 준비를 하는 것 등과 같은 간략하게 요약되는 행위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
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채워 넣는 능력 등이다.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resistancetoprematureclosure)은 제시된 특정자극을
단순하게 또는 급하게 완성시키지 않고 다른 아이디어를 더 첨가시킬 수 있는 가
능성을 의미한다.
위에서 언급한 유창성,정교성,독창성,제목의 추상성,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은 규준관련 척도(norm-referencedmeasures)에 의해 채점되고 그 외에 13개의 창
의적 강점(checkofcreativestrengths)이 있는데 이는 추가로 창의적 잠재력을 나
타내는 능력으로서 정서적 표현,제시된 자극의 통합,독특한 시각화,유머 등이 포
함된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강점은 유아의 연령이 낮아서 제외하였다.

333...유유유치치치원원원 교교교육육육과과과정정정과과과 창창창의의의성성성

교육부(1998)에서 고시한 제6차 유치원 교육 과정의 탐구 생활 영역에서 교사의
유치원 교육 활동 지도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창의적 탐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
변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기,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대해 가능한 한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태도와 능력 기르기,주변의 사물과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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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남과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것 등을 들 수 있다.이처럼 유아들은 학습과 일
및 놀이를 할 때 말하기,그림 그리기,노래하기,춤추기,만들기와 같은 언어,도
형,소리,동작,조작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다.
2007년에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
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또한 교육 목표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
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설정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2007).
이러한 교육목표 설정에 따라 유치원 교육과정에서의 창의성은 누구에게나 길러질
수 있는 특성으로,유아기는 창의성이 싹트고 자유롭게 발현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유아는 세상 모든 사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하나의 개체로서 발달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한순미․김선․박숙
희․이경화․성은현,2005).
Piaget(1980)는 유아의 지적발달과정,즉 감각 운동기,전조작기,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로 나누어 창의성 발달을 관찰할 수 있다고 했다.각 단계별 발달과
정에서 전에 있던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을 산출하게 되며,상상과
추론이 가능해지고,점차 개방적으로 되고 감수성이 예민해진다고 했다.
이 시기의 다양한 감각적 활동을 통한 민감성 훈련은 4세 이후의 창의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13～18개월 정도 된 영아의 경우에는 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져 블록을
쌓거나 병속의 물건을 꺼낼 수 있으며,감각적 기능이 발달되므로 소리를 변별할
수 있게 되고,호기심이 생기고 문제해결을 시작하게 된다.19～24개월 정도가 되
면 재생과 기억능력이 발달되므로 창의력의 기본 요인인 상상력 발달에 도움을 주
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김재은(1994)은 2세 반경부터는 호기심과 질문이 더 많아지고 상상력과 더불어
추리력도 발달하며,만 2～3세 유아들은 역할 놀이를 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
어보고 창의적인 행동을 나타내며,멜로디를 개발하기도 하고 장난감이나 생활도구
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놀이를 하게 된다.3～4세가 지나면 상상의 요소가 포함되지
만 아직은 실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여 ‘무엇이나 다 어떤 것이 될 수 있다’는
원리에 따른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게 되며,이는 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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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4～5세가 되면 현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아져
표상의 범위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상상력이 발달하게 되고 언어발달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므로 낱말 놀이를 하며 새로운 단어의 뜻과 소리를 가지고 놀고,
동화책을 읽거나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노는 경우에도 창의적인 사고가 발달되게
된다.그러나 아직 전조작기에 머물러 있으므로 비록 상상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더
라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의 틀에 갇혀 있다.
이러한 Piaget의 관점과 마찬가지로 Vygotsky(1962)역시 창의적인 상상은 유아
의 놀이에서부터 생겨난다고 보았으나 그러한 상상적 놀이는 성인에 비하면 빈약
하고 단순하고 덜 발산적인 사고에 머물러 있다고 보았다.그러나 취학 전 이 시기
가 유아의 창의성이 최고조에 달하여 뚜렷한 창의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이므로 창의적인 특성이 최대한 신장될 수 있도록 최적의 인적․물적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만3세 유아가 동일한 사람의 그림을 여러 개 서로 다르게 그릴 수 있
는 있는데,이는 창의성 때문이 아니라 그리기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못한 데서 기
인한다.다른 범주의 요소를 포함시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기는 10세가 지나서
야 가능하다고 본다.구체적 조작기인 아동기에 들어서면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고
언어능력이 발달하면서 성인과의 대화나 상호작용이 가능해진다.창의적인 유아는
상상놀이를 즐겨하며 외부적인 자극보다는 내적인 자극에 의해 동기화되는 경향이
있고(Moran,1988),놀이그룹 내에서 리더의 역할을 맡으며,새롭고 특이한 놀이
활동을 제안하면서 독특한 역할을 맡는다(Hurlokc,1978).사회적 측면에서 창의성
이 높은 유아는 전조작기에서부터 협동심을 표출하는 긍정적인 행동과 성격특성을
보여준다(강문희,1994;Smith,1995).
이는 강문희(1994)가 연구한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창의성과의 관계를 밝힌 실험
결과에서는,창의적 유아가 지적발달과 인지발달 면에서는 또래에 비해 앞서므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평형의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지식을 구성하는 모든 행
동이 창의적이지만 사회․정서적 발달에서는 같은 또래의 정상아들에 비해 사회적
기술이 뒤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Torrance(1963)에 의하면 유아기는 창의성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서 창의
성 계발에 필요한 창의적 상상력은 4세에서 4세 반 정도에 가장 발달하며,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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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시점인 5세경에 조금씩 감소한다고 하였다.이러한 것은 경직된 학교제
도,교육과정 운영 및 사회문화,인적영향 등으로 인한 것이지 발달적 특징은 아니
라고 하였다.그리고 창의성이 절정에 달하는 유아기 때부터 창의성 교육이 시행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경화(2002)의 4,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창의성 발달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
면,4세에서 5세로 넘어가는 시기가 어휘의 확장 시가라는 점이 반영되어,창의성
에 있어서도 4세와 5세 사이에 언어 유창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그러나 아직
인지발달에 있어서 전조작적 사고의 시기에 머물러 있으므로 상상력이나 독창성에
서 나이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전경원(1999)은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는 유아들의 창의성 총점
과 하위영역에서 유창성,융통성,독창성이 연령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달하지
만,상상력에 있어서는 4～5세경에 증가하다가 6세가 되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이에 김경희(1997)는 유아기가 창의성 발달에 가장 민감하기 때
문에 이 시기에 창의성 교육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이를 증진시키기 어
려울 뿐 아니라 창의성에 민감한 유아기에 교육을 받은 사람만큼 발달하기가 어렵
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유아기는 창의성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서
만 4세에 가장 발달하며,학교에 들어가는 시점인 만 5세경에 조금씩 감소한다고
하였다.그 이유는 경직된 학교제도,교육과정 운영 및 사회문화,인적영향 등으로
창의성이 절정에 달하는 유아기 때부터 창의성 교육이 시행되어야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따라서 창의성 계발을 기초로 한 교육목표 설정 경향은 2007년도에 개정된
유치원 교육과정 그 이후에도 발전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CCC...프프프로로로젝젝젝트트트 스스스펙펙펙트트트럼럼럼의의의 언언언어어어활활활동동동과과과 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 및및및 창창창의의의성성성

본 절은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과 언어능력 및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하
여 프로젝트 스펙트럼에 대하여 고찰하고,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과 언어능
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후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과 창의성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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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프프프로로로젝젝젝트트트 스스스펙펙펙트트트럼럼럼

aaa...프프프로로로젝젝젝트트트 스스스펙펙펙트트트럼럼럼의의의 개개개관관관
프로젝트 스펙트럼(ProjectSpectrum)은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과 Feldman의
비보편적 발달이론을 기초로 하여 HarvardProjectZero연구팀이 개발한 것으로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의 유아의 인지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혁신적 접
근법이라 할 수 있다.
프로젝트 스펙트럼은 Massachusetts Medford에 있는 Tufts 대학교의 Eliot
Pearson유아원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취학 전 프로그램으로서 49개월부터 59개월
에 해당하는 유아의 지능 프로파일과 활동유형(workingstyles)을 혁신적인 방법으
로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었다(Gardner,1993b;1998).이는 유아를 위해 “유아-중심
적”구조에 부합하도록 한 교육과정 활동과 평가체제로 개발되었다(Gardner&
Hatch,1986).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방법들이 모색
되면서 HarvardProjectZero연구진에 의해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된 교육 프로그
램이다.
프로젝트 스펙트럼은 유아의 강점 영역을 확인하고,이러한 정보를 개별화된 교
육 프로그램을 위한 개인중심 교육과 학습자 중심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
어야 함을 강조하였다.이를 위해 프로젝트 스펙트럼은 각 지능 영역별로 교수-학
습영역을 구성하여 유아들의 능력 있는 분야 즉 강점 및 흥미 있어 하는 영역을
찾아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하였다(이영만,1996).
프로젝트 스펙트럼은 지능의 초기 지표들에 대한 탐색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정당성은 더 많은 부분에서 확인된다.Feldman(1986)은 “확실히 우리는 각 지능의
수많은 핵심적인 능력을 밝혀냈다.그러나 지능을 순수한 형태로 보기보다는 각 영
역에서 드러나는 수행능력을 보았다.”예를 들어 음악에서는 산출과 지각,언어에
서는 창작과 기술 그리고 신체-운동 영역에서는 표현과 운동 모두에 역점을 두었
다.또한 학교에서만 유용한 기술보다는 사회인으로서 유용한 기술과 능력에 중점
을 두었다.이를 위해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스펙트럼에 반영
했다.그리하여 추상적인 논리-수학적인 기술을 보지 않고도 과학적인 발명을 가능
하게 하는 역량들을 찾아냈고,문장을 줄줄이 반복할 수 있는 역량보다는 이야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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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능력과 경험을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Gardner(1993b)는 지능을 “하나 이상의 문화나 공동체의 상황에서 가치가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산출을 형성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Gardner의 이러
한 정의 속에는 지능이 성립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첫째,어떤 생물-심리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행위자(agent)가 있어야 하고,
둘째,행위자는 어떤 영역(domain)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산출을 형성해야 하며,셋
째,이러한 문제해결과 산출형성이 사회문화적 장(field)에서 가치로운 것으로 인정
을 받아야 한다.다시 말해 지능은 행위자,영역,장의 상호작용적 차원에서 인식되
어야 한다.
Gardner는 이러한 지능의 개념을 추출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그는 정상아의 각기 다른 기능의 발달에 대한 관찰,뇌상해 환자의 기
능장애 관찰 그리고 천재․백치․자폐아․학습장애아 등의 특수집단을 관찰하였다.
또한 심리검사간의 상관을 조심스럽게 분석하였다.이러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주관적 요인분석(subjectivefactoranalysis)의 과정을 거쳐 8개의
지능요소를 추출하였다.
Gardner가 추출한 8가지 지능요소와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영역별활동과 우리나

라 유치원 교육과정 5개 생활영역과의 관계는 [그림Ⅱ-1]과 같다.

다중지능
MultipleIntelligence

프로젝트 스펙트럼
ProjectSpectrum

유치원
교육과정(6차)

8개의 지능 활동영역 5개 생활영역

①언어적
②논리-수학적
③공간적
④신체운동감각적
⑤음악적
⑥대인관계
⑦개인이해
⑧자연탐구

① 언어활동 ㉮
㉮언어생활영역
㉯사회생활영역
㉰건강생활영역
㉱표현생활영역
㉲탐구생활영역

③ 기계와 도구활동 ㉲
②⑧ 과학활동 ㉲
⑤ 음악활동 ㉱
④ 동작활동 ㉰
② 수학활동 ㉲
⑥⑦ 사회적 이해활동 ㉯
③ 시각적 예술활동 ㉱

[그림Ⅱ-1]다중지능과 프로젝트 스펙트럼 및 유치원 교육과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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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유아의 언어인지능력을 측정하고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야기판 활동과 보고
활동을 통하여 유아들을 평가한다.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인지영역 및 활동내용
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구조적이
고,목표 지향적인 과제에서부터 덜 구조적이고 관찰 가능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매
우 다양하다.이러한 평가는 교재교구,게임,퍼즐 및 학습 영역에 참여하는 다양한
교실 환경의 일부에서 이루어진다.학습영역에서 유아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탐색을
하고 추후활동에 까지 연계된다.예를 들면 이야기 꾸미기 활동 후에,유아들은 미
술영역에서 자신의 이야기판을 만들어 보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프로젝트 스펙트

인지
영역 구분 활동 내용

언어

이야기판 활동
(storyboard
activity)

이야기판 활동은 딱딱하지만,유아들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유
스러운 기틀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유아들로 하여금 불분명하게 보이는 풍경과 잎사귀들,거기에 사는 사
람들,그리고 구색을 맞춘 등장인물들,창작물들,소품들 등이 배치되어
있는 이야기판을 이용하여 줄거리를 이야기 하도록 한다.
이 활동은 말하기 기술의 범위,즉 어휘의 복잡성과 문장의 구조,화자
의 목소리 그리고 대화 등을 이용,주제의 일관성,그리고 표현력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보고활동
(reporting
activity)

기자활동은 유아들로 하여금 경험해 왔던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을 가지게 해준다.첫 번째 활동으로는 영화를 한 편 보고,유아는 그 영
화에 관한 질문들을 받게 된다.그 유아의 대답은 내용의 정확성,어휘의
복잡성,세부 설명 정도,그리고 문장 구조 등으로 점수 매겨진다.주말
뉴스도 비슷한 기술들을 가지게 되는데,1년 동안 실행한다.매주 또는
격주 동안 유아들이 기자가 되어,그들이 주말에 무엇을 하였나를 보고
하도록 한다.그들의 설명들은 흔히 현실의 세계와 환상의 세계로 혼합
으로 만들어지는데,어른들에 의해서 녹음되고,또 특별한 노트에 모아
기록을 한다.이 노트는 학년 내내 재검토될 수 있는 유아의 보고하는
기술의 다양한 표본을 제공하고 유아의 관심 단계를 표시한다.

주.출처:안영진(2003)의 프로젝트 스펙트럼 Ⅰ,pp.213-214

<표 Ⅱ-1>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인지영역 및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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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의 교육과정과 평가 활동은 일년 동안 수행된다.평가와 수행기록은 점수 검사지
와 관찰 체크리스트에서 포트폴리오,테이프 녹음,녹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스펙트럼 프로젝트를 활동하는 동안에는 작업양식
(workingstyles)을 체크한다.작업양식 체크리스트는 유아가 검사를 통하여 자료와
과업에 접근하는 방법을 돕는다.교사들은 유아가 각자의 스펙트럼 활동을 마친 후
에 각 유아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작업양식 유형은 <표 Ⅱ-2>에 제
시된 바와 같이 참여도와 적응력,흥미도,집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작업 양식 체크리스트는 유아가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상황이나 영
역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이를테면,유아가 조립활동이나 미술활동에
는 집중하지만,언어영역에서는 쉽게 산만해 진다거나,비교적 구조화된 활동 시
에는 자신 있게 과업을 수행하지만,이야기를 구성하도록 요구받는 활동에는 주저
하거나 꺼려하는지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교사는 유아의 강
점과 약점 영역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작업 유형

유아

자신감이 있다.↔ 주저한다.
명랑하다. ↔ 심각하다.
집중한다. ↔ 산만하다.
끈기있다. ↔ 쉽게 좌절한다.
반성적이다. ↔ 충동적이다.
활동에 쉽게 참여한다. ↔ 활동에 참여하기를 꺼린다.
천천히 하는 경향이 있다.↔ 빨리 하는 경향이 있다.

유아

시각적/청각적/감각적 단서에 반응한다.
계획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과제해결에 자기가 지닌 강점을 응용하려 한다.
교과내에서 유머감각을 찾아낸다.
자료를 기발한 방법으로 사용한다.
자신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자세한 것에 집중을 하고 관찰적이다.
자료에 대해 궁금해 한다.
성인들과 상호작용 하는데 중점을 둔다.
과제/자료들을 변형해 본다.

주.출처:Krechevsky(1991).ProjectSpectrum:Aninnovativeassessmentalternative.p.46

<표 Ⅱ-2>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작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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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프프프로로로젝젝젝트트트 스스스펙펙펙트트트럼럼럼의의의 영영영역역역별별별 학학학습습습활활활동동동

프로젝트 스펙트럼은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인지적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 활동들의 인지적,지적인 면을 다룬다.즉 어떤 유형의 수행이 평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가정에 질문을 불러일으키고,단지 언어적이고 논
리․수학적인 발달을 평가하는 데 안주하는 신념과 가치를 재고하도록 한다.프로
젝트 스펙트럼은 맥락 속에서 활동을 추진한다.유치원 교육과정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유아와 교사를 돕는 수단이며,교사의 교수법과 유아의 학습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획기적이면서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신화식․주은희․
이경선․소현아,2001;Krechevsky& Gardner,1990).
프로젝트 스펙트럼은 유아의 인식 능력이 크게 다르고 교육기회와 내용에 의해

중대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Gardner,1983;Feldman,
1980).프로젝트 스펙트럼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다
양한 영역을 소개한다.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유아의 강점과 흥미 영역을 지원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구체
적인 학습활동은 기계와 도구활동,과학활동,음악활동,동작활동,수학활동,사회적
이해활동,언어활동,시각예술활동 등 여덟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지고 각 영역마
다 13-22개의 다양한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젝트 스펙트럼 학습활동 영역의 구체적인 활동내용과 핵심능력은 다음과 같
다(Chen,Kerchevsky,Viens& Isberg,1998).
첫째,언어활동(linguisticactivities)은 실제적인 경험들을 통해 유아의 듣기,말
하기,읽기,쓰기 능력을 개발하도록 고안된 활동이다.이 영역의 활동들은 이야기
하기,보고하기,시,읽기와 쓰기의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이야기하기는
언어의 표현적 기능과 심미적 사용에 보고하기는 사실의 기술과 설명에 초점을 두
고,시는 단어놀이에 읽기와 쓰기는 문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둘째,기계와 도구활동(mechanicsandconstructionactivities)은 유아에게 실제
로 도구를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며,물리적 원
리에 대하여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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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과학활동(scienceactivities)은 유아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주변 환경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제공된 활동이다.과학 활동은 대
부분 질문하기로 이루어지는데,이러한 질문을 통하여 유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며,생각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음악활동(musicalactivities)은 유아에게 음악의 깊이와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안된 활동이다.이 활동들은 음악 만들기와 연극 해석,듣기 경험 등
을 통하여 유아들이 지각,표현,작곡의 세 가지 핵심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유아들은 간단한 음표를 기록하는 방법,작곡경험 및 조율,리듬과 음높이에
대해 탐구하며,간단한 타악기와 멜로디 악기를 사용해 보도록 한다.
다섯째,동작활동(movementactivities)은 유아의 운동적 사고를 증진시키고,신
체를 사용하여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고안된 활동이다.
즉 유아들은 동작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신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운
동기술을 발달시키며,창의적이고 신체발달적인 운동의 기회를 경험한다.이러한
동작활동을 계획할 때는 유아들의 신체적 운동감각과 운동 패턴이 서로 다른 속도
로 발달하여,제한적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수학활동(mathematicsactivities)은 유아들이 논리-수학적인 지식과 사고
를 돕기 위해 고안된 활동이다.이 영역의 활동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실물과 실제
상황에 연결시키고,일상생활과 관련된 논리-수학적 활동들을 제공한다.즉,유아들
이 물체의 수와 양을 세어보고 비교함으로써 상호간의 생각과 의견을 교환하며 여
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생각하도록 하여 수학적 개념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일곱째,시각예술활동(visualartsactivities)은 유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술
가적인 관찰과 창조적인 감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안된 활동이다.이 활동들은 유
아들이 자신의 생각을 물리적인 형태로 구성하고 표상능력,예술성,상상력,탐구
심,도전정신 등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다양한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성취
감을 느끼며 유아들의 감각적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사회활동영역(socialunderstandingactivities)은 유아의 사회성 모습과
그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사회지능의 개발에 촉진적인 역할을 하도록 고안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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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자신이 속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또
한 유아들에게 각자가 어떤 점이 유사하고,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은 유아의 다양한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연스러
운 상황 속에서 지적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유아의 강점을 확인하며,유아의 잠재
력과 개인차에 따른 개별적 학습지도를 할 수 있는 교수 접근법이다.

222...프프프로로로젝젝젝트트트 스스스펙펙펙트트트럼럼럼의의의 언언언어어어활활활동동동과과과 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

언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적 지식에 입각한 사회적 능력이며,모든
사회 활동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시 된다.대부분의 유아들의 언어 발달은 옹알이
에서 한살 무렵 첫 말하기를 거치면서 수년 내에 언어를 습득한다.2세 후반 무렵
에는 단어들을 조합하여 간단한 구를 형성하고,3세경에는 상당수의 단어를 배우고
기본적인 문법과 계통적 배열을 습득하게 된다.4세 또는 5세에는 성인들의 문구를
연상시킬 정도의 문장을 구성한다.어떤 유아들은 물체를 표현하는 단어를 습득하
면서 사회성을 표출한다(Nelson,1973,1974).
Heath(1983)은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은 언어 발달이 기본이 되고,유아들은 수업
시간 내내 교육 과정 외에도 많은 말을 한다고 하였다.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
는 유아들의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그룹 활동을 통하여
유아들은 교실 내에 있는 준비물,활동 등을 통해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 기호를
제공받는다.언어영역,역할영역 그리고 도서 영역 등에서 유아들은 자신들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처럼 유아교육기관의 기본 영역인 언어발달을 위하여 실용적이고 실제에 입각
하여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더 표현적이고 미적인 영역의 양상을 나타내고 자
신의 경험을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며,자연스러운 환
경에서의 관찰을 통한 말하기․쓰기와 관련된 능력을 보여주는 이 활동은 일련의
다른 기술들과 관련된다(Olson,1977).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은 유아들이 듣기,말하기,읽기,그리고 쓰기 능력
을 의미 있는 실제 세계의 경험을 통하여 기를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이러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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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프로젝트 스펙트럼에 근거한 창작한 이야기/이야기하기,설명적 언어/보고하
기,언어의 시적 사용/단어놀이,읽기와 쓰기의 네 가지 주요능력 및 20가지의 활
동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네 가지 범주들은 부분적으로 중복되기는 하지만,일반적으로 이야기 하기
는 언어의 표현적인 기능과 심미적 사용에 초점을 두고,보고하기는 사실의 기술과
설명에,시는 단어놀이(wordplay:말을 주고받기,익살,재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읽기와 쓰기는 문어에 초점을 두고 있다.어떤 활동들은 글자 인식하기와
같은 읽기 준비도를 강화시키도록 고안되어 있지만,다른 활동들은 읽기 능력이 보
다 앞선 유아들을 위하여 고안되었다(안영진․이성숙,2001).
이처럼 언어활동은 이야기하기 등 20개 수업활동을 대집단이나 소집단 활동의
집단형태로 이야기나누기,조형활동,동화,게임,신체표현 등을 통하여 유치원 일
과활동 속에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저학년 유아들(earlyelementaryyears)에게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읽기와 쓰기를 학습하는 것이다.그러나 읽고 쓸 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분리된 기
술 이상의 것으로 다양한 상황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읽기와 쓰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말을 잘하고,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며,이러한 언어영역에서의 활동을 경험
함으로써 유아는 자신의 창의적인 언어표현활동인 상상력과 독창성으로 자기의 논
리적인 주장과 질문에 관여할 수 있으며,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는 데 흥미를 보인다.
따라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에 근거한 창작한 이야기/이야기하기,설명적 언어/보
고하기,언어의 시적 사용/단어놀이,읽기와 쓰기의 네 가지 주요능력 및 20가지의
활동들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와의 관련성은 <표 Ⅱ-3>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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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능력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듣기 말하기 읽기․쓰기

말소
리듣
기

낱말
과문
장을
듣고
이해
하기

이야
기를
듣고
이해
하기

동화,
동요,
동시
듣기

바른
태도
로
듣기

바르
게
발음
하여
말하
기

낱말
과
문장
을
말하
기

경험,
생각,
느낌
말하
기

상황
에
맞게
말하
기

바른
태도
로
말하
기

말과
글의
관계
알기

글자
에
관심
가지
기

쓰기
에
관심
가지
기

책에
관심
가지
기

읽어
주는
글을
이해
하기

창작한
이야기/
이야기하
기

이야기하기에서 상상력과 독창
성을 사용한다. ○ ○ ○ - - ○ ○ ○ ○ ○ - - - - -
이야기 듣거나 읽기를 즐김 ○ ○ ○ ○ ○ - - - - - ○ ○ - ○ ○
줄거리의 구성과 전개,주인공
의 정교한 묘사,동기,상황,장
면 또는 분위기의 묘사,대화의
사용에 흥미와 능력을 보임

○ ○ ○ ○ - ○ ○ - ○ ○ ○ ○ - ○ ○

뛰어난 스타일과 표현력 또는
다양한 역할을 연기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연기 능력 또
는 극적인 재능을 보인다.

- - ○ - - ○ ○ ○ ○ ○ - ○ - - -

설명적
언어/
보고하기

사건,감정 그리고 경험에 대한
정확하고 조리있는 설명 ○ ○ ○ - ○ ○ ○ ○ ○ ○ ○ ○ - - -
사물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붙
이고 정확한 설명을 한다. ○ ○ ○ - ○ ○ ○ - - ○ - ○ - - ○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설
명하거나 절차를 묘사하는 데
흥미를 보인다.

- - - - - ○ ○ ○ ○ ○ - ○ - - -

논리적인 주장,질문에 관여 - - - - - ○ ○ ○ ○ ○ ○ ○ - - -

언어의
시적
사용/
단어놀
이

익살,운율,운문을 즐기고 숙달
되어 있다. ○ ○ - ○ - ○ ○ ○ ○ ○ - ○ - ○ ○
단어의 의미와 소리로 놀이 ○ ○ - ○ ○ ○ ○ - - - ○ - - - -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는 데 흥
미를 보인다. - - - - - - - - - - - ○ ○ ○ ○
유머러스한 방법으로 단어를 사
용한다. - - - ○ - ○ ○ ○ ○ ○ ○ ○ - - -

읽기와
쓰기

철자와 발음에 대한 능력,소리
-글자 일치 ○ - - - ○ ○ - - - - ○ ○ ○ - -
듣기와 읽기에 즐거움,강제적
인 형식,표현적으로 읽기 협동 ○ ○ ○ ○ ○ - - - - - ○ ○ ○ ○ ○
상상력,독창성,표현력,정확하
고 조리있는 묘사,단어놀이 ○ ○ ○ ○ ○ ○ ○ ○ ○ ○ ○ ○ ○ ○ ○
창작된 이야기,설명적 언어(상
상력과 독창성,이름붙이기,설
명하기)

- - - - - ○ ○ ○ ○ ○ ○ ○ ○ ○ ○

독창적인 글쓰기,단어놀이,시
의 활용 - - - ○ - - - - - - ○ ○ ○ ○ ○
창작된 이야기-상상력과 독창
성,상세한 기술,단어의 발명) - - - - - - - - - - ○ ○ ○ ○ ○

<표 Ⅱ-3>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과 언어능력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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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프프프로로로젝젝젝트트트 스스스펙펙펙트트트럼럼럼의의의 언언언어어어활활활동동동과과과 창창창의의의성성성

프로젝트 스펙트럼은 지식 위주의 활동이 아닌 유아의 다양한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유아의 강점을 구체화하고 그 구체화된 강점을 길러준다.프로젝트 스펙
트럼은 유아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여러 영역을 학습할 수 있게 하며
다른 영역의 과제와 연결하여 추후활동을 함으로써 유아의 잠재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프로젝트 스펙트럼에서의 언어활동은 4개의 범주에 20개의 활동들로 이루어
진다.
이러한 언어활동의 범주 중에서 특히 이야기하기와 읽기․쓰기활동은 유아의 상

상력과 독창성을 신장하는데 도움이 된다.프로젝트 스펙트럼은 15가지의 인지영역
과 18가지의 작업 양식에서 유창성,정교한 묘사,독창성,상상적이고 추상적인 사
고를 발산하는 능력과 수렴적 사고를 반복해야 하는 활동이 많이 이루어진다(안영
진․이성숙,2004).유현덕(1999)은 동화 활동시 교사가 제시하는 발산적 질문,수렴
적 질문이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켰으며 전반적인 창의성의 구성요소인 독창성,
유창성,융통성이 증진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언어활동을 통하여 창의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선행연구들은 동화를 활

용하여 문제해결을 경험한 유아들이 유창성,융통성,독창성에서 효과가 증진되었
고(김경희,1997),김은미(1997)역시 동화 만들기 활동 집단이 동화 듣기 활동 집
단의 유아들보다 언어표현력과 창의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또한 이민자
(1996)는 유아들에게 전래동화를 듣고 창의적인 언어활동과 동작활동을 통해 표현
해 보도록 한 결과,언어적 창의성은 증진되었지만,독창성 창의성에서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양윤정(2001)은 동시 짓기 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이 유아의
창의성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에서의 언어활동은 창의성의 구성요소인 유창성,독창

성,정교성,제목의 추상성 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스펙트
럼의 언어활동을 적용해서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프로젝
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과 창의성간의 연관성은 <표 Ⅱ-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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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제 주 회
차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범주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학습활동

창의성범주＋

① ② ③ ④ ⑤

환경보호 1 1 창작한 이야기/
이야기하기 음향효과와 함께 이야기하기 ○ ○ ○ - ○

교통기관

2 2 언어의 시적 사용/
단어놀이 우리들의 노래 ○ ○ ○ ○ -

3 3 읽기와 쓰기 편지함 ○ ○ ○ ○ ○

4 4 읽기와 쓰기 나는 누구일까요?책 만들기 ○ ○ ○ ○ ○

5 5 설명적 언어/
보고하기 뉴스 보고하기 ○ ○ ○ - ○

6
6 언어의 시적 사용/

단어놀이 색깔에 관한 운율 ○ ○ ○ ○ -

7 언어의 시적 사용/
단어놀이 시 읽기와 쓰기 ○ ○ ○ ○ -

우리나라
와

다른나라

7 8 읽기와 쓰기 책 만들기 ○ ○ ○ ○ ○

8 9 읽기와 쓰기 서로에게 읽어주기 ○ ○ ○ ○ ○

9
10 창작한 이야기/

이야기하기 이야기하기 ○ ○ ○ ○ ○

11 언어의 시적 사용/
단어놀이

시,이야기,노래에 맞추어
행동하기 ○ ○ ○ ○ -

10
12 언어의 시적 사용/

단어놀이 행복이란 ○ ○ ○ ○ -

13 설명적 언어/
보고하기 친구 인터뷰하기 ○ ○ ○ - ○

도구와
기계

11 14 창작한 이야기/
이야기하기 내 이야기판 만들기 ○ ○ ○ - ○

12
15 창작한 이야기/

이야기하기 이야기판을 보고 이야기하기 ○ ○ ○ - ○

16 읽기와 쓰기 저널소개 ○ ○ ○ ○ ○

지구와
우주

13
17 설명적 언어/

보고하기 영화평론 ○ ○ ○ - ○

18 읽기와 쓰기 학급우편함 ○ ○ ○ ○ ○

14 19 창작한 이야기/
이야기하기 교실모형에 대해 이야기하기 ○ ○ ○ - ○

보도기관 15 20 읽기와 쓰기 이집은 ○○○의 집이예요 ○ ○ ○ ○ ○

<표 Ⅱ-4>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및 창의성범주와 관계

＋창의성범주구분:① 유창성 ② 정교성 ③ 독창성 ④ 제목의 추상성 ⑤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출처:안영진․이성숙(2001).프로젝트 스펙트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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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선선선행행행연연연구구구 고고고찰찰찰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유아의 언어능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정봉례(2005)의 다중지능이론에 기

초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언어지능발달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김명희와 류완영(1999)은 다중지능에 기초한 통합
적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한 결과 언어적 측면에서 유아의 글쓰기․말하기능력이 증
진되었다고 보고하였고,Campbell(1994)은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교수-학습 활동이 학
습장애아의 언어적 지능을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김정민(2000)이
언어적 지능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듣기,말하기,읽기․쓰기가 향상되었다
고 보고하였다.
윤미자(2005)의 다중지능 말하기 프로그램이 유아의 어휘력이 증진되었다는 연구
와 Dichtelmiller(1997)도 유아의 수준별로 언어활동을 수행하였더니 유아의 언어발
달(듣기,말하기,읽기․쓰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이외에도 언어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로는 동화를 활용한(김민정,1995;나현선,1999;박미정,
1999),이야기 꾸미기 활동을 활용한(김지영,2002;이민자,2001;이수영,2000),동
시․동요를 활용한(김효선,2000;이숙희,2002;이윤경,2000),극화활동을 활용한
(김성미,2002;박애자,1996;채희남,2002),토의활동을 통한(민옥진,1999;박순임,
1998;박일숙,2000;이윤경,2000),연상활동을 통해(정재술,1998)해서 언어표현능
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은 언어능력을 증진시켰고 동화,

이야기 꾸미기,동시․동요,극화활동,토의활동,연상활동을 활용한 연구가 유아의
언어능력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유아의 창의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변윤희(2006)는 만5세를

대상으로 메이킹북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유아가 비교집단의 유아들
보다 유창성,독창성,추상성,정교화,종결에의 저항,강점에서 창의성이 증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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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고하였고,박이심(2006)도 유치원 생활주제별 SCAMPER 프로그램이 유아
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에서 변윤희의 연구와 일치되게 창의성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박효진(2007)은 ArtsPropel에 기초한 동시 프로그램이 만4세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비교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유창성,
융통성,독창성,상상력에서 창의성이 증진 되었다고 하였다.이는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창의성이 증진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언어활동을 통한 창의성의 선행연구에서는 김동교(2000)는 동화를 통하여

동작표현 활동을 실시한 집단이 유창성,융통성,독창성에서 창의성이 증진 되었으
며,김경희(1997)는 동화를 활용한 문제해결 활동을 경험한 유아들이 유창성,융통
성 독창성에서 창의성이 증진 되었다고 보고하였다.이외에도 신문을 활용한 연구
(최인숙,1999),동화를 활용한 연구(김은미,1997;이민자,1996;한정희,2000),그
림책을 활용한 연구(김호,2002),동시 짓기를 활용한 연구(양윤정,2001)등에서 창
의성이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프로젝트 스펙트럼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교육과정적 측면에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활동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연구(나수정,2001;박희숙,2004;
성영실,2003;안영진,2001;안영진․안은정,2005;이애님,2006;지성애 외,2006;
Campbell,1994;Chen,1992;Gardner,1993;Jon& Kang,1999;Levin,1988)들이 있었
다.안영진과 안은정(2005)은 다중지능에 의한 프로젝트 스펙트럼 과학 활동을 통한 자
연이해 과정 조망:바람 활동을 통한 사례연구에서 유아들은 프로젝트 스펙트럼 과학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과학적 탐구 자세를 포함한 활동으로 유아가 쉽게 접근할 수 있
는 ‘바람’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 나간다고 하였다.
지성애 외(2006)는 유아의 프로젝트 스펙트럼 활동 특성과 다중지능 및 유치원 적응

력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프로젝트 스펙트럼 활동 특성과 다중지능,프로젝트 스펙트럼
활동 특성과 유치원 적응력,그리고 유아의 다중지능과 유치원 적응력 간 모두에서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영실(2003)은 프로젝트 스펙트럼에 기초한 사회적 이해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활동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으며, 나수정(2001), 박희숙(2004), 이애님(2006),
Levin(1988),Chen(1992)외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활동을 적용한 결과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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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적응력,사회․정서발달이 의미 있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프로젝트
스펙트럼에 참여한 유아들의 언어개념,논리적 관계에 긍정적(Campbell,1994;
Gardner,1993;Jon& Kang,1999)이었음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교육과정적 측면에서 고찰한 결과 프로젝트 스펙트럼 활동은 유아의

밝혀지지 않은 다양한 지적능력을 이끌어 내고,그러한 능력을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언어개념과 친사회적 행동,과학적 탐구,논리적 관계,기초지능,사회성발달과 정서발
달,자아존중감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평가도구로서의 프로젝트 스펙트럼에 대한 선행연구(강영수,1999;김경철․채미

영,2001;김명희․신화식․주은희,2001;이미옥.2003;이영석․추정희,2001;장영숙․
황윤세,2003;Jung& Kim,2005;Knodt,1997)들은 다음과 같다.
김경철과 채미영(2001)은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영역 평가도구가 유아들의 언어능

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주말뉴스와 그림어휘력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밝혔으며,이영석과 추정희(2001)는 과학활동에서 포트폴리오 평가활동의
적용에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활동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
장영숙과 황윤세(2003)는 유아 언어영재 판별에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활용에 대한

기초연구에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은 교수학습자체가 평가로 연결될 수 있으며,기존의
언어영재 판별방법에 비해 잠재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였고,이미옥(2003)은 프로젝
트 스펙트럼평가도구 타당화 연구에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평가가 지능영역별 유아들
의 강점과 약점을 변별할 수 있었고 7개의 지능영역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다른 지능영
역을 측정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강영수(1999)는 다면지능평가의 타당화를 위한 기초 연구에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평가도구로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 모두 높게 나
왔으며,프로젝트 스펙트럼 평가가 지능영역별로 독립적인 지능을 측정하고 있다고 하
였다.김명희,신화식과 주은희(2001)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에 기초한 영역별 교수-학습
평가도구 개발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게 프로젝트 스펙트럼을 수
정․개발하여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이외에도 프로젝트 스펙트럼 평가도구를 활용한 관련 연구(전지영,2002;최경선․김

명순,2001;최영옥,1999)로 유아의 미술 표현력,그림 표현력,미술 표현 발달 영역에
서 프로젝트 스펙트럼 미술영역 평가 기준을 활용하였다.윤형윤(1999)과 방선애(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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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악활동에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음악영역의 프로그램과 평가 기준을 각각 활용하였
으며,김옥희(1999)와 박춘희(2002)도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미술통합 프로그램을 고
안하여 유아의 미술능력을 비교하여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Knodt(1997)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학생 620명을 대상으로 종합탐구실을 만들어

매주 한 시간씩 자유로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그 결과 개인차가 다소 있었
지만 일곱 가지의 다중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고,Jung과 Kim(2005)은
프로젝트 스펙트럼 평가활동에서 유아들의 잠재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평가도구의 연구를 종합하면,프로젝트 스펙트럼은

지능영역별 유아들의 강점과 약점을 변별하여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다른 지능영역을 확인하여 교수-학습 방법에 적용 활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을 통해 유아의 언어능력
과 창의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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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IIIIII...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 80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15주 동안 실
험을 실시하였다.이에 따른 연구의 대상,도구,절차 및 자료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AAA...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연구대상 유아들을 표집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을 모
두 충족하는 G광역시의 유치원 두 곳을 선정하였다.첫째,만 5세반이 2개 이상인
유치원.둘째,교사의 경력과 학력이 유사한 유치원.셋째,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유치원등이다.선정된 유치원 중에서 W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5세 2
개반 유아 40명(남아 26명,여아 14명)을 실험집단에,M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5세
2개반 유아 40명(남아 22명,여아 18명)을 통제집단에 임의 배정하였다.실험집단
유아의 평균연령은 5년 8개월( 68.1 =2.00)로서 통제집단 유아의 평균연령 5년
8개월( 68.5 =2.09)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Ⅲ-1>참조).

구분
성 연령(개월)

남 여

실험집단 40 26 14 68.10 2.00
.619 .540

통제집단 40 22 18 68.50 2.09

계(평균) 80 48 32 (68.30) (2.04)

<표 Ⅲ-1>연구대상 유아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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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학력과 경력도 <표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하였다 .

<표 Ⅲ-2>집단별 교사의 특성

교사 경력 학력

실험집단
A 3년

대졸
B 4년

통제집단
C 4년

대졸
D 3년

BBB...연연연구구구도도도구구구

종속변수인 언어능력과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유아 언어능력 검사도구와
Torrance의 창의성 검사(TorranceTestofCreativeThinking,TTCT)도구를 사용
하였다.

111...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 검검검사사사도도도구구구

유아의 언어능력과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장영애(1981)가 개발한 언어능력 검
사 도구를 연구목적에 맞게 그림과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그러나
1981년에 개발된 장영애의 언어능력 검사도구의 문제점은 최근에 사용되는 어휘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과 어휘능력 검사가 가부를 묻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다는 것이다.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언어능력을 적절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세부적
인 평정준거가 추가된 언어능력 평정척도를 1차,2차,3차에 걸쳐 개발하였다(<표
Ⅲ-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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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세부적인 유아 언어능력 평정척도 개발과정

개발
순서 개발기간 개발절차 개발과정 개발내용

1차
2005.12
～

2006.3

문헌연구
43개 문항
제작

․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개발한 장학자
료(2005-613)의 유아 언어능력 평정척도
참조
․ 항목내용 및 적합성 검토
․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내용타당도
검증(교수 3명,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3명,유치원교사 8명)

․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3
개영역구성
․ 평정척도의 지시문과 세부적인
평정준거 15개 하위문항과 43개
문항과 215개의 평정준거 구성

2차
2006.4
～

2006.6
40개 문항
예비조사 실시

․ 요인분석
․평가 적합성 및 측정 가능성 검토(유
아 110명에게 실시)

․ 표현상 적절하지 못하거나 모
호한 세부 평정준거 3개 문항은
제외하고,수정․보완
․ 3개영역,15개 하위영역,40문
항의 지시문과 200개의 평정준거
개발

3차
2006.7
～

2006.8
최종 유아
언어능력

평정척도 완성
G광역시 유치원2곳과 어린이집1곳을 선
정하여 각 집단별 12명을 3개 집단으로
편성하여 실험처치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3개
영역에 15개 하위문항과 40개의
지시문과 200개의 평정준거 문항
확정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광주광역시 교육청(2005)이 교육부(2000)의 유치원 교육활
동지도자료1총론의 “유치원 교육평가”를 기초로 개발한 장학자료(2005-613)의 유
아 언어능력 평정척도(〈부록 1〉 참조)의 15개 하위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평정준
거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부록 2〉 참조).
연구자가 개발한 유아 언어능력 평정척도는 지시문과 함께 세부적인 평정준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유아의 언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표 Ⅲ-4>는 유아 언어능력 평정척도와 연구자가 개발한 세부적인 평정준거가
추가된 평정척도를 대비하여 예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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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유아 언어능력 평정척도(예시)

유유유아아아 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 평평평정정정척척척도도도

※평정 척도(1-매우 부족,2-부족,3-보통,4-잘함,5-매우 잘함)
문항번호 평가내용 평정척도
1 말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1 2 ③ 4 5

(개발된)유유유아아아 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 평평평정정정척척척도도도

(1)말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놀잇감을 가지고 놀 때,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을 이야기한다.
-친구가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렸을 때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내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을 다른 친구가 뺏으려고 할 때 기분이 어떨까?
-가지고 놀지 않은 놀잇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너는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모를 때 어떻게 하니?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
2 부족 들으면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

√ 3 보통 교사가 말을 할 때 일단 주의를 기울이며 교사를 쳐다보고만 있다.
4 잘함 주의 깊게 집중하여 듣고,두 가지 이상의 질문에 반응한다.
5 매우 잘함 주의 깊게 집중하여 듣고,세 가지 이상의 질문에 반응한다.

aaa...문문문항항항구구구성성성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유아 언어능력 평정척도는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듣기 영역검사는 5개의 하위영역에 14개 문항,말하기 영역검사는 5개의 하위영역에 13개
문항,읽기․쓰기 영역검사는 5개의 하위영역에 13개 문항 등 총 3개 영역과 15개의 하위
영역에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Ⅲ-5>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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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문항 구성(하위영역)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듣기 영역
(14개문항)

1.말소리 듣기 1,2 2

.81
2.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 3,4,5 3
3.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 6,7,8 3
4.동화·동요 동시·듣기 9,10,11 3
5.바른태도로 듣기 12,13,14 3

말하기 영역
(13개문항)

6.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 15 1

.84
7.낱말과 문장을 말하기 16,17 2
8.경험·생각·느낌 말하기 18,19,20 3
9.상황에 맞게 말하기 21,22,23 3
10.바른 태도로 말하기 24,25,26,27 4

읽기․쓰기
영역

(13개문항)

11.말과 글의 관계 말하기 28,29,30 3

.80
12.글자에 관심가지기 31,32,33 3
13.쓰기에 관심가지기 34,35 2
14.책에 관심가지기 36,37,38 3
15.읽어주는 글을 이해하기 39,40 2

합계(평균) 40 (.82)

<표 Ⅲ-5>언어능력 평정척도의 문항구성 및 신뢰도

유아 언어능력의 검사문항에 대하여 신뢰도(Cronbach‘s α)분석을 한 결과,듣기
영역 .81,말하기 영역 .84,읽기․쓰기 영역 .80이였으며,전체적인 검사문항의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또한 각 문항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유아교육 전공교수 3인,유아교
육전공 박사과정 3,유치원교사 8명에게 의뢰하여 검증하였다.

bbb...실실실시시시방방방법법법

언어능력검사는 개별검사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된 다른 교실로 유
아 1명씩 불러 실시하였다.유아들이 유치원 일과 운영에 따라 활동을 하는 동안 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각각 유아 1명씩 불러 언어능력 평정척도의 지시문을 읽어주고,색종이,A4
용지,색연필,그림카드,동화책,글자판,카셋트,동시․동요판 등을 활용하여 유아의 반응
을 관찰한 후,세부적인 평정준거에 따라 평정척도 용지에 기록하였다.유아 1인당 검사시
간은 45분이 소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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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채채채점점점방방방법법법

언어능력 평정척도는 15개의 하위영역에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문항을 유
아의 반응에 따라 Likert식 5점 평정척도(1-매우 부족,2-부족,3-보통,4-잘함,5-매우 잘
함)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다.따라서 유아가 얻을 수 있는 평가점수의 범위는 최하 40점
에서 최고 200점까지 이다.

222...창창창의의의성성성 측측측정정정도도도구구구

Torrance(1990)의 창의성검사 도구는 도형검사(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Figural)와 언어검사(TorranceTestofCreativeThinking:Verbal)의 2
가지 형태가 있다.TTCT 도형검사는 5세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집단 또는 개
인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TTCT 언어검사는 6세 부터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집단
또는 개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2개의 검사 모두 A형과 B형의 동형검사지가 있다.
TTCT 도형검사는 TTCT 언어검사에 비해 연령,교육수준,문화 등에 영향을

덜 받을 뿐만 아니라 아직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유아에게 적합한 도구이기 때문
에 TTCT 언어검사 보다 많이 사용되며(조성연,1985),본 연구대상 유아들의 연령
이 6세 미만으로서 언어검사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도형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Torrance(1990)의 TTCT 도형검사를 김영채(1999)가 번역한 것을 사

용하였으며,TTCT 도형검사 A형을 사전검사용,TTCT 도형검사 B형을 사후검사
용으로 사용하였다.

aaa...문문문항항항구구구성성성 및및및 내내내용용용

TTCT 도형검사 A형은 그림 구성하기,그림 완성하기,선 더하기,그리고
TTCT 도형검사 B형은 그림 구성하기,그림 완성하기,원을 사용하여 그림그리기
의 3개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다.TTCT 도형검사의 하위요소(유창성,정교성,독
창성,제목의 추상성,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에 대한 신뢰도(Cronbach‘s α)는 .8
9～.94로 나타났다(Torrance,1990).Torrance는 TTCT 도형검사의 평가자간 신뢰



- 49 -

도를 .9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TTCT 도형검사 A형과 B형의 하위검사,내용,및 측정요인은 <표 Ⅲ-6>과 같다.

유형 하위
검사 내 용 측정요인＋

① ②③ ④⑤

A형
(사전검사용)

활동1
그림
구성하기

곡선 모양의 형태를 하나 제시하고 이것이 일부가 되는 어떤 그림이나 물건을 생각해
보게 하였다.거기에다 아이디어를 계속 더하기하여 재미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되게 하
고 그림을 완성하면 그럴 듯한 제목을 적어 넣게 하였다.

- ○○ ○-

활동2
그림
완성하기

10개의 불완전 도형을 제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가 완전하고 재미있는 물건이나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그리고 빈칸에다 제목을 적어 넣게 하였다. ○ ○○ ○○

활동3
선 더하기

쌍을 이루고 있는 두개의 직선을 세트로 30개 제시하고 원하는 대로 선들을 더 그려 넣
어 어떤 물건이나 그림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생각해 보게 한다.각각은 완전하고 재
미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되게 하고 이름이나 제목을 적어 넣도록 한다.

○ ○○ --

B형
(사후검사용)

활동1
그림
구성하기

A형과 동일 - ○○ ○-

활동2
그림
완성하기

A형과 동일 ○ ○○ ○○

활동3
원을
사용하여
그림
그리기

30개의 원을 제시하고,원하는 대로 선을(직선이든,곡선이든 관계없이)더 그려 넣어
어떤 물건이나 그림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생각해 보게 하며,각각에 될 수 있는 대
로 완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의 내용이 되게 하였다.또한 각각에 대하여 이름이나 제
목을 적어 넣도록 하고 글을 모르는 유아들은 교사가 유아의 의견을 물어 적어주었다.

○ ○○ --

<표 Ⅲ-6>TTCT도형검사의 내용 및 측정요인

＋측정요인:①유창성 ②정교성 ③독창성 ④제목의 추상성 ⑤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bbb...실실실시시시방방방법법법

TTCT 도형검사는 각각의 유치원 교실환경을 조용하고 안정되게 조성한 후 각 교실별
로 20명씩 집단으로 실시하였다.활동별 검사 시간은 10분을 부여 하였으며,활동별 제한
시간 10분이 지나면 모두 멈추게 한 후,다음 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함으로써 측정시간을
준수하였다.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들의 질문이나 행동은 엄격하게 통제하
였다.검사자는 모든 활동 종료 후 제목을 기록하지 않은 유아는 별도의 칸막이가 된 교실
로 불러 그림의 제목에 대해 물은 후 검사자가 검사용지에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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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채채채점점점방방방법법법

TTCT 도형검사 점수(CreativityIndex)는 5개의 창의성 요소인 유창성,정교성,
독창성,제목에 대한 추상성,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의 원점수를 평균 100점과
표준편차 20점을 갖는 표준점수로 변환해서 나타낸 것이다(Torrance,1990).5개 요
인별 원점수는 최하 1점부터 최고 45점까지이며,환산된 표준점수는 최하 40점에서
최고 160점까지 이다.따라서 창의성 전체에 대한 표준점수는 최하 200점에서 최고
786점까지 이다(<표 Ⅲ-7>참조).

표준점수
원점수 유창성 정교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합계

최하점 (1) 40 40 40 40 40 200

최고점 (45) 150 160 156 160 160 786

<표 Ⅲ-7>창의성의 원점수에 대한 표준점수의 최하점과 최고점

검사후 채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창의성검사 전문기관인 H창의성검사소에
채점을 의뢰하였다.TTCT 도형검사 하위영역별 측정내용은 <표 Ⅲ-8>과 같다
(Torrance,1990).

<표 Ⅲ-8>TTCT도형검사의 하위영역별 측정내용

하위영역 측정내용
유창성 관련된 아이디어의 수;도형 이미지를 만드는 능력
정교성 발전된 아이디어의 수;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정교화 하는 능력
독창성 통계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는 아이디어의 수;비보편적이고 독특한 반

응을 하는 능력
제목의 추상성 제목의 추상성 정도;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심리적 개방성의 정도;정보처리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고려하고
개방된 마음을 유지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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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연연연구구구설설설계계계

본 연구의 목적인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control
groupdesign)를 하였다.따라서 종속변인인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대한 사
전검사를 실시한 후 15주 동안 실험처치를 하였고,사후검사는 사전검사와 동형으
로 실시하였다(<표 Ⅲ-9>참조).

집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X1 O3

통제집단 O2 - O4

<표 Ⅲ-9>연구 실험설계

O1,O2:사전검사(언어능력검사,TTCT도형검사 A형)
O3,O4:사후검사(언어능력검사,TTCT도형검사 B형)
X1:실험처치(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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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D...연연연구구구절절절차차차

본 연구는 예비검사,교사와 평가자 훈련,사전검사,실험처치 및 사후검사의 순
으로 진행되었다(<표 Ⅲ-10>참조).

<표 Ⅲ-10>연구절차 및 내용

111...예예예비비비검검검사사사

본 연구에서 사용할 검사도구의 검사당 총소요시간과 지시문의 이해 정도,학습
환경의 적절성,검사 실시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실험대상이
아닌 P유치원에서 유아 3명을 대상으로 5일간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그에 따른
대처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검사의 순서는 유아의 피로도 등을 고려하여 창의성검사를 먼저 실시하기

로 하였다.둘째,창의성검사 지시문과 측정문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였다.셋째,TTCT 창의성검사는 제한시간 30분에

순
서 절 차 실시기간 실시자 대상 내 용

1예비검사 2006.8.7-11 연구자 유아
3명

예비검사 내용과 검사결과에 대한 문제점 파
악 및 대처방안모색

2
교사훈련 8.16-17

연구자
교사
4명 언어활동에 관한 내용과 방법,언어능력과 창

의성검사 방법 및 평가자간 일치도 훈련평가자
훈련 8.21-23 연구보

조자

3사전검사 9.1-9.8
연구자
보조연
구자

유아
80명

언어능력검사(듣기,말하기,읽기․쓰기)
창의성 TTCT 도형검사 A형(유창성,정교성,독창
성,제목의 추상성,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4본 실험 9.11-12.22 교사
4명

유아
80명

실험집단: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통제집단: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영역에

근거한 언어활동

5사후검사 2007.1.3-10
연구자
보조연
구자

유아
80명

언어능력검사는 사전검사와 동일
TTCT 도형검사 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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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제지 배부와 설명들의 시간을 고려하여 검사당 45분이 소요되었으며,언어능
력검사는 유아별 개인차가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약 45분이 소요되었다.넷째,귀가
시간을 고려하여 반일제반 유아가 먼저 검사를 실시하고 종일반 유아는 오후에 실
시하도록 하였다.

222...교교교사사사 및및및 평평평가가가자자자 훈훈훈련련련

교사훈련은 실험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후,
교사변인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수업활동과 방법
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실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실험집단의 교사
2인은 W유치원에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이론적 근거,프로젝트 스펙트럼의 20개
언어활동의 세부적인 목적,내용,활동 실시 방안,지도상의 유의점에 대하여 훈련
하였다.통제집단 교사 2인은 M유치원에서 교육부(1998)가 고시한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영역에 근거한 언어활동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언어
활동의 목적,내용,활동 실시 방안,지도상의 유의점등 언어활동의 준비사항들을
훈련하였다.
평가의 객관화를 위하여 실험에 참여한 교사와 평가자를 분리하였으며,평가는

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수행하였다.보조연구자는 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 하
였으며,4년 8개월의 유치원교사 경력을 가졌다.
평가자 훈련은 언어능력 검사와 창의성 검사시 질문 방법과 개입문제,소요시간,

실시상의 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연구자가 연구보조자에게 질문이나
그림 자료 제시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한 후 직접 시연해 보게 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해 서로 협의하였다.언어능력 검사 방법에 관한 내용은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언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시문 및 기록,채점 방법
순이었고,창의성 검사 방법에 관한 내용은 검사시간,검사지 작성방법,검사실 환
경 조성 및 지시문을 유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었다.
검사를 위한 교실환경은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할 때 상이한 시각적 변화로 인

한 영향을 고려하여 벽면의 그림판,책상,교구교재 등 동일한 환경으로 구성한 별
도의 교실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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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유치원의 유아 중 예비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 3명을 대상으로 연구자와 보
조연구자가 언어능력 검사에 대한 평가자간 평정일치도 훈련을 8월 21일부터 23일
까지 1일 1유아를 대상으로 45분씩 3일간 실시하였다.3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자와 보조연구자의 평가자간 Pearson의 상관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창의성 검사의 채점은 전문기관인 H창의성 검사연구소에 의뢰하였기 때문에 평

가자간 평정일치도 훈련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다.

333...사사사전전전검검검사사사

사전검사에서 창의성검사는 1일간,언어능력 검사는 5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평가자와 유아는 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 이름,좋아하는 것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검사를 시작하였다.
언어능력검사는 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5일간 각각 1일 8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개별검사를 실시하였고,창의성검사는 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각각 20명씩 오전 10
시와 오후 1시의 2회에 걸쳐 45분 동안 활동1(그림 구성하기),활동2(그림 완성하
기),활동3(선 더하기)의 순서로 실시하였다.

444...본본본 실실실험험험

aaa...실실실험험험처처처치치치 기기기간간간 및및및 일일일과과과운운운영영영

본 실험은 이애님(2007)의 선행연구를 고려하여 2학기 수업기간인 2006년 9월 11
일부터 12월 22일까지 15동안 주1～2회씩 총 20회 실시하였다.실험처치 기간 중
활동계획의 일과표는 <표 Ⅲ-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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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실험집단 통제집단
09:00～09:20 등원(건강상태 점검)
09:20～10:00 자유선택활동
10:00～10:10 정리정돈(화장실 다녀오기)
10:10～10:30 이야기나누기
10:30～10:50 간식
10:50～11:20 대․소집단 활동
11:20～11:30 정리정돈(화장실 다녀오기)

11:30～12:15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유치원교육과정에 근거한 언어활동

12:15～13:00 점심식사
13:00～13:20 이닦기
13:20～14:00 실외놀이활동
14:00～14:30 평가 및 귀가지도

<표 Ⅲ-11>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과 운영표

bbb...실실실험험험처처처치치치 내내내용용용

실험집단은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을 하였고,통제집단은 제6차 유치원 교육과
정의 언어생활영역에 근거한 언어활동을 하였다.예를 들면,생활 주제 ‘교통기관’의 경우,
통제집단이 ‘뱅뱅 긴급 구조 헬리콥터’학습활동을 할 때 실험집단은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중 ‘뉴스 보고하기’활동을 하였다.
프로젝트 스펙트럼은 15가지의 인지영역과 18가지의 작업 양식에서 유창성,정교한 묘

사,독창성,상상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발산하는 능력과 수렴적 사고를 반복해야 하는
활동을 통해 창의성이 증진된다(안영진․이성숙,2001).또한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거한
언어생활영역의 언어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유아는 자신의 창의적인 언어표현
활동인 상상력과 독창성으로 자기의 논리적인 주장과 질문에 관여하게 되고,새로
운 단어를 학습하는 데 흥미를 보일 것이다.
한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학습활동에 대해 C대학교와 N대학교의 유아교육 전문가

에 의뢰하여 동질성 여부의 자문을 구하였으며,학습활동과 언어능력 및 창의성간의 범주
는 <표 Ⅲ-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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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능력범주구분:① 듣기 ② 말하기 ③ 읽기․쓰기
☨창의성범주구분:① 유창성 ② 정교성 ③ 독창성 ④ 제목의 추상성 ⑤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생활주제 주 회
차 실험집단의 학습활동 통제집단의 학습활동

언어능력✝
범주 창의성범주☨

① ② ③ ① ② ③ ④ ⑤
환경보호 1 1 음향효과와 함께

이야기하기
아름다운 소리와 소음

표현하기 - ○ - ○ ○ ○ - ○

교통기관

2 2 우리들의 노래 배 ○ - - ○ ○ ○ ○ -

3 3 편지함 글자를 운반하는차 - - ○ ○ ○ ○ ○ ○

4 4 나는 누구일까요?책
만들기 교통수단 글자 찾기 - - ○ ○ ○ ○ ○ ○

5 5 뉴스 보고하기 뱅뱅 긴급 구조
헬리콥터 - ○ - ○ ○ ○ - ○

6
6 색깔에 관한 운율 어떤 소리일까요 ○ - - ○ ○ ○ ○ -

7 시 읽기와 쓰기 신호등이 말해요 - - ○ ○ ○ ○ ○ -

우리나라
와

다른나라

7 8 책 만들기 여러 나라 옷 책 만들기 - - ○ ○ ○ ○ ○ ○

8 9 서로에게 읽어주기 아름다운 민속의상 - - ○ ○ ○ ○ ○ ○

9
10 이야기하기 세계 여러 나라의 집 - ○ - ○ ○ ○ ○ ○

11 시,이야기,노래에
맞추어 행동하기 음악이 필요해요 ○ - - ○ ○ ○ ○ -

10
12 행복이란 사랑의 조각카드 ○ - - ○ ○ ○ ○ -

13 친구 인터뷰하기 내가 다녀온 여행지 - ○ - ○ ○ ○ - ○

도구와
기계

11 14 내 이야기판 만들기 그림동화를 만들어요 - ○ - ○ ○ ○ - ○

12
15 이야기판을 보고

이야기하기 말 오케스트라 - ○ - ○ ○ ○ - ○

16 저널소개 만약 에너지가 없다면 - - ○ ○ ○ ○ ○ ○

지구와
우주

13
17 영화평론 일기예보 말하기 - ○ - ○ ○ ○ - ○

18 학급우편함 환경만화 만들기 - - ○ ○ ○ ○ ○ ○

14 19 교실모형에 대해
이야기하기 환경신문 만들기 - ○ - ○ ○ ○ - ○

보도기관 15 20 이집은 000의 집이예요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 - - ○ ○ ○ ○ ○ ○

<표 Ⅲ-12>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학습활동과 언어능력 및 창의성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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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실실실험험험집집집단단단의의의 교교교육육육활활활동동동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은 매주 화요일 11시 30분부터 12시 15분까지 45
분 동안 이루어졌다(주 1회인 경우 화요일,주 2회인 경우 화,목요일).실험처치를
하지 않은 날들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의한 일상적인 수업을 실시하였다.언어활동
은 대집단 및 소집단의 집단 형태 활동으로 이야기나누기,역할놀이,조형활동,동
화,게임,신체표현 등을 통하여 유치원일과 활동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실험처치를 위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은 20가지 학습활동
들로 활동명,활동목표,핵심능력,집단 형태,활동자료,활동방법 및 확장활동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부록 3〉참조).
실험집단의 교육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수업전개안은 <표 Ⅲ-13>과 같다

<표 Ⅲ-13> 실험집단의 수업전개안(예시)
생활
주제 우리나라와 다른나라 활동명 친구 인터뷰하기
활동
목표 짝궁을 차례로 인터뷰하여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핵심
능력 설명적 언어,조사하는 기술,정확하고 조리 있게 설명
집단
형태 소집단활동
활동
자료 마이크,각본

활
동
방
법

도
입
∧
5
분
∨

교사는 언어영역활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친구들과 같이 인터뷰 놀이를 하기로
하고 마이크를 보여 주면서 탐색을 하도록 한다.
• 친구들!인터뷰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고 있으며,어떻게 느끼는지
알아내는 마술과도 같은 방법이죠!
• 친구들!자기가 좋아하는 친구와 짝꿍을 해보겠니?.
• 예!선생님 저는 영희와 짝꿍을 하고 싶어요.
• 저는 짝궁 할 친구가 없어요.
각본을 가지고 읽으면서 인터뷰에 관해 설명을 해준다.
• 선생님 인터뷰놀이 빨리하고 싶어요.

전
개
∧
35
분
∨

교사는 각본대로 유아들이 서로 질문할 수 있는 목록을 주고 직접 시범을 보여준다.
• 친구들 인터뷰를 하기위해서는 친구들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할까?
• 선생님께서 주신 것 말고 친구들에게 다른 말도 하고 싶어요.
• 너의 이름은 무엇이지?
너는 어디에 살고 있니?
너는 형제가 있니?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지?
너는 무엇을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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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통통통제제제집집집단단단의의의 교교교육육육활활활동동동
통제집단은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영역에 근거한 언어활동을 매주
화요일(주 1회인 경우 화요일,주 2회인 경우 화,목요일)11시 30분부터 12시 15분
까지 언어활동을 실시하였고,실험처치를 하지 않은 날들은 유치원 교육과정에 의
한 일상적인 수업을 하였다.통제집단의 언어활동은 활동명,활동목표,핵심능력,
집단 형태,활동자료,활동방법 및 확장활동 등의 순서로 이루어졌다(〈부록 4〉참
조).
통제집단의 교육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수업전개안은 <표 Ⅲ-14>와 같다.

• 그럼 짝꿍하고 선생님이 질문한 것처럼 서로 인터뷰 해볼 수 있겠니?
• 선생님 정말 재미있겠어요.
• 빨리 친구에게 인터뷰 할께요.
유아가 인터뷰하는 동안 교사는 교실을 돌면서 유아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도와주고 흥
미와 호기심을 보이는 유아를 발견하면 개입하여 언어적/비언어적인 촉진으로 유아의
호기심을 칭찬해 주고 격려한다.
• 친구들!짝꿍이 인터뷰할 때는 친구를 보면서 말할 수 있겠니?
• 짝꿍이 막 웃어요.
• 친구 얼굴이 빨게 졌어요.
• 지금부터는 역할을 바꾸어서 해보겠니?
• 선생님!짝꿍이 내 마이크를 가져가요
• 친구가 장난쳐요
• 선생님 내가 기자 같았어요.

마
무
리
∧
5
분
∨

그동안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길게 설명 하도록 하고 내가 친구
인터뷰하기에 대한 활동을 마무리 짓고 정리한다.
•오늘은 친구들하고 인터뷰 놀이 어떠했니?
• 선생님!내일 또 하고 싶어요.
• 다음에 인터뷰 놀이할 때는 짝꿍에게 하고 싶은 말을 준비할 수 있니?
• 다음에는 더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그래요 수고 했어요.다음 시간은 점심시간 이예요 손을 깨끗이 씻고 맛있는 점심
을 천천히 먹도록 해요.

확장
활동

① 이 활동은 유아들이 서로 인터뷰하도록 하는 다른 보고하기 활동을 위한 도입으로
좋은 활동이다.인터뷰의 화제는 공휴일,시사 문제,유아들이 미술,과학 그 밖의 영역
에서 완성한 프로젝트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텔레비전 토크쇼의 인터뷰를 모방할 수도 있다.먼저 유아들이 보았던 토크쇼에 대
하여 이야기를 나눈다.그리고 나서 유아들로 하여금 토크쇼의 진행자와 초대 손님의
역할을 번갈아 가며 하도록 도와준다.만일 유아들이 원한다면,토크쇼를 진행하는 유
아들은 모형 TV 뒤에 앉아서 하거나 학급 친구들을 관람객으로 초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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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4> 통제집단의 수업전개안(예시)
생활

주제
우리나라와 다른나라 활동명 내가 다녀온 여행지

활동

목표

․ 여행지와 관광 명소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자신의 경험을 나름대로 조리 있게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핵심

능력
말하기-경험, 생각, 느낌 말하기

집단

형태
소집단활동

활동

자료
유아들이 수집한 여행 기념품, 사진

활
동
방
법

도
입
∧
5
분
∨

교사는 언어영역활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친구들이 다녀온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하도록
한다.
• 이시간은 그동안 친구들이 다녀온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할 수 있겠니?
• 예!선생님 생각 나는게 참 많아요.
• 너무 재미있었어요.

전
개
∧
35
분
∨

교사는 각자 가져온 사진을 탐색하게 하고 여행지에 대한 기억을 떠 올리도록 한다.
• 엄마 아빠하고 여행 다녀온 것 중 가장 재미있었던 곳은 어디였니?
• 여름에 수영장에 갔어요.
• 저는 놀이동산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 엄마 아빠랑 중국에 다녀왔어요.
유아들이 가져온 사진을 유아들이 직접 소개하도록 한다.
• 그럼 선생님과 다른 친구들 사진 같이 보도록 할까?
• 예 선생님 저도 중국에 가보고 싶어요.
종철이 사진을 소개하면서 유아들의 경험,생각,느낌을 말하도록 한다.
• 종철이가 좋은 곳을 다녀왔구나!
이 곳은 어떤 곳이니?
언제 다녀왔니?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갔었니?
여행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니?

교사는 유아들이 가져온 사진이나 기념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의 경험,생각,느낌을
말하도록 유도한다.
• 여행 다녀온 곳 중에 제일 기억이 많은 친구는 누구니?
• 저는 중국에 다녀왔는데요,비행기도 타보고 호텔에서 잠도 잤어요.
교사는 유아들이 궁금한 것을 직접 서로 질문해 보도록 한다.

마
무
리
∧
5
분
∨

내가 다녀온 여행지에 대한 활동을 마무리 짓고 정리한다.

• 친구들 사진을 보이니까 여행 다녀온 느낌이 어떠했니?
유아들이 소개한 사진과 기념품을 모아 한 곳에 전시한다.

확장

활동

유아들의 수집품을 나라별로 모아 소집단 또는 대집단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며칠
동안 각 집단별로 사진과 기념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전체 유아들에게 소개하는
포스터를 제작한다.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집단별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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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사사사후후후검검검사사사

실험처치가 끝난 후,연구자와 보조연구자가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도구와 장
소에서 동일한 검사방법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다만 TTCT 도형검사는 사전
검사에서 사용하였던 A형과 동형인 B형을 사용하여 활동1(그림 구성하기),활동2
(그림 완성하기),활동3(원을 사용하여 그림그리기)을 실시하였다.

EEE...자자자료료료처처처리리리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어
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
계 처리하였으며,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연구대상 유아들이 집단간에 동질적으로 배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집

단간 검정(independentsamples -test)을 실시하였다.
둘째,언어능력 및 창의성의 사전검사에 대해서는 검정을 실시하였고,실험처치 결
과 실험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통제한 공변량 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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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VVV...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및및및 해해해석석석

AAA...집집집단단단간간간 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과과과 창창창의의의성성성의의의 동동동질질질성성성 분분분석석석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에 따른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집단 간 사전검사에서의 변인별 전체점수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분석하였으며,그 결과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전검사에 대한 언어능력 전체 평균점수와 창
의성 전체 평균점수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에서 두 집단의 언어능력(=.205)과 창
의성(=.693)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질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BBB...프프프로로로젝젝젝트트트 스스스펙펙펙트트트럼럼럼의의의 언언언어어어활활활동동동이이이 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111...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 전전전체체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효효효과과과 검검검증증증

aaa...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 전전전체체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사사사전전전검검검사사사 분분분석석석

연구문제 1의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집단간 사전검사 분석결과는 <표 Ⅳ-2>와 같다.

변인 집단

언어능력
실험집단 40 112.45 8.09

-1.233 .205
통제집단 40 115.00 3.60

창의성
실험집단 40 419.75 30.16

-.398 .693
통제집단 40 422.70 13.71

<표 Ⅳ-1>집단간 사전검사에서의 변인별 동질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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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능력 전체 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의 평균점
수의 차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각각 0.85,1.35,0.35로서 큰 차이가 없었으
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11, .05; =-1.335,
.05;=-.308, .05).전체적으로도 집단간 평균점수의 차이는 2.55로서 큰 차이

가 없었으며,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288, .05).

bbb...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사사사후후후검검검사사사 분분분석석석

연구문제 1의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집단간 사후검사를 공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Ⅳ-3>과 같다.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전체 ‘듣기 영역’의 효과에 있어서 사전검사는 매개변인으로서 사
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전체 ‘듣기 영역’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99.632, <.001)를 보임으로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듣기 영
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전체 ‘말하기 영역’의
효과에 있어서 사전검사는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전체 ‘말하기 영역’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28.594, <.001)를 보임으로서 프로젝
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말하기 영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 집단

듣기영역 실험집단 40 34.75 2.34 -.911 .368통제집단 40 35.60 3.45

말하기영역 실험집단 40 36.35 4.08 -1.335 .190통제집단 40 37.70 1.95

읽기․쓰기 실험집단 40 41.35 4.21 -.308 .760
통제집단 40 41.70 2.85

전체 실험집단 40 112.45 8.09 -1.288 .205통제집단 40 115.00 3.60

<표 Ⅳ-2>언어능력에 대한 사전검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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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읽기․쓰기 영역’의 효과에 있어서 사전검사는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전체 ‘읽
기․쓰기 영역’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35.581, <.001)를 보였다.따라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읽기․쓰기 영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5.895, <.001).

<.001

222...듣듣듣기기기 영영영역역역의의의 하하하위위위 문문문항항항별별별 효효효과과과 검검검증증증

연구문제 1-1의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듣기 영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시한 듣기 영역의 하위요인 중 ‘말소리 듣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영역 변량인
공변인 11.110 1 11.110 1.510

듣기영역 집단 733.208 1 733.208 99.632***
오차 272.290 77 7.359
전체 1,016.608 79
공변인 17.044 1 17.044 .846

말하기영역 집단 576.296 1 576.296 28.594***
오차 745.706 77 20.154
전체 1,339.046 79
공변인 8.477 1 8.477 .439

읽기․쓰기 집단 687.847 1 687.847 35.581***
오차 715.273 77 19.332
전체 1,411.597 79
공변인 112.078 1 112.078 1.960

전체 집단 5,483.309 1 5,483.309 95.895***
오차 2,115.672 77 57.180
전체 7,711.059 79

<표 Ⅳ-3>언어능력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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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듣기 영역 하위요인인
‘말소리 듣기’의 효과에 있어서 사전검사는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780, >.05).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말소리
듣기’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듣기 영역 하위 요인인 ‘말소리 듣기’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543, .05).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전체적인 듣기 능력 효과
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하위 요인인 ‘말소리 듣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의
미한다.

듣기 영역의 하위영역 중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001

<표 Ⅳ-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듣기 영역의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에

변량인
공변인 11.168 1 11.168 1.780
집단 3.096 1 3.096 3.543
오차 32.332 77 .874
전체 46.596 79

<표 Ⅳ-4>말소리 듣기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변량인
공변인 5.823 1 5.823 2.841
집단 64.209 1 64.209 46.513***

오차 51.077 77 1.380
전체 121.109 79

<표 Ⅳ-5>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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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전검사는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41, >.05).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효
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듣기 영역 하위 요인인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46.513, .001).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하위 영역인 ‘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듣기 영역의 하위영역 중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
-6>과 같다.

<.001

<표 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듣기 영역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에 대한
사전검사는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664, >.05).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듣기
영역 하위 요인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34.065,
.001). 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하위 영역인 ‘이야기를 듣고 이해

하기’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듣기 영역의 하위영역 중 ‘동화․동요․동시 듣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7>
과 같다.

변량인
공변인 8.776 1 8.776 6.664
집단 44.860 1 44.860 34.065***

오차 48.724 77 1.317
전체 102.36 79

<표 Ⅳ-6>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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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표 Ⅳ-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듣기 영역의 ‘동화․동요․동시 듣기’에 대한 사
전검사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0.700,
>.05).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동화․동요․동시 듣기’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듣기 영역 하위 요
인인 ‘동화․동요․동시 듣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299, .001).
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하위 영역인 ‘동화․동요․동시 듣기’에 효
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듣기 영역의 하위영역 중 ‘바른 태도로 듣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001

<표 Ⅳ-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듣기 영역의 ‘바른 태도로 듣기’의 사전검사 매
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420, >.05).사전
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바른 태도로 듣기’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

변량인
공변인 1.945 1 1.945 0.700
집단 61.958 1 61.958 22.299***

오차 102.805 77 2.779
전체 166.708 79

<표 Ⅳ-7>동화․동요․동시 듣기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변량인
공변인 3.160 1 3.160 1.420
집단 33.896 1 33.896 18.294***

오차 61.990 77 1.675
전체 99.046 79

<표 Ⅳ-8>바른 태도로 듣기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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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듣기 영역 하위 요인인 ‘바른 태도
로 듣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8.294, .001).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하위 영역인 ‘바른 태도로 듣기’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333...말말말하하하기기기 영영영역역역의의의 하하하위위위 문문문항항항별별별 효효효과과과 검검검증증증

연구문제 1-2의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은 유아의 말하기 영역에 효과
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시한 말하기 영역의 하위요인 중 ‘바르게 발음하
여 말하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01

<표 Ⅳ-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하기 영역의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의 사전
검사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3.535,
>.05).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효과의 차이를 알
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듣기 영역 하위
요인인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9.474, .01).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하위 영역인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말하기 영역의 하위영역 중 ‘낱말과 문장을 말하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
-10>과 같다.

변량인
공변인 1.395 1 1.395 3.535
집단 3.740 1 3.740 9.474**

오차 14.605 77 .395
전체 19.74 79

<표 Ⅳ-9>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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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표 Ⅳ-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하기 영역의 ‘낱말과 문장을 말하기’의 사전
검사 점수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075,
>.05).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낱말과 문장을 말하기’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듣기 영역 하위 요
인인 ‘낱말과 문장을 말하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6.574, .05).이는 프로
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말하기의 하위 영역인 ‘낱말과 문장을 말하기’에 효과
가 있음을 의미한다.

말하기 영역의 하위영역 중 ‘경험․생각․느낌 말하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
-11>과 같다.

<.01

<표 Ⅳ-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하기 영역의 ‘경험․생각․느낌 말하기’의 사
전검사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0.278,

변량인
공변인 3.406 1 3.406 1.075
집단 9.594 1 9.594 6.574*

오차 53.994 77 1.459
전체 66.994 79

<표 Ⅳ-10>낱말과 문장을 말하기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변량인
공변인 1.483 1 1.483 0.278
집단 63.480 1 63.480 11.885**

오차 197.617 77 5.341
전체 262.58 79

<표 Ⅳ-11>경험․생각․느낌 말하기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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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경험․생각․느낌 말하기’효과의 차이를 알
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듣기 영역 하위
요인인 ‘경험․생각․느낌 말하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1.885, .01).이
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말하기의 하위 영역인 ‘경험․생각․느낌 말하
기’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말하기 영역의 하위영역 중 ‘상황에 맞게 말하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12>
와 같다.

<.001

<표 Ⅳ-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하기 영역의 ‘상황에 맞게 말하기’의 사전검
사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0.305, >.05).
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상황에 맞게 말하기’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듣기 영역 하위 요인인 ‘상황
에 맞게 말하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46.153, .001).이는 프로젝트 스펙
트럼의 언어활동이 말하기의 하위 영역인 ‘상황에 맞게 말하기’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말하기 영역의 하위영역 중 ‘바른 태도로 말하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13>
과 같다.

변량인
공변인 .908 1 .908 0.305
집단 137.327 1 137.327 46.153***

오차 110.092 77 2.975
전체 248.327 79

<표 Ⅳ-12>상황에 맞게 말하기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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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표 Ⅳ-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하기 영역의 ‘바른 태도로 말하기’의 사전검사 매
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0.345, >.05).사전
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바른 태도로 말하기’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
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듣기 영역 하위 요인인 ‘바른 태도
로 말하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0.973, .001).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말하기의 하위 영역인 ‘바른 태도로 말하기’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444...읽읽읽기기기․․․쓰쓰쓰기기기 영영영역역역의의의 하하하위위위 문문문항항항별별별 효효효과과과 검검검증증증

연구문제 1-3의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읽기․쓰기 영역에 어
떤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시한 읽기․쓰기 영역의 하위 요인 중
‘말과 글의 관계 말하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001

변량인
공변인 1.471 1 1.471 0.345
집단 89.348 1 89.348 20.973***

오차 157.629 77 4.260
전체 248.448 79

<표 Ⅳ-13>바른 태도로 말하기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변량인
공변인 7.110 1 7.110 1.699
집단 33.088 1 33.088 18.651***

오차 65.640 77 1.774
전체 105.838 79

<표 Ⅳ-14>말과 글의 관계 말하기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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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능력의 읽기․쓰기 영역 중 ‘말과 글의 관
계 말하기’에 대한 사전검사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699, >.05).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말과 글의 관계 말하기’
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
의 듣기 영역 하위 요인인 ‘말과 글의 관계 말하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651, .001).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읽기․쓰기 영역의 하위
영역인 ‘말과 글의 관계 말하기’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읽기․쓰기 영역의 하위영역 중 ‘글자에 관심가지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
-15>와 같다.

<.001

<표 Ⅳ-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능력의 읽기․쓰기 영역에서 ‘글자에 관심
가지기’에 대한 사전검사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0.001, >.05).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글자에 관심가지기’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듣기
영역 하위 요인인 ‘글자에 관심가지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9.432,
.001).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읽기․쓰기 영역의 하위 영역인 ‘글

자에 관심가지기’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변량인
공변인 1.591 1 1.591 0.001
집단 41.463 1 41.463 19.432***

오차 78.948 77 2.134
전체 122.002 79

<표 Ⅳ-15>글자에 관심가지기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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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쓰기 영역의 하위영역 중 ‘쓰기에 관심가지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
-16>과 같다.

<.001

<표 Ⅳ-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능력의 읽기․쓰기 영역에서 ‘쓰기에 관심
가지기’에 대한 사전검사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0.108, >.05).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쓰기에 관심가지기’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듣기
영역 하위 요인인 ‘쓰기에 관심가지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8.535,
.001). 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읽기․쓰기 영역의 하위 영역인

‘쓰기에 관심가지기’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읽기․쓰기 영역의 하위영역 중 ‘책에 관심가지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17>
과 같다.

<.01

변량인
공변인 0.123 1 0.123 0.108
집단 20.953 1 20.953 18.535***

오차 41.827 77 1.130
전체 62.903 79

<표 Ⅳ-16>쓰기에 관심가지기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변량인

공변인 4.993 1 4.993 2.989

집단 18.984 1 18.984 11.365**

오차 61.807 77 1.670

전체 85.784 79

<표 Ⅳ-17>책에 관심가지기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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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능력의 읽기․쓰기 영역에서 ‘책에 관심가
지기’에 대한 사전검사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2.989, >.05).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책에 관심가지기’효과의 차이
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듣기 영역
하위 요인인 ‘책에 관심가지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11.365, .001).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읽기․쓰기 영역의 하위 영역인 ‘책에 관심가지
기’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읽기․쓰기 영역의 하위영역 중 ‘읽어주는 글을 이해하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Ⅳ-18>과 같다.

<.01

<표 Ⅳ-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언어능력의 읽기․쓰기 영역에서 ‘읽어주는 글
을 이해하기’에 대한 사전검사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1.019, >.05).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읽어주는 글을 이해하
기’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
아의 듣기 영역 하위 요인인 ‘읽어주는 글을 이해하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410, .001).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읽기․쓰기 영역의 하위
영역인 ‘읽어주는 글을 이해하기’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변량인

공변인 2.313 1 2.313 1.019

집단 25.900 1 25.900 11.410**

오차 83.987 77 2.270

전체 112.2 79

<표 Ⅳ-18>읽어주는 글을 이해하기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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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프프프로로로젝젝젝트트트 스스스펙펙펙트트트럼럼럼의의의 언언언어어어활활활동동동이이이 창창창의의의성성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효효효과과과

111...창창창의의의성성성 전전전체체체에에에 대대대한한한 효효효과과과 검검검증증증

aaa...창창창의의의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사사사전전전검검검사사사 분분분석석석

연구문제 2의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
는가”에 대한 사전검사를 분석 결과는 <표 Ⅳ-19>와 같다.

<표 Ⅳ-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의성 전체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의 평균점수
의 차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요인별로 각각 0.40,0.06,2.14,0.32,0.09로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5,
.05;=.343, .05;=-.066, .05;=-.235, .05;=-.961, .05).전체적으로도

집단간 평균점수의 차이는 2.95로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398, .05).이는 실험처치전의 사전검사 결과가 집단간에 차이가 없음을 의
미한다.

요인 집단

유창성 실험집단 40 100.25 3.19 .405 .688통제집단 40 99.85 3.05

정교성 실험집단 40 78.35 8.74 .343 .734통제집단 40 77.40 8.80

독창성 실험집단 40 90.35 15.43 -.066 .948통제집단 40 90.65 13.29
제목의
추상성

실험집단 40 90.95 9.58 -.235 .816통제집단 40 91.65 9.26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실험집단 40 59.85 10.90 -.961 .342통제집단 40 63.15 10.81

전체 실험집단 40 419.75 30.16 -.398 .693통제집단 40 422.70 13.71

<표 Ⅳ-19>창의성 전체에 대한 사전검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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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창창창의의의성성성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사사사후후후검검검사사사 분분분석석석

연구문제 2의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
는가”에 대해 사전검사를 배제한 전체적인 집단간 사후 검사에 대하여 공변량 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0>과 같다.

<.001

<표 Ⅳ-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창의성의 전체적인 효
과에 있어서 사전검사는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그러나 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창의성 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104.777, <.001)를 보였다.이는 프로젝트 스펙트
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을 전체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유유유창창창성성성의의의 차차차이이이 검검검증증증

연구문제 2-1의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에 따른 유아의 유창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사전검사를 배제한 집단간 사후 검사에 대하여 공변량 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1>과 같다.

변량인
공변인 1323.733 1 1323.733 2.593
집단 53495.777 1 53495.777 104.777***

오차 18891.017 77 510.568
전체 73,710.527 79

<표 Ⅳ-20>창의성 전체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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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인
공변인 111.285 1 111.285 4.023
집단 1,289.635 1 1,289.635 46.620***

오차 1,023.515 77 27.663
합계 2,424.435 79 1,428.583

<표 Ⅳ-21>유창성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001

<표 Ⅳ-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창성의 효과에 있어
서 사전검사는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러나 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유창성 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46.620, <.001)를 보임으로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
동이 유아의 유창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33...정정정교교교성성성의의의 차차차이이이 검검검증증증

연구문제 2-2의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에 따른 유아의 정교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사전검사를 배제한 집단간 사후 검사에 대하여 공변량 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2>와 같다.

***<.001

변량인
공변인 838.868 1 838.868 6.486
집단 4,578.173 1 4,578.173 35.398***

오차 4,785.332 77 129.333
전체 10,202.373 79 5,546.374

<표 Ⅳ-22>정교성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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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정교성의 효과에 있어
서 사전검사는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
러나 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정교성 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35.398, <.001)를 보임으로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
동이 유아의 정교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44...독독독창창창성성성의의의 차차차이이이 검검검증증증

연구문제 2-3의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에 따른 유아의 독창성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사전검사를 배제한 집단간 사전․사후 검사에 대하여 공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3>과 같다.

***<.001

<표 Ⅳ-23>에서 나타난 결과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독창성의 효과에 있어서
사전검사는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독창성 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23.309, <.001)를 보임으로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독창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555...제제제목목목의의의 추추추상상상성성성 차차차이이이 검검검증증증

연구문제 2-4의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에 따른 유아의 제목의 추상성에

변량인
공변인 203.798 1 203.798 2.205
집단 2,153.976 1 2,153.976 23.309***

오차 3,419.152 77 92.410
합계 5,776.926 79 2,450.184

<표 Ⅳ-23>독창성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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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사전검사를 배제한 집단간 사전․사후 검사에 대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Ⅳ-24>와 같다.

<표 Ⅳ-24>에서 나타난 결과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제목의 추상성 효과에
있어서 사전검사는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제목의 추상성 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1.531, .05)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프로젝트 스펙
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제목의 추상성 증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66...성성성급급급한한한 종종종결결결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저저저항항항의의의 차차차이이이 검검검증증증

연구문제 2-5의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에 따른 유아의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 사전검사를 배제한 집단간 사전․사
후 검사에 대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는 <표 Ⅳ-25>와 같다.

<.001

변량인
공변인 77.388 1 77.388 .819
집단 144.646 1 144.646 1.531
오차 3,496.812 77 94.508
합계 3,718.846 79 316.542

<표 Ⅳ-24>제목의 추상성에 대한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변량인
공변인 518.768 1 518.768 6.656
집단 4,778.188 1 4,778.188 61.309***
오차 2,883.632 77 77.936
합계 8,180.588 79 5,374.892

<표 Ⅳ-25>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의 사후검사 공변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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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
항 효과에 있어서 사전검사는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그러나 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효과
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61.309, .001)를 보임으
로써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을 증진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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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논논논의의의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AAA...요요요약약약

본 연구는 Gardner의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이론적 기초
와 교육과정을 분석하고,프로젝트 스펙트럼의 한 영역인 언어영역활동을 실험집단
에 적용해 봄으로써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
적이 있었다.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였다.첫째,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어떤 효과가 있는
가?둘째,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설정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W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5세반 유아 40명(남아 26명,여아 14명)을 실험집단으로 M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5세반 유아 40명(남아 22명,여아 18명)을 통제집단에 임의 배정하였으며,15주
에 걸쳐 실험집단에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을 통제집단에는 유치원 교육
과정의 언어생활영역에 근거한 언어활동을 총 20회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 4인(실험집단 2인,
통제집단 2인)은 모두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경력이 3～4년 차였다.
연구도구는 Torrance의 창의력 검사(TorranceTestofCreativeThinking,TTCT)도

형검사 A,B형을 사용하였고 창의성 채점은 D시에 있는 H창의성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
였다.언어능력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평정준거가 추가된 언어능력 평
정척도를 개발하였다.구체적으로 연구자는 광주광역시 교육청(2005)이 교육부
(2000)의 유치원 교육활동지도자료1총론의 “유치원 교육평가”를 기초로 개발한 장
학자료(2005-613)의 유아 언어능력 평정척도의 15개 하위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평
정준거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첫째,연구대상 유아들이 집단간에 동질적으로 배치되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간 검정(independentsamples -test)을 실시하였다.둘째,
언어능력 및 창의성의 사전검사에 대해서는 검정을 실시하였고,실험처치 결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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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통제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
하였다.본 연구의 자료처리에 대한 유의확률은 α=.05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에 따른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집단 간 사전검사에서의 변인별 전체점수
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여 두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분석하였으며,그 결
과 사전검사에 대한 언어능력의 전체 점수와 창의성의 전체 평균점수의 동일성에
대한 -검정에서 두 집단의 언어능력(=0.225)과 창의성(=0.693)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동질한 집단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집단간 사전검사 분석결과 언어능력 전체점수에 대한 사전검사의 평균점수의 차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에 각각 .85,1.35,.35로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후검사에 있어서도 공변량 분석한 결과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전체 듣기 영역의 효과에 있어서 사전검사는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
의 전체 듣기 영역 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99.632, <.001)를 보임으로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듣기 영
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말하기 영역의 효과에 있어서 사전검사는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
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전체 말하기
영역 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28.594, <.001)
를 보임으로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말하기 영역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읽기․쓰기 영역의 효과에 있어서 사전검사는 매개변인으로서 사후검사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사전검사를 배제한 두 집단의 전체 읽
기․쓰기 영역 효과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35.581,
<.001)를 보였다.따라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읽
기․쓰기 영역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5.895, <.001).
둘째,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친 효과를 살펴 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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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유아들보다 창의성에 있어서 의미 있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
나 유아의 제목의 추상성 증진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유창성 영역의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점수( =100.25, =3.19)와 통제집단의 평균점수( =99.85, =3.05)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점수( =112.60, =7.31)와
통제집단의 평균점수( =101.00, =2.51)간에는 큰 차이( =11.60)를 보임으로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이런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
전검사를 배제한 집단간 사전․사후 검사에 대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46.620, <.001)를 보임으로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
어활동이 유아의 유창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정교성 영역의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점수( =90.35, =15.43)와 통제집단의 평균점수( =90.65, =13.29)간에는
큰 점수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점수( =122.00,
=13.07)와 통제집단의 평균점수( =100.70, =11.19) 간에 큰 점수 차이

( =21.3)를 보임으로서 유창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결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배제한 집단간 사전․사후 검사에
대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35.398, <.001)
를 보임으로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정교성을 증진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유아의 독창성 영역의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
( =78.35, =8.74)과 통제집단( =77.405, =8.80)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그러
나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점수( =98.20, =2.51)와 통제집단의 평균점
수( =83.25, =7.02)간에는 큰 차이( =14.95)를 보임으로서 프로젝트 스펙트럼
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독창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결과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배제한 집단간 사전․사후 검사에 대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23.309, <.001)를
보임으로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독창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83 -

유아의 제목의 추상성 영역의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사전검사에서는 실험
집단의 평균점수( =90.95, =9.58)와 통제집단의 평균점수( =91.65, =9.26)간
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또한 사후검사에서도 실험집단의 평균점수( =98.50,
=10.47)와 통제집단의 평균점수( =94.80, =8.86)간에는 큰 차이(M=3.7)를 보

임으로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제목의 추상성을 증진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런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배
제한 집단간 사전․사후 검사에 대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1.531, .05)를 보이지 않음으로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이 유아의 제목의 추상성 증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영역의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사전검사에
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점수( =59.85, =10.90)와 통제집단의 평균점수( =60.15,
=10.81)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점수

( =86.80, =9.29)와 통제집단의 평균점수( =65.80, =9.63)간에는 큰 차이
( =21.0)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런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알아보
기 위해 사전검사를 배제한 집단간 사전․사후 검사에 대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
한 결과,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61.319, .001)를 보였다.이런 결과는 프로
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증진에 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BBB...논논논의의의 및및및 결결결론론론

만5세 남녀 유아 80명을 연구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유아들에게 프로젝트 스펙
트럼의 언어활동을 적용 하였을 때 언어능력 및 창의성에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
는지를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을 하였을 때 유아의 언어능력에 어떤 효과
가 있는가를 논의해 분석하면,프로젝트 스펙트럼 언어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영역에 근거한 언어활동의 통제집단 유아들 보
다 듣기,말하기,읽기․쓰기영역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미 있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설명적 언어와 보고하기 활동 중에서 친구 인터뷰하기,뉴스 보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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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평론 활동을 하면서 어휘력 및 문장 구사력 등의 향상뿐만 아니라 유머스런 시적
언어활동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창의적인 언어능력에서 상당한 발달이 있었던 것으
로 보인다.따라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영역에
근거한 언어활동보다 듣기,말하기,읽기․쓰기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이 통제

집단 보다 듣기,말하기,읽기․쓰기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연구결과(김정민,
2000;정봉례,2005)와 일치하며,손현덕(2007)의 연구에서도 다중메뉴모형에 의한 언어
교육활동이 유아의 언어적 지능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처치한 결과 실험집단 유아들의 언어능력이 현저히 향상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듣기,말하기,읽기․쓰기 증진에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또한 학습장애아에 관한 연구에서 Campbell(1994)은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교수-학습 활동이 학습장애아의 언어적 지능을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와는 부
분적으로 일치한다.
김명희와 류완영(1999)은 다중지능에 기초한 통합적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실시한 결

과 언어적 측면에서 유아의 글쓰기․말하기능력이 증진되었다는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은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 영
역에 비해 듣기를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보지 않고,듣고 설명하거나 보고하기,듣고
이야기하기 활동 등으로 듣기 후의 후속활동으로 이루어지므로 말소리 듣기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윤미자(2005)의 다중지능 말하기 프로그램이 유아의 어
휘력 증진으로 자신감에 도움이 되었고,말하기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면서 창의적
인 문제 해결력과 자기 주도적인 말하기 능력이 신장되었다는 연구,강은선(2007)
의 유아 MI언어 프로그램이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에서 실험집단의 유아가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귄민지(2004)의 다중지능에 근거한 영어 프로젝트 수업
에서 다중지능 프로그램이 말하기 신장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Dichtelmiller(1997)도 유아의 수준별로 언어활동을 수행하였더니 유아의 언어발

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자체가 또
래와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구성되었다는 신은수(1993)연
구와도 일치하여 본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다중지능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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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초한 언어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지지한다.
또한 오연경(2007)의 다중지능 프로그램이 유아영재의 언어,수,사회성에 미치는

효과의 연구에서도 다중지능 프로그램이 다양한 지능과 언어지능을 연결하여 발표
하기,토론하기,이야기 만들기,인텨뷰하기와 같은 활동들이 언어표현력을 키워주
는 활동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중 보고하기활동,언어의 시적활동 및 저널소개
활동,친구 인텨뷰하기 활동과 유사한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이는 언어표현력을 키
워주는 활동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지지한다.
따라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을 유아교육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다중지능이론
에 기초한 학습활동은 유아의 언어능력 발달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유아의 언어능력 증진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 교육부(2000)의 유치원
교육활동지도자료1총론의 “유치원 교육평가”를 기초로 개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자료 2005-613의 유아 언어능력 평정척의 15개 하위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평
정척도를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였다.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을 실
시하여 유아의 언어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질적 평가 도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김경철과 채미영(2001)의 연구에 동의한다.결론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
의 언어활동은 유아 개개인의 언어능력을 증진시키고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언
어능력 평가시 언어능력 평정척도로서 의의가 있다.
둘째,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을 하였을 때 유아의 창의성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논의해 분석하면,프로젝트 스펙트럼 언어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유치
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영역에 근거한 언어활동의 통제집단 유아들 보다 유창성,
정교성,독창성,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에 있어서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러나 제목의 추상성은 증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제시된 특정자극에 대해 산출한 반응의 제목이 보다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도록 명명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제목의 추상성은 큰 변화가 없었다.이러한 결
과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영역 활동에서 문학적이고 추상적인 한정어의 교수
-학습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Krenchevsky(1991)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제6차 유치원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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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언어생활영역에 근거한 언어활동보다 유창성,정교성,독창성,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변윤희(2006)의 창의성 루브릭 개발 과정을 포함한 메이킹북 프로그램을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에 실험처치한 결과 유창성,정교성,독창성,제목의 추상성,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에서 유아의 창의성이 증진되었다는 연구와 박윤(2007)의 프로젝
트 스펙트럼에서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창의성발달에 미치는 효과에서 이야기하기,
내 이야기판 만들기,친구 인터뷰하기,영화평론,우리들의 노래,서로에게 읽어주
기,학급우편함,책 만들기의 8가지 언어활동 프로그램을 실험집단에 적용한 결과
유창성,융통성,독창성,정교성에서 창의성의 효과가 증진되었다는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한다.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들이 작업 양식에서 유창성,
정교한 묘사,독창성,상상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발산하는 능력과 수렴적 사고를
반복해야 하는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박이심(2006)도 유치원 생활주제별 SCAMPER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에서 변윤희,박윤의 연구와 일치되게 창의성의 하위요소 모두에서 향
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그러나 제목의 추상성은 증진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아 개개인의 특성상 쓰기를 어려워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박효진(2007)은 ArtsPropel에 기초한 동시 프로그램이 만4세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비교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유창성,융통성,
독창성,상상력에서 창의성이 증진 되었다고 하였다.이는 전경원의 검사 도구를
사용한 결과이나 그 맥은 일치 한다고 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다중지능에 기초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들은 창의성의 하위요소와 상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의 연구들에서 밝혀듯이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은 창의성의 하

위요소인 유창성,정교성,독창성,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
며,유아교육기관에서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되리
라고 생각된다.
셋째,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프로젝트 스펙트럼과 관련하여 논의해 분석하면,

안영진과 안은정(2005)은 다중지능에 의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과학 활동을 통한 자연
이해 과정 조망:바람 활동을 통한 사례연구에서 유아들은 프로젝트 스펙트럼 과학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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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통하여 다양한 과학적 탐구 자세를 포함한 활동으로 유아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바람’에 대한 개념을 확장해 나간다고 하였다 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과학 활동이라
는 변인을 통하여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성애 외(2006)도 유아의 프로젝트 스펙트럼 활동 특성과 다중지능 및 유치원 적응

력과의 관계에서 유아의 프로젝트 스펙트럼 활동 특성과 다중지능,프로젝트 스펙트럼
활동 특성과 유치원 적응력,그리고 유아의 다중지능과 유치원 적응력 간 모두에서 유
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프로젝트 스펙트럼 활동은 유아의 밝혀
지지 않은 다양한 지적능력을 이끌어 내고,그러한 능력을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프로
젝트 스펙트럼의 학습활동이 전통적인 학습활동에 비해 유아의 유치원 적응을 향상시킨
다는 나수정(2001)과 정대현(2006)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도 볼 수 있다.
또한 김경철과 채미영(2001)은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영역 평가도구가 유아들의

언어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주말뉴스와 그림어휘력에 유
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밝혀 본 연구의 듣기,말하기,읽기․쓰기영역과는 부분적으로 일
치한다고 할 수 있고,김명희,신화식과 주은희(2001)가 보고한 프로젝트 스펙트럼에 기
초한 영역별 교수-학습 평가도구 개발연구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맞게
프로젝트 스펙트럼을 수정․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한다.
이외에도 프로젝트 스펙트럼 평가도구를 활용한 관련 연구(전지영,2002;최경선․김

명순,2001;최영옥,1999)로 유아의 미술 표현력,그림 표현력,미술 표현 발달 영역에
서 프로젝트 스펙트럼 미술영역 평가 기준을 활용하였고,윤형윤(1999)과 방선애(2003)
는 음악활동에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음악영역의 프로그램과 평가 기준을 각각 활용하였
으며,김옥희(1999)와 박춘희(2001)도 다중지능 이론에 기초한 미술통합 프로그램을 고
안하여 유아의 미술능력을 비교하여 그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따라서 프로젝트 스펙
트럼은 지능영역별 유아들의 강점과 약점을 변별하여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
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다른 지능영역을 확인하여 교수-학습 방법에 적용 활용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은 유아들
의 언어능력 및 창의성 발달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을 시사하
는 것이며,특히 전 세계적으로 21세기 유아교육에 있어서 국가적 주요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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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각되고 있는 창의성을 개발하는데 있어 유아교육 현장에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을 유치원 교육과정의 언어생활영역에 적용하는 통합적인 교수-학습 방법
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결론적으로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은 작업 양식에서 유창성,정교한 묘사,독창

성,상상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발산하는 능력과 수렴적 사고를 반복해야 하는 활동들로
이루어진 활동이므로 유아 자신의 창의적인 언어능력을 증진하여 논리적인 주장과
질문에 관여하게 됨으로 모든 유아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강점영역을 발견하여
유아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여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CC...제제제언언언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 영역만을 연구하였으므로 프
로젝트 스펙트럼의 다른 영역활동으로 확장되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만 5세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따라서 만 3세 및 4세의 연령과 성별의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을 적용하여 그 효과가 입증
되었으므로 유치원 교과과정의 한 영역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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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111>>>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 평평평정정정척척척도도도
(광주광역시 교육청 장학자료 2005-613)

※평정 척도(1-매우 부족,2-부족,3-보통,4-잘함,5-매우 잘함)

영역 하위영역 문항
번호 평가내용 평정척도

듣기

1.
말소리 듣기

1 말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1 2 3 4 5
2 소리를 변별할 능력이 있는가? 1 2 3 4 5

2.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

3 일상생활에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그 뜻을 이해하는가? 1 2 3 4 5

4 말을 이해하고,기억하여 따르는가? 1 2 3 4 5

5 두 가지 이상의 지시 사항을 듣고 서로의 관계
를 이해해 따르는가? 1 2 3 4 5

3.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

6 이야기를 듣고,그 내용을 이해하는가? 1 2 3 4 5

7 비교하거나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가? 1 2 3 4 5

8 이야기 듣고 이해되지 않은 것,더 알고 싶은 것을 묻는
가? 1 2 3 4 5

4.
동화·동요
동시·듣기

9 동화에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듣는가? 1 2 3 4 5

10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듣는가? 1 2 3 4 5

11 동요를 듣고,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는가? 1 2 3 4 5

5.
바른태도로
듣기

12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가? 1 2 3 4 5

13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가? 1 2 3 4 5

14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며 주의 깊게 듣는
가? 1 2 3 4 5

말하
기

6.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
15 여러 가지의 말소리를 바르게 발음하는가? 1 2 3 4 5

7.
낱말과
문장을
말하기

16 일상생활에 필요한 낱말과 문장을 말하는가? 1 2 3 4 5

17 적절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해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가? 1 2 3 4 5

8. 18 경험한 것,생각한 것,느낀 것을 자기 나름대로 말하는가? 1 2 3 4 5



- 110 -

경험·생각·느
낌 말하기

19 경험이나 느낌,생각들을,동화,동시,이야기로 꾸미는가? 1 2 3 4 5

20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가? 1 2 3 4 5

9.
상황에 맞게
말하기

21 듣는 사람에게 알맞게 말하는가? 1 2 3 4 5

22 듣는 사람,때와 장소에 따라 알맞게 말하는
가? 1 2 3 4 5

23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하는가? 1 2 3 4 5

10.
바른 태도로
말하기

24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는가? 1 2 3 4 5
25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가? 1 2 3 4 5
26 말할 차례를 지켜 말하는가? 1 2 3 4 5

27 말할 차례를 지키며 바른 태도로 말하는가? 1 2 3 4 5

읽기
·
쓰기

11.
말과 글의
관계 말하기

28 말이 글로 옮겨지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가? 1 2 3 4 5
29 그림책의 그림을 보고,이야기를 꾸밀 줄 아는가? 1 2 3 4 5
30 그림책의 글자에 관심을 갖는가? 1 2 3 4 5

12.
글자에

관심가지기

31 주변의 글자에 관심을 갖는가? 1 2 3 4 5
32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보는가? 1 2 3 4 5

33 다양한 글자놀이를 즐기는가?(예:같은 글자
찾기,글자 오려 붙이기 등) 1 2 3 4 5

13.
쓰기에

관심가지기

34 그림을 그리거나 긁적거리기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는가? 1 2 3 4 5

35 그림이나 친숙한 글자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
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는가? 1 2 3 4 5

14.
책에

관심가지기

36 책을 소중하게 다루는가? 1 2 3 4 5
37 책에 관심을 가지고,책보기를 즐기는가? 1 2 3 4 5
38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 책을 찾아보는가? 1 2 3 4 5

15.
읽어주는
글을

이해하기

39 읽어 주는 글에 관심을 갖는가? 1 2 3 4 5

40 읽어주는 책 내용을 들으면서 읽어 준 글의 내
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가?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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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222〉〉〉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 평평평정정정척척척도도도(((세세세부부부적적적인인인 평평평정정정준준준거거거)))

유치원: 검사일:
유 아: 집 단:(실험집단,통제집단)

※다음 문항의 평정준거에 해당되는 표시란에 “V"표 해 주십시오.

AAA...듣듣듣기기기 영영영역역역

111...말말말소소소리리리 듣듣듣기기기(((222문문문항항항)))

(1)말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놀잇감을 가지고 놀 때,교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을 이야기한다.
-친구가 쌓아놓은 블록을 무너뜨렸을 때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내가 가지고 노는 놀잇감을 다른 친구가 뺏으려고 할 때 기분이 어떨까?
-가지고 놀지 않은 놀잇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너는 놀잇감을 가지고 노는 방법을 모를 때 어떻게 하니?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주의 깊게 듣지 않는다.
2 부족 들으면서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
3 보통 교사가 말을 할 때 일단 주의를 기울이며 교사를 쳐다보고만 있다.
4 잘함 주의 깊게 집중하여 듣고,두 가지 이상의 질문에 반응한다.
5 매우 잘함 주의 깊게 집중하여 듣고,세 가지 이상의 질문에 반응한다.

표시요령

1:매우 부족 하다고 생각될 때
2:부족 하다고 생각될 때
3:보통 이라고 생각될 때
4:잘한다고 생각될 때
5:매우 잘한다고 생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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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리를 변별할 능력이 있는가?

222...낱낱낱말말말과과과 문문문장장장을을을 듣듣듣고고고 이이이해해해하하하기기기(((333문문문항항항)))

(3)일상생활에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그 뜻을 이해하는가?

◦선생님의 말을 듣고,틀린 곳을 말해 보세요(한 문장씩 말한다).
“배를 타고 감감감을 건너갑니다.”
“할아버지가 시시시계에 나무를 지고 갑니다.”
“다람쥐는 방방방을 좋아합니다.”

◦전래 동요 등을 들려주면서 특정 음이 나오면 손뼉을 치거나 그 음을 따라 해 보기 등
을 시도한다.
‘아주까리 동동동동동동,살꾸리 동동동동동동’과 같은 전래 동요에서 ‘동동동동동동’할 때마다 손뼉을 치거나 발

을 구르게 한다.

자유선택 영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 할 수 있는가?
한 가지-“수학 영역에 가서 앉으세요.”
두 가지-“수학영역에 가서 주사위를 가져 오세요.
세 가지-“수학 영역에 가서 주사위를 가지고 다시 복도의 책상위에 놓으세요.
네 가지-“수학 영역에 가서 주사위를 가지고 다시 복도의 책상위에 놓은 후 이름

판을 가져 오세요.”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틀린 소리를 변별하지 못한다.
2 부족 틀린 낱말 또는 동작하기 중에 한 가지만 변별한다.
3 보통 틀린 낱말 또는 동작하기에 늦게 반응한다.
4 잘함 틀린 낱말 또는 동작하기를 변별한다.
5 매우 잘함 틀린 낱말 또는 동작하기를 변별하며 재미있어 한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지시 사항을 들으나 따르지 않는다.
2 부족 한 가지 지시 사항을 듣고 따른다.
3 보통 두 가지의 지시 사항을 듣고 따른다.
4 잘함 세 가지의 지시 사항을 듣고 따른다.
5 매우 잘함 네 가지의 지시 사항을 듣고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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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말을 이해하고,기억하여 따르는가?

(5)두 가지 이상의 지시 사항을 듣고 서로의 관계를 이해해 따르는가?

333...이이이야야야기기기를를를 듣듣듣고고고 이이이해해해하하하기기기(((333문문문항항항)))

(6)이야기를 듣고,그 내용을 이해하는가?

“빨강색,노란색,초록색을 사용하여 색칠을 하세요.”

“책상위에 있는 색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복도 끝에서 날려보세요.”

◦수수께끼로 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지내는 곳입니다.아침이면 나왔다가 저녁에 다시 들어가기도

합니다.우리들도 아침에 유치원에 오기 전에는 이곳에 있었습니다.이곳은 어디일까
요?”
◦집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만약 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지시 사항을 듣고 크레파스만 바라보는 등 반응이 없다.
2 부족 무슨 색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다시 묻는다.
3 보통 빨강색(또는 다른 한 색)을 칠한 후 무슨 색을 칠할지 묻는다.
4 잘함 빨강색과 노란색 또는 초록색의 두 색을 사용 후 다시 묻는다.
5 매우 잘함 세 가지의 색을 사용하여 그린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지시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선생님을 쳐다본다.
2 부족 색종이로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를 다시 묻는다.
3 보통 색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가지고 있다.
4 잘함 색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복도로 가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서 있다.
5 매우 잘함 색종이로 비행기를 접어 복도로 가서 비행기를 날린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수수께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2 부족 수수께끼의 답을 집이라고 말한다.
3 보통 집이라고 말을 했지만 필요성은 말하지 못한다.
4 잘함 집의 필요성을 한 가지 이상 말한다.
5 매우 잘함 집이 없을 때 불편한 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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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비교하거나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가?

(8)이야기 듣고 이해되지 않은 것,더 알고 싶은 것을 묻는가?

1.삐약이가 집밖을 나가며 엄마닭에게 인사를 합니다.
삐약이:“엄마 엄마,놀러 갔다가 올게요.삐약.”

2.삐약이는 길에서 찍찍이를 만났습니다.
삐약이:“삐약 삐약,찍찍아,우리 목소리 바꾸어 볼래?”
찍찍이:“그것 참 재밋겠다!삐약 삐약!”
삐약이:“찍찍 찍찍!”
삐약이와 찍찍이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3.삐약이이는 돼지를 만났습니다.
삐약이:“꿀꿀아 꿀꿀아,우리 목소리 바꾸어 볼래?”
돼지 :“그것 참 재밋겠다!찍찍!”
삐약이:“꿀꿀 꿀꿀!”
삐약이와 돼지는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봄(또는 여름,가을,겨울)의 옷차림과 날씨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 겨울의 날씨와 지금의 날씨는 어떻게 다를까?
◦ 옷차림은 어떻게 달라졌니?
◦ 겨울의 바람과 봄바람의 느낌은 어떻게 다르니?
위의 이야기를 듣고,이해되지 않은 것,더 알고 싶은 것을 묻도록 한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삐약이와 찍찍이의 바뀐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한다.
2 부족 삐약이와 찍찍이의 바뀐 목소리를 구별한다.
3 보통 돼지의 목소리 ‘찍찍!’도 이해한다.
4 잘함 삐약이,찍찍이,돼지의 바뀐 목소리를 구별한다.
5 매우 잘함 그림을 보고 자연스럽게 삐약이,찍찍이,돼지의 바뀐 목소리를 이해하며 표현한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계절에 대해 전혀 반응이 없다.
2 부족 계절(옷차림,날씨)에 대해 간단히 질문한다.
3 보통 계절,옷차림,날씨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을 간단히 질문한다.
4 잘함 옷차림,날씨 중에서 더 알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질문한다.
5 매우 잘함 궁금한 것을 계속하여 “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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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동동동화화화․․․동동동요요요․․․동동동시시시 듣듣듣기기기(((333문문문항항항)))
(9)전래 동화에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듣는가?

‘금도끼와 은도끼’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는가?(또는 ‘콩쥐 팥쥐’등)

*출처:주니어 네이버(http://jr.naver.com/donghwa)
◦동화를 들은 후 동화 내용에 대해 회상한다.
-이야기 속에 누가 나왔니?
-나뭇꾼이 도끼를 어떻게 했니?
-나뭇꾼이 걱정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니?
-도끼는 무슨 도끼가 있었니?
-나뭇꾼의 도끼는 어떤 도끼니?
-산신령은 나뭇꾼에게 어떤 도끼를 주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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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동시에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듣는가?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동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2 부족 동화에 관심을 보이지만 재미있게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3 보통 동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듣고 있다.
4 잘함 동화에 관심을 보이며 재미있게 듣는 것처럼 보인다.
5 매우 잘함 동화에 관심을 갖고 매우 재미있게 들으며 얼굴표정이 내용에 동

화된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동시에 관심이 없다.
2 부족 동시에 조금 관심을 기울인다.
3 보통 동시를 따라하며 손가락을 움직이며 좋아하는 편이다.
4 잘함 동시를 따라하며 손가락을 움직이며 좋아한다.
5 매우 잘함 동시를 따라하며 손가락을 움직이며 매우 좋아한다.

◦동시-다섯 살
◦장갑 인형을 끼고 유아들에게 동시를 들려주기 위한 소개를 한다.
“얘들아,안녕?너희들도 유치원에 다니니?나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어.

이제 네 살이 아니고 다섯 살이 되었거든.하나,둘,세,넷,다섯 이렇게 다섯 살이
다.”
◦동시를 들려주고 동시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동시를 읽으며 함께 세어본
다.

출처:이경우(1993).빨주노초파남보 동시집.한림.

얘들아!
날 좀 봐!
나
다섯 살이다.

하나(1)
둘(2)셋(3)
넷(4)
다섯(5)
이렇게 다섯 살이다.

얘들아!
날 좀 봐!
나
다섯 살이다.

일(1)
이(2)
삼(3)
사(4)
오(5)

나
다섯 살 됐다.

이제 네 살은 ‘안녕’했다.

넷(4)
셋(3)
둘(2)
하나(1)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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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동요를 듣고,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는가?

555...바바바른른른 태태태도도도로로로 듣듣듣기기기(((333문문문항항항)))

(12)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가?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동요에 관심이 없다.
2 부족 동요에 약간의 관심을 보인다.
3 보통 동요를 듣고 심미적 표현을 하려고 한다.
4 잘함 동요를 듣고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이야기한다.
5 매우 잘함 동요를 듣고 언어나 그림,율동 등 다양한 표현과 다른 생각이나 느낌을 이야

기한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2 부족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자기 말을 많이 한다.
3 보통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자기 말을 할 때가 있다.
4 잘함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

한다.
5 매우 잘함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한다.

◦교사의 이야기를 바른 태도로 주의 깊게 듣는가?
“고양이 한 마리가 놀이터에 놀러 왔습니다.고양이는 아주 천천히 놀이터를 돌아보
면서 무엇이 있는지 살펴봅니다.그네를 빙빙 돌면서 움직입니다.나무 밑에 서서 키
큰 나무를 쳐다보지요.그러다 쉬고 싶은지 마당 한 가운데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
다.”
◦몇 마리의 고양이가 있나요?
◦고양이는 나무 밑에 서서 무엇을 쳐다보고 있을까요
◦고양이는 마당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 마리 꼬마 원숭이
세 마리 꼬마 원숭이들이 책상위에서 펄쩍 뛰다가
그 중에 한 마리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네
엄마 원숭이 전화 걸었죠 의사 선생님 빨리 오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죠.책상위에서 뛰니까 다치지
-침대 위에서 뛰어본 적 있어요?
-‘세 마리 꼬마 원숭이’를 부르면 어떤 생각이 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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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가?

(14)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며 주의 깊게 듣는가?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상대가 말을 하고 있는데 딴 짓을 한다.
2 부족 대답은 하고,상대가 말을 하고 있는데 말하는 중간에 끼어든다.
3 보통 대답은 하고,인형의 이름이 ‘또또’임을 안다.
4 잘함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인형으로 한 가지 정도의 놀이를 말한다.
5 매우 잘함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인형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민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말하는 사람에 전혀 관심이 없다.
2 부족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어 말한다.
3 보통 주의 깊게 듣고 ‘그림에 누가 나오니?’에 대해 대답한다.
4 잘함 반응을 보이며 주의 깊게 듣고 질문에 대답한다.
5 매우 잘함 ‘그래서’,‘그렇구나’,‘언제 그랬는데’,‘어디서’등의 문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듣고,그림을 차례대로 놓으며 이야기를 꾸민다.

◦교사의 이야기를 바른 태도로 끝까지 주의 깊게 듣는가?
“작은 인형 친구는 이름이 ‘또또’예요.또또는 어느 날 좋아하는 놀이터에 갔어요.인
형 친구,또또는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또또는 어떻게 놀았을까요?
인형을 주며 이야기를 해보라고 한다.

◦교사의 이야기를 바른 태도로 끝까지 주의 깊게 들으며,문장의 구성요소를 말할
줄 아는가?

◦‘물에 빠진 멍멍이’의 그림 자료를 보여주며
-그림에는 누가 있니?
-무엇을 하고 있니?
◦그림을 차례대로 놓으며 이야기를 꾸미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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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말말말하하하기기기 영영영역역역

666...바바바르르르게게게 발발발음음음하하하여여여 말말말하하하기기기(((111문문문항항항)))
(15)여러 가지의 말소리를 발음하는가?

777...낱낱낱말말말과과과 문문문장장장을을을 말말말하하하기기기(((222문문문항항항)))
(16)일상생활에 필요한 낱말과 문장을 말하는가?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지속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잘못 발음한다.
2 부족 모음 또는 자음의 명확하지 않은 발음이 많다.
3 보통 가끔 명확하지 않은 발음이 있다.
4 잘함 명확하게 발음하는 편이다.
5 매우 잘함 모두 명확하게 발음한다.

◦ “가위로 동그라미를 오렸네.” (가위-가이)
◦ “이 분은 저의 고모이시고,저 분은 삼촌이십니다.”
◦ 날아라 새들아.(ㄹ 발음=유음)
◦ 내가 아끼는 장난감,좋아하는 음식,좋아하는 색깔을 말하도록 한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다.
2 부족 가끔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한다.
3 보통 낱말의 사용은 정확하지만 문장력은 부족한 편이다.
4 잘함 어휘력과 문장력이 풍부하지만 확장 적용은 못한다.
5 매우 잘함 어휘력과 문장력이 풍부하며 사용하는 낱말의 의미를 잘 알고,이야기를

재미있게 한다.

◦상황 그림 자료를 보여 주며
-그림에 무엇이 있니?
-무슨 그림이니?
-그림 카드를 보고 이야기를 꾸밀 수 있니?
◦이야기를 꾸며 이야기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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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적절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해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가?

888...경경경험험험···생생생각각각···느느느낌낌낌 말말말하하하기기기(((333문문문항항항)))
(18)경험한 것,생각한 것,느낀 것을 자기 나름대로 말하는가?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다.
2 부족 적절한 어휘 또는 문장의 사용이 부족하다.
3 보통 적절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편이다.
4 잘함 적절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한다.
5 매우 잘함 적절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며 말하는 의도가 정확하다.

◦그림판을 한 가지씩 보여주며 이야기로 꾸민 동시를 듣는다.
우주 나라

나는 어젯밤 꿈에서 우주 나라에 갔다.
우주 나라에 가서 수성도 보고,
외계인도 보고,은하수도 보고,우주에 있는 걸 모두 다 봤다.
우주에서 재미있는 것도 봤고,우주 열차도 탔고
재미있게 우주 여행을 했다.

-우주나라에서 본 것들의 이름을 바꾸어 말하게 한다.
-동시를 감상한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좋아하는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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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경험이나 느낌,생각들을,동화,동시,이야기로 꾸미는가?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표현하려 하지 않는다.
2 부족 질문 중 하나 정도를 말한다.

3 보통 이름을 바꾸어 말할 줄 알며,경험한 것,생각한 것,느낀 것 중 한 가지 정도를
말한다.

4 잘함 이름을 바꾸어 말할 줄 알며,경험한 것,생각한 것,느낀 것을 말한다.

5 매우 잘함 이름을 다양하게 바꾸어 말할 줄 알며,유아 자신이 경험한 것,생각한 것,느낀
것을 자연스럽게 다양한 생각이나 느낌으로 표현한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2 부족 교사가 묻는 말에만 대답한다.

3 보통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는 하지만 논리적이지 않다.

4 잘함 경험,생각,느낌을 더하여 동화,동시,이야기를 꾸밀 줄 안다.

5 매우 잘함 유아 자신이 경험한 것,생각한 것,느낀 것을 동화,동시,이야기로 꾸며 재미있
게 발표한다.

◦교사가 제시한 활동에 대해 경험이나 느낌,생각들을,동화,동시,이야기로 꾸민다.

-한 가지 그림을 제시하며 무엇하고 있는 모습일까?
-한 가지 그림을 제시하며 이야기를 꾸며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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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가?

999...상상상황황황에에에 맞맞맞게게게 말말말하하하기기기(((111)))
(21)듣는 사람에게 알맞게 말하는가?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2 부족 주어진 주제와는 관계없이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
3 보통 주어진 주제와 관련하여 이야기 나누기를 한다.
4 잘함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줄 안다.
5 매우 잘함 주어진 주제에 대하여 언어적 표현력과 이해력,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을 안다.

◦ 부모님이 아팠을 때의 기분을 말할 수 있는가?
◦ 부모님을 도와 드렸을 때의 기분을 말할 수 있는가?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전혀 말하지 않는다.

2 부족 목소리가 작거나 너무 커서 알아듣기 힘들다.

3 보통 목소리를 너무 작게 또는 크게 말한다.

4 잘함 듣기에 적당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부자연스럽다.

5 매우 잘함 대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고 듣는 사람에게 알맞게 말한다.

◦ 왼쪽과 오른쪽 그림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도록 한다.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그림을 보고 이야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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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듣는 사람,때와 장소에 알맞게 말하는가?

(23)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하는가?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말하지 않는다.
2 부족 말을 하지만 유치원과 집에서의 일어난 일에 대한 구별을 하지 않는다.
3 보통 유치원과 집에서의 일어난 일에 대한 구별은 하지만 목소리를 너무 작게 또는

크게 자기중심적인 일을 말한다.
4 잘함 유치원과 집에서의 일어난 일에 대한 구별하여 말하지만 듣기에 부자연스럽다.
5 매우 잘함 유치원과 집에서의 일어난 일에 대한 구별하여 기본적인 예의를 갖고 듣는 사

람에게 알맞게 말한다.

화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의 쌍을 이루는 그림을 제시하고,유아가 그림에 관심을 보일 때 그림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꾸며 말해보세요.

◦아래의 쌍을 이루는 그림을 제시하고,유아가 그림에 관심을 보일 때 그림 내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림과 관계된 경험을 말해주고,집과 유치원의 차이점과 유사점에 대하여 말한다.
-OO는 집에서 놀다가 다쳐 본 적이 있니?
-그 때 누가 너를 도와주었니?
-만약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누가 OO를 도와 줄 수 있을까?

좌:유치원 놀이터에서 놀다가 넘어져 다친그림 /우:집에서 문에 부딪쳐 상처가 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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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00...바바바른른른 태태태도도도로로로 말말말하하하기기기(((444문문문항항항)))

(24)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는가?
교사에게 시선을 모아 바른 태도로 대답하는가를 평가한다.
“집에서 엄마가 하는 일을 말해 볼 수 있니?”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말을 하려하지 않는다.
2 부족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말한다.
3 보통 듣는 사람의 입장을 약간은 의식하며 말한다.
4 잘함 듣는 사람의 입장을 의식하여 생각하며 말한다.
5 매우 잘함 듣는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절히 말하는 능력이 있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말을 하지 않고 바라만 본다.
2 부족 묻는 말을 다시 한 번 묻는다.
3 보통 다른 곳을 쳐다보며 말한다.
4 잘함 몸을 뒤틀면서 바라보며 말한다.
5 매우 잘함 듣는 사람을 바르게 바라보며 말한다.

좌:집에서 밥 먹는 그림 /우:유치원에서 간식 먹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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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가?

(26)말할 차례를 지켜 말하는가?

(27)말할 차례를 지키며 바른 태도로 말하는가?

친구에게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가를 평가한다.
◦ 옆 친구의 자랑이나,친구와 다툼이 있었거나 섭섭한 일을 말하도록 한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말을 하지 않고 바라만 본다.
2 부족 문장의 구사 능력이 없다.(“이 얘가 요-”만 반복한다.등)
3 보통 가끔 바른 말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다.
4 잘함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편이다.
5 매우 잘함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말을 하지 않고 바라만 본다.
2 부족 차례가 되지 않았는데 말을 하려 한다.
3 보통 말하려다가 앞사람이 말을 하면 차례를 기다린다.
4 잘함 차례를 기다려 말한다.
5 매우 잘함 다른 친구의 차례를 지적하기도 하면서 말할 차례를 지켜 말한

다.

◦말할 차례(순서)를 정해주며 유치원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일을 말하도록 한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말을 하지 않고 바라만 본다.
2 부족 차례가 되지 않았는데 말을 하려고 가로채어 말한다.
3 보통 말하려다가 앞사람이 말을 하면 차례를 기다린다.
4 잘함 차례를 기다려 말한다.
5 매우 잘함 말할 차례를 지켜 말하며,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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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읽기▪쓰기 영역

111111...말말말과과과 글글글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말말말하하하기기기(((333문문문항항항)))

(28)말이 글로 옮겨지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가?

(29)그림책의 그림을 보고,이야기를 꾸밀 줄 아는가?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관심이 없다.
2 부족 말이 글로 옮겨지는 과정을 쳐다보아가 딴 짓을 한다.
3 보통 말이 글로 옮겨지는 과정을 쳐다본다.
4 잘함 말이 글로 옮겨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관찰한다.
5 매우 잘함 말이 글로 옮겨지는 과정을 자세하게 관찰하며 글자를 읽으려 한다.

◦유아가 좋아하는 색깔을 말하도록 하고,교사는 유아 앞에서 글로 적는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관심이 없다.
2 부족 그림을 쳐다보고만 있다.
3 보통 그림을 보고 흥미를 갖는다.
4 잘함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꾸민다.
5 매우 잘함 그림을 보고 내용을 이해하여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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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그림책의 글자에 관심을 갖는가?

111222...글글글자자자에에에 관관관심심심가가가지지지기기기(((333문문문항항항)))

(31)주변의 글자에 관심을 갖는가?

(32)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보는가?

글자가 있는 그림책을 제시한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관심이 없다.
2 부족 그림책을 쳐다보고만 있다.
3 보통 그림과 글자를 관심있게 본다.
4 잘함 그림책을 보고 아는 글자를 말한다.
5 매우 잘함 그림책을 보고 내용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교통 표지판,가게의 간판,상표,책이름,과자,음료수,우유 등의 상표 등의 생활
환경에서 쉽게 접하는 글자와 그림을 제시한다.
◦그림에 맞는 글자판(낱자)을 많이 제시한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관심을 갖지 않는다.
2 부족 쳐다보고만 있다.
3 보통 아는 글자를 지적한다.
4 잘함 아는 글자와 그림을 짝짓는다.
5 매우 잘함 아는 글자와 그림을 짝지으며 관심을 갖는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관심을 갖지 않는다.
2 부족 쳐다보고만 있다.
3 보통 아는 글자를 지적한다.
4 잘함 아는 글자와 그림을 짝짓는다.
5 매우 잘함 친숙한 글자와 그림을 짝지으며 관심을 갖는다.

◦유아가 잘 알고 있는 글자를 모으기 하거나 그림과 짝짓는가?
-그림을 제시하며 글자를 찾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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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다양한 글자놀이를 즐기는가?

111333...쓰쓰쓰기기기에에에 관관관심심심가가가지지지기기기(((222문문문항항항)))

(34)그림을 그리거나 긁적거리기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는가?

◦많은 글자판을 제시하고 놀도록 한다.(5분간 관찰)
-같은 글자 찾기
-글자 오려 붙이기
-끝말 이어가기
-친구 이름 찾기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관심을 갖지 않는다.
2 부족 쳐다보고만 있다.
3 보통 같은 글자를 모은다.
4 잘함 같은 글자 또는 끝말잇기 등을 한다.
5 매우 잘함 같은 글자 찾기,글자 오려 붙이기,끝말 이어가기,친구 이름 찾기 등의 글자

를 사용한 놀이를 재미있게 한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관심을 갖지 않는다.
2 부족 쳐다보고만 있다.
3 보통 탈 것의 이름을 적는다.
4 잘함 탈 것의 이름을 적고,몇 글자를 적는다.
5 매우 잘함 탈 것의 이름을 적고 자신의 생각을 재미있게 글로 적는다.

동그라미 속에 탈 것의 이름을 적고 자신의 생각을 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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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그림이나 친숙한 글자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포현하
는가?

111444...책책책에에에 관관관심심심가가가지지지기기기(((333문문문항항항)))
(36)책을 소중하게 다루는가?

(37)책에 관심을 가지고,책보기를 즐기는가?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관심을 갖지 않는다.
2 부족 그림이나 글자로 긁적거린다.
3 보통 그림,긁적거리기,창안적 철자,실제 글자를 사용하여 글을 적는다.
4 잘함 그림,긁적거리기,창안적 철자,실제 글자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한다.

5 매우 잘함 그림,긁적거리기,창안적 철자,실제 글자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동화책을 교사가 읽어주고 유아에게 책을 보도록 한 후 반응을 살핀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책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2 부족 책을 한 손으로 대충 넘기기만 한다.
3 보통 책을 한 손으로 들고 다른 한 손으로 대충 넘기기만 한다.
4 잘함 책을 한 손으로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넘기기만 한다.

5 매우 잘함 책을 한 손으로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넘기며 재미있게 그림과 글자
를 보거나 읽고 소중히 다룬다.

환경보존(공룡)에 관련된 책 등 여러 가지 책을 제공해 준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관심을 갖지 않는다.
2 부족 책을 살펴보기만 한다.
3 보통 환경보존(공룡)에 관련한 책을 살펴본다.
4 잘함 환경보존(공룡)에 관련한 책을 살펴보고 뒤적거린다.
5 매우 잘함 환경보존(공룡)에 관련한 책을 찾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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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 책을 찾아보는가?

111555...읽읽읽어어어주주주는는는 글글글을을을 이이이해해해하하하기기기(((222문문문항항항)))

(39)읽어 주는 글에 관심을 갖는가?

◦동물농장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제공한다.
-소의 생김새는
-소의 먹이는?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관심을 갖지 않는다.
2 부족 책을 살펴보기만 한다.
3 보통 동물농장에 대한 책을 살펴본다.
4 잘함 동물농장에 대한 책에서 소를 찾아 먹이를 알아보려고 노력한다.
5 매우 잘함 동물농장에 대한 책에서 소를 찾아 먹이분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의특성을 알

아보려고 노력한다.

유아에게 짧고,리듬감이 뚜렷하며,듣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동시를 읽어준다.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글을 읽는데 관심을 갖지 않는다.
2 부족 읽어주는 동시를 들으려고 노력한다.
3 보통 읽어주는 동시를 들으려고 노력한다.
4 잘함 읽어주는 동시를 듣고 재미있어한다.
5 매우 잘함 읽어주는 동시를 듣고,유아는 상상의 세계로 마음껏 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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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읽어주는 동시 내용을 들으면서 읽어 준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누는가?

표시 점수 척도 평정 준거
1 매우 부족 관심을 갖지 않는다.
2 부족 읽어주는 동시를 들으려고 노력한다.
3 보통 읽어주는 동시와 교사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떡이는 등 이해한다.
4 잘함 동시의 곰인형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어 말하도록 하는 지시를 따른다.
5 매우 잘함 동시의 곰인형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어 재미있게 표현한다.

유아 자신이 곰인형이라고 생각하고,곰인형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말할 수 있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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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언언어어어능능능력력력 평평평정정정척척척도도도 기기기록록록지지지
영역 하위영역 문항

번호 평가내용 평정
점수

듣기

1.
말소리 듣기

1 말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2 소리를 변별할 능력이 있는가?

2.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

3 일상생활에 관련된 낱말과 문장을 듣고,그 뜻을 이해하는가?
4 말을 이해하고,기억하여 따르는가?

5 두 가지 이상의 지시 사항을 듣고 서로의 관계를
이해해 따르는가?

3.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

6 이야기를 듣고,그 내용을 이해하는가?

7 비교하거나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가?
8 이야기 듣고 이해되지 않은 것,더 알고 싶은 것을 묻는가?

4.
동화·동요
동시·듣기

9 동화에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듣는가?
10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듣는가?
11 동요를 듣고,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표현하는가?

5.
바른태도로
듣기

12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가?
13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가?

14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며 주의 깊게 듣는가?

소계

말하
기

6.
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
15 여러 가지의 말소리를 바르게 발음하는가?

7.
낱말과 문장을
말하기

16 일상생활에 필요한 낱말과 문장을 말하는가?

17 적절한 어휘와 문장을 사용해 의사를 분명하게 전
달하는가?

8.
경험·생각·느낌
말하기

18 경험한 것,생각한 것,느낀 것을 자기 나름대로 말하는가?
19 경험이나 느낌,생각들을,동화,동시,이야기로 꾸미는가?
20 한 가지 주제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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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상황에 맞게
말하기

21 듣는 사람에게 알맞게 말하는가?
22 듣는 사람,때와 장소에 따라 알맞게 말하는가?
23 듣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고려하여 말하는가?

10.
바른 태도로
말하기

24 듣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는가?
25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가?
26 말할 차례를 지켜 말하는가?
27 말할 차례를 지키며 바른 태도로 말하는가?

소계

읽기
·
쓰기

11.
말과 글의
관계 말하기

28 말이 글로 옮겨지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가?
29 그림책의 그림을 보고,이야기를 꾸밀 줄 아는가?
30 그림책의 글자에 관심을 갖는가?

12.
글자에

관심가지기

31 주변의 글자에 관심을 갖는가?
32 주변에서 친숙한 글자를 찾아보는가?
33 다양한 글자놀이를 즐기는가?(예:같은 글자 찾기,

글자 오려 붙이기 등)
13.
쓰기에

관심가지기

34 그림을 그리거나 긁적거리기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해 보는가?

35 그림이나 친숙한 글자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를 이
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 보는가?

14.
책에

관심가지기

36 책을 소중하게 다루는가?
37 책에 관심을 가지고,책보기를 즐기는가?
38 궁금한 것을 알기 위해 책을 찾아보는가?

15.
읽어주는 글을
이해하기

39 읽어 주는 글에 관심을 갖는가?

40 읽어주는 책 내용을 들으면서 읽어 준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가?

소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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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333〉〉〉실실실험험험집집집단단단의의의 교교교육육육활활활동동동

111주주주 111회회회차차차
활 동 명 음향효과와 함께 이야기하기
활동목표 이야기를 위한 효과음을 창조함으로써 표현력을 발달시킨다.
핵심능력 표현력과 독창성에 중점을 둔 이야기하기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짧은 이야기 또는 이야기책,악기들〔(예)벨,우드블록,카주피리(kazoo)등〕,이야기에 알
맞은 그 밖의 효과 음향

활동 방법

① 짧은 이야기책이나 이야기를 읽어 주고 유아들에게 행동에 맞는 음향 효과를 제안하도
록 한다.유아들은 효과음을 내는 데 리듬 악기,벨,또는 교실 안에 있는 다른 물건을 선
택할 수 있다.
•우드블록은 어떤 소리가 날까?
•템버린은 어떤 소리일까?
② 유아들로 하여금 적절한 단락 또는 읽고 있는 페이지에 맞는 음향 효과를 내도록 하면
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읽어 준다.각 유아마다 특정한 효과음을 책임지도록 한다.
•이 소리는 이야기하고 맞는 소리이니?
•이 소리는 아름다운 좋은 소리니?
•이 소리는 시끄러운 소리니?
③ 창의적인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려한다.

확장활동

① 여러 주인공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목소리를 바꾸어 가면서 대화를 연습하게 한다.
((예)곰의 목소리는 낮은 목소리로,쥐의 목소리는 높은 목소리를 낸다.)교사는 이야기를
읽어 주다 잠시 멈추어 특정한 부분을 유아들이 읽게 하거나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어떤 소리가 높은 소리니?
•어떤 소리가 낮은 소리니?
② ‘피터와 늑대’에서 각 등장인물 마다 음악적 주제를 소개하듯이,이야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나타내는 악기를 연주하게 함으로써 이 활동의 음악적인 차원을 강조한다.등장
인물들이 이야기 장면에 나올 때마다 유아들에게 그에 맞는 악기를 연주하게 한다.

222주주주 222회회회차차차
활 동 명 우리들의 노래(OurOwnSong)
활동목표 노래를 듣고 서정시를 짓는다.

핵심능력 다음의 요소들을 강조한 시적 언어(단어의 소리,의미를 가지고 놀이하기,단어를 유머스러
운 방법으로 사용하기)

집단형태 대집단활동
활동자료 노래책,칠판과 분필 또는 차트지와 매직펜,녹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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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주주주 333회회회차차차
활 동 명 편지함
활동목표 글자와 혼성어(blends)를 물체와 그림에 일치시킴으로써 철자와 발음을 배운다.
핵심능력 철자와 발음에 대한 능력,소리 -글자의 일치-
집단형태 소집단활동
활동자료 글자 또는 단어 상자들,다양한 물체와 그림들

활동 방법

① 유아들에게 글자 상자 또는 단어 상자를 소개한다.각 상자들에는 글자가 하나씩 붙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유아들은 상자 안에다 붙어 있는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 카드,작
은 물체들,그림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예를 들면,“오늘은 ‘ㄱ’의 상자가 나와 있단다(‘ㄱ’
가 앞에 붙어 있는 상자를 보여준다).이 상자 안에 ‘ㄱ’로 시작하는 물건들 -잡지에서 오
려 낸 단어와 그림들,작은 물체들,단어 카드 한장을 넣어 보자.”라고 말한다.
•ㄱ으로 시작되는 물건들은 어떤게 있을까?
•ㄱ으로 시작하는 글자는 무엇일까?
② 유아들에게 활동의 시범을 보인다.‘ㄱ’로 시작하는 단어를 잡지에서 오려서 상자 안에
집어넣는다.그 다음에 ‘ㄱ’로 시작하는 단어를 잡지에서 오려서 상자 안에 집어넣는다.그

활동 방법

① 유아들이 좋아하는 노래 하나에 유아들이 새로 가사를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한다.반
복되는 부분이 많은 노래를 하나 고른다.유아들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
•친구들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니?
•이 노래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니?
② 유아들에게 다시 노래를 불러 보고,덧붙이고 싶은 가사나 구절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
록 한다.칠판이나 차트지에 첫 구절을 쓰는데,유아들이 새로 만들기를 원하는 부분은 빈
칸으로 남겨 둔다.예를 들면,다음의 밑줄 친 부분의 말은 유아들이 새로 만들어 넣도록
할 수 있다.

은수가 올 때는 산길을 돌아 올거에요.
은수가 올 때는 산길을 돌아 올거에요.
은수가 올 때는 산길을 돌아 올거에요,산길을 돌아 올거에요.
은수가 올 때는 산길을 돌아 올거에요.
•산길을 돌아 올거에요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겠니?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는 노래 소리를 듣고 나니 느낌이 어떠하니?
③ 교사는 유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하여 토의하도록 지도한다.
•친구들이 만든 노래를 직접 들여줄 수 있겠니?
•친구들이 만든 노래를 듣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니?
④ 유아들의 의견을 받아 적고 새로운 가사를 함께 노래를 부른다.
•노래 제목을 다른 말로 바꿀수 있겠니?
⑤ 배경 음악을 사용하여 듣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확장활동
① 유아들이 보다 어려운 단계를 시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면 유아들이 아는 노래를 하나
선정하여 언어영역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가사를 써보도록 할 수 있다.
② 유아들이 운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노래를 선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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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주주주 444회회회차차차
활 동 명 나는 누구일까요?책 만들기
활동목표 ‘나는 누구일까요?’라는 책을 글쓰기와 자기표현을 하는 데 사용한다.

핵심능력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강조한 글쓰기/창작된 이야기/설명적 언어(상상력과 독창성,정확한 이
름(라벨)붙이기와 설명하기,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설명하는 데 대한 흥미)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잡지,‘나는 누구일까요?’책,가위,풀 또는 테이프

활동 방법

① 이 활동을 준비하기 위하여,‘나는 누구일까요?’라는 책의 모델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
진 또는 삽화 두 가지를 잡지에서 고른다.사진들은 교사가 알아볼 수 없는 것이거나 유아
들이 알아보기 힘들고 묘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면 된다((예)유아들에게 친숙
하지 않은 동물들,음식 또는 기계들).
•이 그림은 무엇일까?
•집에서 살까 아니면 숲에서 살까 아니면 연못에서 살까?
② 유아들에게 ‘나는 누구일까요?’라는 책을 보여준다.유아들에게 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시범을 보인다.유아들에게 교사는 지금 내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물건이나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물건의 사진 또는 그림을 찾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잡지를 뒤적
인다.
•이 친구는 누구와 친한 친구일까?
•이 그림을 가지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③ 그림을 하나 잘라 내어 ‘나는 누구일까요?’책에 붙인다.유아들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책을 들어 보이고,“나는 누구일까요?”라고 묻는다(또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이
것은 무엇을 하는 데 쓰이는 것일까?”).유아들이 대답한 것을 반대쪽 페이지에 쓰고 유아

다음에 ‘ㄱ’로 시작하는 작은 물체를 상자 안에 집어넣는다.유아들이 활동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떤 제안이 있는지 물어본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
•유아들의 의견을 물어본다.
③ 글자 상자는 하루 종일 또는 한 주 내내 사용할 수 있다고 유아들에게 알려준다.장난
감 같은 물건들은 누군가가 사용하고 싶어 할 지도 모르므로 상자 안에 집어넣기 전에 교
사에게 물어 본 다음에 집어넣도록 한다.
•ㄱ자로 시작하는 글자를 상자에 넣기 전에 선생님께 물어보고 넣을 수 있겠지?
•어떤 점이 재미있었니?
•네 카드를 읽고 쓸수 있겠니?
④ 하루 또는 한 주의 마지막에는 상자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다.유아들에게 “이것은 무엇
이지?이것은 ‘ㄱ’자로 시작하니?”라고 묻는다.만일 상자 안에 틀린 물체나 글자가 들어
있을 경우,어떻게 그런 실수가 있었을까?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예를 들면,“이것은
ㄱ자로 시작되지 않는단다.그런데 이것은 ‘책’이야‘‘책’이라는 단어는 ‘ㄱ’자로 끝난단다.”
⑤ 틀린 친구들을 격려하고 교사는 맞는 글자와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확장활동 ① 유아들이 상자들 안에 넣을 수 있는 다양한 물체,그림,글자 카드를 만든다.
② 유아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상자를 내 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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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주주주 555회회회차차차
활 동 명 뉴스 보고하기
활동목표 보고하기에 대하여 이해하고 연습하기 위하여 모형TV를 이용한다.
핵심능력 설명적 언어
집단형태 대집단 활동
활동자료 모형 TV,장난감 마이크

활동 방법

① 교사가 제작한 모형TV를 소개하고,유아들과 함께 TV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에
관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
•TV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TV는 왜 필요할까?
② 모형 TV는 실제의 텔레비전과 뉴스를 보고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한다.유아들이
갔던 현장 학습에 대한 것,재미있었던 일,애완용 동물이 한 재미있는 일,또는 스포츠 게
임 등과 같이 유아들 스스로 새로운 소식을 보고하는 뉴스쇼를 해보게 한다.
•재미있게 말할 수 있겠니?
③ 모형 TV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범을 보인다.
•TV뒤에 앉아서 장난감 마이크를 집어 든다.
•다음과 같은 흔히 있을 수 있는 가족 뉴스를 말한다.
•“어제 우리 가족은 공원에 갔습니다.수연이는 오리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자,이제 잠시 전하는 말씀이 있겠습니다.럭키 치약 ......”
④ 유아들로 하여금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을 한두 가지 생각해 보고 한다.그리고 나
서,차례로 TV질문을 하여 시작할 수 있게 한다.
•네 강아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해 주겠니?

들의 설명(comments)을 적는다.
•이 그림을 보고 설명할 수 있겠니?
•이 그림을 보고 읽고 쓸수 있겠니?
④ 위와 같이 또 다른 그림을 찾고,오려서 붙이고,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과정을 반복
한다.“이것은 화성에서 온 피자다.”와같이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상적인 제안을 해 본
다.그리고 나서 유아들에게 잡지에서 그림을 하나씩 골라 보게 한다.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니?
•느낌을 표현해 볼 수 있겠니?
⑤ “나는 누구일까요?”책을 유아들에게 주고 유아들이 고른 사진을 돌려가며 붙이도록 한
다.이 때 설명을 쓸 공간을 남겨두고 붙이도록 돕는다.유아들에게 자신이 고른 사진에 대
하여 추측한 것을 쓸 수도 있으며,다른 유아가 고른 사물에 대하여 추측도 쓸 수 있다고
말한다.교사는 유아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교실을 돌면서 계속하여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
눈다.한 해 동안 계속하여 유아들이 이 책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⑥ 창의적인 표현을 하고 친구들이 읽고 쓸수 있도록 도와준다.

확장활동 가정과 연계하여 집에서도 동생들에게 책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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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강아지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하였니?
•강아지는 어떻게 생겼니?
각 유아의 뉴스가 끝날 때는 박수를 치도록 한다.
⑤ 친구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형 TV앞에서 말하도록 격려한다.

확장활동

① 종이에 뉴스의 여러 가지 범주(스포츠,오락,지방 뉴스,광고,날시 등)를 써서 모자 안
에 넣는다.유아들은 모자 속에 있는 종이를 한 장씩 뽑는다.다음날 유아는 자신이 뽑은
범주에 해당하는 뉴스를 준비해서 보고한다.
② 뉴스 보고하기를 한주에 한 번씩 정기적인 활동으로 한다.에를 들면,유아들은 매주 월
요일에 주말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데 모형 TV를 이용할 수 있다.유아들은
학급 전체의 친구들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두 명이 짝이 되어 보고할 수 있다.

활 동 명 색깔에 관한 운율
활동목표 운율을 배우는 데 색깔 이름을 사용한다.
핵심능력 친숙한 단어 및 새로운 단어를 학습
집단형태 가정활동
활동자료 종이,연필,색연필,사인펜 또는 크레용

활동 방법

① 유아에게 색깔의 이름 5개를 말해 보도록 한다.종이의 아래쪽에 해당되는 색깔의 연필
로 유아가 말하는 색의 이름을 적는다(운을 맞추기가 쉬운 색깔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친구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니?
•이 색깔의 느낌은 어떠하니?
② 운을 맞추기 쉬운 색깔 하나를 선택하여((예)빨강)유아에게 “○○와 비슷한 소리가 나
는 단어들을 생각해 보겠니?”라고 말한다.유아가 말하는 단어를 종이에 쓴다.만일 유아가
생각해 내는 데 어려움을 보이면,다른 색의 이름 ((예)노랑)을 골라서 운이 맞는 단어를
함께 생각해 본다(너랑,나랑 등).유아가 단어를 발명해 내더라도 상관이 없다.유아에게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본다.
•이 색깔과 같은 종류의 물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색깔은 다른 색깔하고 어떻게 다르니?
③ 단어의 목록을 다시 읽어 주고 유아에게 묻는다.
•우리 이 단어들 중 몇 개를 함께 붙여 볼까?
•빨강과 한강을 함께 붙이면 어떨까?
•그것을 문장 안에 넣을 수 있겠니?
④ 유아가 만든 문장을 종이에 써 주어 나중에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한다.다음의 색깔
이름을 가지고 이와 같이 되풀이 한다.
⑤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것을 원한다면,하나의 문자 안에 얼마나 많은 운율이 맞는 단
어를 넣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또는 시로 만들 수 있다.

확장활동
색,색깔과 관련된 단어들,그리고 운율 맞추기는 유아의 유치원에서의 작업에 적합
하다.유아에게 자신이 만든 색에 대한 시(rhymes)를 유치원에 가지고 가고 싶은지 물어본
다.유아가 원하는 것을 유치원으로 보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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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명 시 읽기와 쓰기
활동목표 유아들에게 시를 읽고 쓰는 것을 소개한다.
핵심능력 시를 즐기는 것,단어놀이,표현력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시

활동 방법

① 시를 읽고 쓰는 것을 학급의 중요한 언어활동의 하나로 포함시키는 것은 유아들로 하여
금 단어와 그 단어들의 뉘앙스를 사용하는 것을 격려하고 유아들에게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시를 읽고 쓰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유아들의 주변이 시로 둘러싸여
있다면,그들은 시의 리듬과 운율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다.유아들에게 시를 읽어 줄 때에
는 특별히 선명한(vibrant)느낌이 있거나 화려하거나(colorful)또는 살아 있는 것 같은
(animated)단어들을 강조하여 읽어준다.유아들에게 시인이 선택한 단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한다.운율 또는 같은 음으로 끝나는 단어들,듣는 사람의 마음속으로 상상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어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이것은 유아들이 시를 쓸 때 도움을
줄 것이다).유아들에게 시를 자주 읽어준다.학급 유아들의 흥미에 따르도록 노력하고,애
완동물,괴물,공휴일,계절,또는 스포츠와 게임에 대한 것이라도 좋다.유아들은 또한 반
복되는 말도 우스꽝스러운 말(바보 같은 말),뻔한 유머 같은 것에 대해 반응을 보인다.유
아들이 좋아하는 것의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하자.
▶ 동물 전시회
나는 동물 전시회에 갔었지요.
새들과 짐승들이 있었어요.
커다란 비비(개코 원숭이)는 달빛 아래서
적갈색의 머리를 빗고 있었지요.
제일 웃기는 건 원숭이였어요.
원숭이는 코끼리 코 위에 앉아 있었답니다.
코끼리는 재채기를 해서 무릎을 꿇고 넘어졌어요.
그런데,원숭이는,원숭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코 원숭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개코 원숭이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해볼 수 있겠니?
② 유아들에게 시를 쓰는 과정 내내 ‘이야기하기’를 함으로써 시 쓰기를 소개시킬 것을 제
안한다.시는 유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상을 도출해 내는 질문을
함으로써 코치의 역할을 하는 교사와 전체 학급 또는 소집단의 유아들이 참여하여 함께 쓸
수 있다.
•개코 원숭이에 대해 시로 표현할 수 있겠니?
③ 교사가 수족관으로 현장 학습을 갔을 때 함께 경험한 것에 대하여 시를 쓰기로 결정했
다고 가정해 보자.유아들에게 수족관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족관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느낌인지를 알 수 있도록 수족관에 대하여 설명해 보라고 한다.유아들에게 그들의
반응을 물어 봄으로써 시작한다.유아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것이다.

▶수족관에 있는 멋있는 물고기
교사는 그 말을 커다란 종이에 받아 적는다.계속해서 사건의 생생한 묘사를 유도하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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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한다.유아들에게 다섯 가지 감각 모두를 생각할 것을 상기시킨다.교사는 “너희들은
수족관에서 무엇을 보았니?”라고 물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아들이,“아주 커다란 물고기와 아주 작은 물고기들을 보았어요.”라고 대답한다면,그것을
받아 적고,“물고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말해 줄 수 있겠니?”하고 묻는다.
•물 속을 자꾸만 헤엄치고,먹이를 먹고,쉬고 있었어요.”
유아들의 말을 받아 적고,“너는 무엇을 했니?”라고 묻는다.
•나는 안녕,물고기야?라고 인사를 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바라보았어요.”
종이에 쓰어진 완성된 작품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수족관에 있는 멋진 물고기
아주 커다란 물고기,아주 작은 물고기들
자꾸 자꾸 물 속을 헤엄치고
먹이를 먹고,쉬고 있었어요.
나는,“안녕,물고기야.”하고 말했어요.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나는 바라보았어요.
④ 유아가 “강아지는 걸어가 버렸어요.”라고 쓰거나 말했다면,
•그 강아지가 어떻게 걸아가 버렸는지 내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말이 없을까?”
•그 강아지가 살금살금 달아났니?
•껑충 뛰어서 달아났니?
•단숨에(힘차게)달아났니?
•발을 질질 끌며 달아났니?”
⑤등과 같은 보다 명확하게 도움을(scaffolding)주어 암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유아는 교
사가 암시한 단어 중 하나를 선택하지만,유아 자신은 여전히 작가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⑥ 시를 쓰는 일은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 한다.시를 가르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는 유아
들에게 친밀한 주제이면서도 신선한 아이디어를 자극할 만큼 흥미로운 주제를 찾아내는 것
이라고 말한다.유아들에게 운을 달게 한다든지 특정한 운율을 시도해 보도록 하는 것은
유아들의 상상력을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그 대신에 유아들의 창의
성을 자극할 수 있고 시를 위하여 통합하는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예를 들면,교사는 소원(wish)에 관한 시를 짓도록 제안할 수 있는데,학급의 각 유
아들이 “나는 ○○를 원해요.”라는 시를 한 줄씩 짓거나,색깔(같은 색 또는 모두 다른 색)
에 대한 시를 한 줄씩 지을 수도 있다.또한 성장하는 것에 관한 시를 한 줄씩 지을 수도
있다(옛날에 나는 ○○ 그렇지만 지금은 ○○).또한 소리(소음)를 묘사하도록 하거나 색다
른 비교를 하도록 하는 주제들도 어린 작가들로 하여금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언어를 사용
하는 모험을 해 볼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⑦ 어떤 사건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묘사하는 유아들 자신의 시를 쓰도록 격려하고 도와주
어야 한다.유아들에게 시를 받아쓰는 기회를 주고,시를 학급 친구들과 함께 읽는 기회도
주어야 한다.

확장활동 가정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시낭송 자리를 마련하여 자신의 시를 낭송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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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명 서로에게 읽어주기
활동목표 짝꿍과 서로 읽어주고 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한다.

핵심능력 이야기를 듣거나 읽기에 대한 즐거움,강제적인 형식(compellingstyle),표현적으로 읽기,
협동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이야기책

활동 방법

① 유아들을 짝을 지어 준다.각각의 유아에게 짝꿍에게 읽어 주고 싶은 책을 선택하게 한
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작꿍을 할 수 있겠니?
•친구들이 좋아하는 책은 어떤게 있을까?
② 짝꿍과 함께 교실의 다양한 코너로 가도록 허용한다.각 쌍의 유아들은 차례로 상대방
에게 책을 읽어 준다.
•큰소리로 짝꿍에게 책을 읽어 줄 수 있겠니?
•책을 서로 바꾸어서 읽을 수 있겠니?
③ 유아들을 그룹으로 모은다.유아들의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짝

활 동 명 책 만들기
활동목표 유아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붙여 완성하여 그림책을 만든다.
핵심능력 이야기기를 조직하고 친구들과 함께 읽기
집단형태 가정활동
활동자료 5장 이상의 백지,셀로판 테이프 또는 스테플러,크레용 또는 사인펜,펜 또는 연필

활동 방법

① 유아에게 적어도 5장 정도의 종이를 준다.그리고 스테플러나 셀로판 테이프로 묶어 책
을 만드는 것을 도와준다.
② 유아에게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주제를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한다.유아가 어려워하면,
좋아하는 이야기 또는 좋아하는 일들을 회상시켜 본다.그 다음에,유아에게 크레용이나 사
인펜으로 생각한 이야기의 내용을 책의 페이지들에 그림으로 그리도록 한다.
③ 유아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그 그림들에 대하여 말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한다.유
아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 어머니는 한 페이지에 한두 문장 정도를 그림 아래쪽에 써준다.
문장은 되도록 유아가 말하는 그대로 쓰도록 한다.
④ 모든 그림에 대한 설명을 쓴 다음에는,유아에게 이야기를 다시 읽어준다.어머니가 읽
어 주는 것을 듣고 유아가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한다.
⑤ 유아에게 책의 제목을 짓도록 하고 책의 겉장을 만들도록 한다.“이 이야기의 제목으로
어떤 것이 좋을까?사람들이 이야기책을 읽고 싶어 하도록 하려면 겉장에다 어떤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좋을까?”하고 물어봄으로써 유아가 생각해 내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다.

확장활동
유아에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책을 ‘읽어 주도록’한다.또한 유아가 원한다면,그것을 유
치원(학교)에 가지고 오도록 해 준다.유아가 소리 내어 읽는 단어들이 책에 씌어 있는 대
로 정확한 단어가 아니라도 괜찮다.이 활동의 중요한 점은 이야기를 조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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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명 이야기하기
활동목표 유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소개하고 이야기판(융판)과 소품들을 사용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핵심능력 이야기하기(상상력과 독창력,주제의 일관성,극적인 재능)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커다란 펠트 조각,일반적인 소품과 등장인물들,녹음기

활동 방법

① 유아들을 대집단 활동 장소로 부른다.유아들에게 한 해 동안 이야기판을 사용하여 많
은 이야기를 할 것이며,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함으로써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준다.
② 커다란 펠트 조각을 꺼내어 바닥에 펼쳐 놓는다.유아들에게 특정한 이야기를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이야기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간단히 알려
주고,교사가 몇 가지 소품과 인물들을 고른다.
•교사는 “나는 이 작은 사람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그리고 이것은 이 사람의
집이 될 거에요.이것을 거기에 놓겠어요.”와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유아들에게 그 밖에 더 필요한 다른 인물(주인공들)과 소품들을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③ 이야기하기의 몇 가지 요소 ((예)묘사,대화,표현적인 목소리 등)를 사용하여 짧은 이
야기를 하나 들려준다.
④ 유아들에게 그 다음 이야기는 함께 하자고 말한다.
•유아 한 사람이 하나씩 차례로 새로운 부분을 덧붙여 가며 이야기하게 한다.
•어떤 이야기가 될 것인지,어떤 종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배경은 어떻게 할 것인
지,소품들은 이야기판 위 어디에 놓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함께 계획을 세운다.

⑤ 먼저 하고 싶은 유아가 이야기를 시작하게 한다.각 유아에게 돌아가며 이야기를 첨가
시키면서 소품들을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유아들로 하여금 다른 유아들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게 한다.
⑥ 모든 유아에게 한 번씩(또는 두 번씩)차례가 돌아간 후,이야기에 일관성을 주고 마무
리를 하기 위하여 교사가 마지막 부분을 첨가시키거나 또는 유아에게 마지막 부분을 첨가
시키도록 한다.

꿍에게 읽어 준 책에 대하여 설명하게 한다.
•어떤 친구가 책에 대해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확장활동

① 유아들이 읽기란 개별적인 활동일 뿐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
도록 돕는다.읽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아이디어와 경험을 서로 나눈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유아들이 전체 학급에게 읽어 주는 것을 장려한다.유아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집에서 가져오거나 학급에 있는 책 중에서 고를 수 있다.아직 읽기를 할 수 없는 유아들
은 읽기보다는 좋아하는 이야기를 책에 나오는 그림을 근거로 하여 이야기하도록 격려한
다.
② 시 또는 노래를 반 전체 유아가 함께 읽는다.노래나 시를 복사한 것을 나누어 주거나
칠판 또는 차트지에 적는다.노래나 시 한 편을 감정이 풍부한 목소리로 교사가 읽기 시작
하면,그 다음에 유아들이 따라 읽도록 한다.읽어 감에 따라 단어를 짚어가도 좋다.다음
에는 유아들에게 한 줄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한다.시를 암송하거나 제창으로 노래하는 것
으로 끝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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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명 시,이야기,노래에 맞추어 행동하기
활동목표 시,이야기,노래에 맞추어 행동을 만들어 낸다.
핵심능력 표현력,신체적 놀이를 단어의 소리와 연합시킴,시에 대한 즐거움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시,극화놀이를 위한 의상 및 소품

활동 방법

① 유아들에게 시를 듣고 그것을 연극으로 꾸며 볼 것이라고 말한다.시를 천천히 읽어주
어 유아들이 모든 어휘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선생님이 들려준 시에 대한 느낌은 어떠했니?
•친구들이 모르는 글자가 있었니?
② 유아들로 하여금 시를 암송하도록 장려하려면 다시 읽어 준다(이 활동을 위하여 유머스
럽고,유아들에게 친숙하고,반복되는 구절이 있는 시를 선택한다(예)‘가라사대’게임 등).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를 다른 친구들에게 읽어줄 수 있겠니?
③ 유아들을 반원으로 서게 하여 모든 유아가 교사를 볼 수 있게 한다.단어를 묘사하는
제스처를 해가며 시를 암송한다.유아들도 함께 해 보게 한다.유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한다.
④ 다른 시를 한편 골라 유아들로 하여금 그에 알맞은 동작을 해 보게 한다.
⑤ 감성적으로 시를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칭찬한다.

확장활동

① 유아들이 좋아하는 시,짧은 이야기,또는 노래를 고른다.단어들과 어울리는 동작을 만
들어 볼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유아들에게 설명한다.그러나 이번에는 유아들이 서로
다른 부분,또는 다른 역할을 할 것이다.유아들이 시나 이야기에 아주 익숙해질 때까지 읽
어준다.동작에 대한 생각 모으기를 한다.유아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동작을 시도해 보고
어떤 것이 가장 잘 맞는지를 알아낸다(행동을 수반하는 몇 가지 시와 이야기들을 다음 페
이지에 수록해 놓았다).
유아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둘씩 짝을 짓거나 소집단으로 나뉘어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서
하도록 유도한다.유아들 자신이 하고 싶은 부분과 제스처를 선택하고 나면 원하는 만큼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많은 연습을 하게 한다.

⑦ 이야기에 대하여 토론한다.
• 주인공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니?
• 다른 일이 있어났다면,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 이야기의 마지막을 다르게 하고 싶었던 사람은 없니?있다면 어떻게 다르게 하고 싶
었니?

• 유아들이 보여주었던 극적인 재능,상상력,대화 또는 표현적인 목소리 등의 예를 지
적하여 강화시킨다.

확장활동

① 이야기를 덧붙여 갈 때 말할 수 있는 유아의 차례를 지정하기 위하여 쿠쉬를 사용해도 좋다.
② 개별 유아는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말할 때 사용할 이야기판의 여러 가지 자료를 활동
시간중에 만들 수도 있다.
③ 그룹 이야기를 하는 동안 녹음을 하여 활동의 마지막에 이야기를 부분들을 다시 들려줄
수 있다.가능하면,유아들 스스로 자신이 지은이야기를 녹음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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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명 행복이란00
활동목표 은유(metaphor)를 통한 시의 탐구
핵심능력 상상력과 독창성,단어놀이,은유의 숙달
집단형태 대집단활동
활동자료 시,칠판과 분필 또는 커다란 종이와 매직펜

활동 방법

① 동작 활동(movement)으로부터 시작한다.유아들에게 기분이 좋을 때 어떻게 하는지 행
동으로 나타내 보게 한다.행복할 때의 모습을 온몸으로 표현해 보게 한다.
② 교사는 유아들의 동작에 대하여 반응한다.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지금 많은 사람이 행복해 하는구나.
•지연이는 날고 있는 것 같구나.
•현아는 마치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네
유아들에게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하여 설명하게 한다.
•나는 아기를 흔들고 있는 엄마였어요.
•나는 사람들을 웃기는 어릿광대였어요.
③ 유아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 되어 기쁘다(행복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가 기쁘다는 것을 나타낼 때보다 더 쉬웠니?왜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묻는다.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물건이 된 것처럼 꾸미는 것은 비유(comparison)를 하
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고,비유하는 것은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④ 그네 노래를 읽어준다.행복하다는 느낌을 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네 노래(HarryBehn)
오!나는 행복한 일을 발견 했어요!모든 게임에 대하여 무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때로는 말로,때로는 말없이 노래 부르죠.그 노래가 무엇에 관한 건지 말하는 것은 쉬워
요.정오에 부는 바람처럼 콧노래만 부르는 것에서 반 곡조도 필요 없어요.만일 그것이 당
신이 하는 일이라면, 당신이 하는 일이 진실이라면, 당신에게 진실로 여겨진다면,
내가 이 멋진 사실을 발견했을 때,나는 정말로 그네를 타고 있었어요.그리고 내가 부르던
노래는 진실과도 같은 거였죠.왜냐하면 갈매기들과 독수리들 벌들과 벌레들 화살과 제비
들 마법의 양탄자들 풍선과 벌들 하늘에 날아다니는 모든 것들도 그렇기 때문이지요.뒤로
가면 콧노래 앞으로 가면 산들바람 아무런 곡조 없이 그네를 즐기세요.
⑤ 원한다면,교사는 행복한 느낌을 표현한 다른 시들을 읽어준다.그리고 나서,유아들에
게 묻는다.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지?

② 유아들은 부모님들이나 다른 학급의 친구들에게 보여줄 작품을 하나 준비할 수 있다.
‘연극’을 준비하는 것은 며칠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다른 영역을 포함할 수도 있다.유아
들은 미술 영역의 프로젝트로 소품과 의상들을 만들 수 있고,음악 영역의 활동으로 노래
를 연습할 수도 있다.언어 영역의 부가적인 활동으로서,교사는 유아들이 연극을 할 자신
들의 이야기를 쓰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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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명 친구 인터뷰하기
활동목표 짝궁(파트너)을 차례로 인터뷰하여 말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핵심능력 다음의 요소에 중점을 둔 설명적 언어,조사하는 기술,정확하고 조리 있는 설명
집단형태 소집단활동
활동자료 마이크,각본

활동 방법

① 유아들에게 친구를 더 잘 알기 위하여 서로를 인터뷰 할 것이라고 말해준다.유아들을
짝을 지어 주거나 유아들이 원하는 짝을 선택하게 한다.교사가 한 명의 유아를 인터뷰함
으로써 시범을 보인다.
② 유아들에게 인터뷰란 어떤 주제(이야기거리)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어
떻게 알고 있으며,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한다.유아들에게 서
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제안하는 질문의 목록을 준다.이들 질문들을 그룹으로 연습하
고 유아들에게 질문을 더 첨가시키게 한다.교사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작할 수 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지?
•너는 어디에 살고 있니?
•너는 형제가 있니?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지?
•너는 무엇을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니?
③ 각 쌍의 첫 번째 유아가 상대방 유아를 인터뷰하는 동안 교사는 교실을 돌면서 유아들
이 인터뷰하는 것을 도와준다.
④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인터뷰한 것을 파트너와 함께 보고하게 한다.
⑤ 다시 역할을 바꾸어서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 유아를 인터뷰하고 보고하게 한다.

확장활동

① 이 활동은 유아들이 서로 인터뷰하도록 하는 다른 보고하기 활동을 위한 도입으로 좋은
활동이다.인터뷰의 화제는 공휴일,시사 문제,유아들이 미술,과학 그 밖의 영역에서 완성
한 프로젝트 등과 같은 것을 포함할 수 있다.
② 텔레비전 토크쇼의 인터뷰를 모방할 수도 있다.먼저 유아들이 보았던 토크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그리고 나서 유아들로 하여금 토크쇼의 진행자와 초대 손님의 역할을 번
갈아 가며 하도록 도와준다.만일 유아들이 원한다면,토크쇼를 진행하는 유아들은 모형
TV 뒤에 앉아서 하거나 학급 친구들을 관람객으로 초대할 수도 있다.

•기쁘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지?
유아들에게 ‘행복이란 ○○’다음에 덧붙이는 말을 생각해 보게 한다.유아들의 생각을 칠
판이나 차트지에 받아 적어 시의 형태로 만든다.필요하다면 시의 마지막도 생각해 보게
한다.완성된 시를 유아들과 함께 소리 내어 읽는다.

확장활동

① 감정 이외의 색깔과 같은 사물을 동일시하는 데 은유를 사용하는 아이디어로 발달시킨
다.
② 주제를 탐구하는 시를 읽어 주고 나서 유아들과 함께 생각 모으기(brainstorming)를 한
다.
③ 은유를 위한 종이(metaphorsheets)를 만든다((예)종이의 맨 위쪽에,“흰색이란 무엇일
까요?”라든지 "빨간색은 ○○”).유아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둘씩 짝을 짓거나 그룹으로 활
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장의 종이를 만들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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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명 이야기판을 보고 이야기하기

활동목표 이야기하는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친숙한 이야기책의 이야기를 하는 데 이야기판을 사
용한다.

핵심능력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중점을 둔 이야기하기 -인물의 상세한 묘사(characterelaboration),
줄거리의 전개,연기 능력 또는 극적인 재능,이야기의 이해와 재화,대화의 사용,표현적인
언어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이야기책,이야기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재현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인물과 소품들

활동 방법
① 표현적인 방법으로,짧은 이야기를 읽어 준다.유아들과 함께 책에 대하여 간단히 토론
한다.배경,중심인물,줄거리,끝맺음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책은 어떤 것일까?

활 동 명 내 이야기판 만들기
활동목표 이야기하기의 구성 요소들을 배우기 위한 이야기판을 만든다

핵심능력 다음과 같은 것에 중점을 둔 이야기하기(상상력과 독창성,극적인 재능,줄거리의 구상 및
전개)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구두상자(유아들에게 가지고 오도록 한다),크레용 또는 사인펜,점토,유아들이 집에서 가
지고 온 다양한 소품들과 등장인물 모형들

활동 방법

① 유아들에게 각자의 이야기판을 만들 것이라고 말해준다.사전에 유아들에게 이야기판
만들기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다.
•어떤 이야기를 지을 것이며 어떤 재료들(상자,소품들,작은 주인공 모형들)이 필요한 것
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게 한다.
•유아들로 하여금 필요한 재료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게 한다.
•재료들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가정 통신문을 보낸다.
② 모든 유아들에게 필요한 구두 상자와 재활용품들이 구해지면,각각의 유아에게 점토,
크레용 또는 사인펜,그밖에 필요한 재료들을 나누어 준다.유아들에게 각자의 이야기판에
필요한 등장인물들과 소품들을 만들게 한다.
•등장인물들을 만들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할 이야기를 생각해 볼 것을 강조한다.
•유아들이 작업을 하는 동안 교사는 교실을 돌면서 유아들의 이야기와 구성의 아이디어를
돕는다.
③ 유아들이 전체의 학급 친구에게 또는 몇몇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 줄 때 각자의 이
야기판을 사용하도록 격려한다.이야기판들을 교실에 진열해 놓고 유아들이 이야기하는 데
계속 사용하도록 격려한다.
④ 한동안 사용한 후,가정에서 유아들과 함께 이야기판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가정통신
문과 함께 이야기판을 집으로 보낸다.유아들에게 집에 가서 부모님들에게 이야기판을 사
용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한다.

확장활동 집으로 가정통신을 보내 부모님들께 이야기판을 설명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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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명 저널소개
활동목표 생각을 이야기로 표현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 저널을 사용한다.

핵심능력 다음의 요소들을 강조한 쓰기(상상력과 독창성,표현력,정확하고 조리 있는 묘사,일이 어
떻게 되어 가는지를 설명함,운율,은유와 같은 단어놀이)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개별 유아의 저널,필기도구와 그리기 도구,장식할 수 있는 재료

활동 방법

① 저널에 대하여 유아들에게 설명한다.유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쓰고 그
릴 수 있는 책을 한 권씩 줄 것이라고 말한다.유아들에게 어른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일어
나는 일들에 대하여 생각하고 반성하는 저널을 이용한다고 말해준다.유아들도 어른들처럼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들,시,이야기,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일들,무엇이든 마음에 떠오르
는 것들을 쓰는 데 저널을 이용할 수 있다.그들은 또한 그림을 그리거나 이야기에 어울리
는 그림을 그리는 데 저널을 이용할 수 있다.
유아들과 함께 저널에 쓰거나 그리고 싶은 일의 종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② 크레용이나 사인펜,스티커 또는 그 밖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미술 재료들과 함께 저
널을 나누어준다.유아들에게 각자 자기의 저널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고,자기 것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림이나 디자인으로 장식하게 한다.
③ 유아들에게 어떻게 저널에 기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교사는 유아들이 기록을 시작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연습을 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예를 들면,다음과 같이 준비 운동을
시킬 수 있다.
•저널의 표지를 열고 첫 번째 페이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낙서를 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자신들이 낙서한 것을 잘 살펴보고 그것에 명칭을 붙이도록 한다.그림
들이 어떤 모양인지?나무와 같이 잘 아는 사물이나,얼굴,또는 동물로 보이는지?

•교사는 유아들이 자신들의 첫 번째 기록에 대하여 명칭을 붙이는 것을 도와주며
교실을 한 바퀴 돈다.
④ 원하면 언제든지 저널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종종 유아들에게 이전에 쓴 저널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 번 읽어보도록 한다.개별 유아들 또는 학급 전체의 유아들과 함께 저

•책에 대해 말해 줄 수 있겠니?
② 이야기판을 사용하여 다시 이야기를 한다.유아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야기책에 나오는 말과 상세한 부분을 약간씩 변화시켜 가면서 이야기한
다.
③ 한두 명의 유아에게 개작하여 이야기해 보게 한다.
④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확장활동

① 이야기판을 준비할 때는 수업 중에 유아들에게 자주 읽어 주었던 이야기들과 같이 유아
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책을 선택한다.이것은 특히 아직 읽기를 못하는 유아들에게 도
움이 된다.그리고 나서,중심 인물들의 그림을 베끼거나 복사하여 모양을 오려내고 나무
블록이나 스티로폼에 붙인다.
②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책과 이야기판을 소개하고 이것들을 유아들이 계속하
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교구장에 비치해 둔다.몇 명의 유아들이 함께 작업을 하면서 서로에
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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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에 기록한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확장활동

유아들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기,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생각을 표현하기,또는 기
억하고 싶은 일들을 기록하기 등과 같은 개인적인 반성(privatereflection)을 위하여 저널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다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차례를 기다릴 때 또는 프로젝트를 일찍
끝마쳤을 때와 같이 비어 있는 시간 동안 유아들은 저널을 쓸 수 있다.또한 매일 몇 분씩
저널 쓰는 시간을 따로 마련할 수도 있다.또한 유아들에게 특정한 주제를 주어 저널을 쓰
게 할 수도 있으면,다음과 같은 저널 쓰기를 위한 제안을 한다.
•꿈(희망)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다.
•유아가 좋아하는 영웅 중 하나를 묘사한다.
•유아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이루었다고 가장한다.
•자화상을 그리고 “나는 ~이다.”라는 구절을 완성한다.

활 동 명 영화평론
활동목표 영화를 평론함으로써 보고하는 기술을 발달시킨다.

핵심능력 다음과 같은 요소에 중점을 둔 설명적 언어-사건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순서를 정확히 보
고하기,세부 항목에 대한 선택,TV와 영화를 비평적으로 보는 기술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영화,영화 관람표

활동 방법

① 유아들에게 영화를 볼 것이라고 말한다.영화를 보고 난 후에 영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것이므로 영화를 주의 깊게 보도록 부탁한다.
② 인형극 무대 또는 모형 TV를 매표소로 사용한다.한 명의 유아에게 표를 판매하는 사
람이 되도록 한다.나머지 유아들은 줄을 서서 표를 사가지고 극장 안으로 들어간다.
③ 영화를 본 다음 유아들에게 영화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물어본다.
•영화가 좋았니?아니면 싫었니?그 이유는?
•영화를 보고 어떤 것을 느꼈니?
•영화에서 본 일들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니?
•그렇다면 왜 그런가?혹은 왜 그렇지 않은가?
④ 소집단으로 영화에서 일어났던 일의 순서,줄거리,주제,주인공들에 관한 토론을 이끌
어 본다.유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영화에서 처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영화 안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니?

확장활동

① 영화는 되도록 유아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선택한다.상여 시간이 15분 내외
이며 사건의 순서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고른다.
② 가능하면,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해서 유아들이 영화를 보고 순서,줄거리,주제,등장
인물에 대한 상세한 것을 회상하는 연습을 할 수 있게 한다.
③ 유아들로 하여금 유익한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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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명 교실모형(Classroom ModelStorytelling)에 대해 이야기하기
활동목표 학급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핵심능력 다음과 같은 요소에 중점을 둔 이야기하기(줄거리의 구성 및 전개,인물에 대한 상세한 묘
사,대화의 사용,사회적 이해)

집단형태 소집단활동
활동자료 교실의 모형,녹음기
활동 방법 ① 유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할 때 교실의 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해 준다.유아들이

활 동 명 학급우편함
활동목표 학급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보냄으로써 의사소통 하는 기술을 발달시킨다.
핵심능력 다음의 요소에 중점을 둔 글쓰기(상상적이고 독창적인 글쓰기,단어놀이 또는 시의 활용)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학급 우편함,쓰기를 위한 도구들(종이,사인펜,연필),장식할 수 있는 재료들(고무고장,스
티커),잡지,가위,풀,또는 테이프

활동 방법

① 유아들에게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편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학급 우편함을 설치할 것이라
고 말한다.상자가 우편함처럼 보이도록 장식을 하게 한다.
② 유아들을 짝을 지워주고 각각 서로에게 ‘편지’를 쓰게 한다(또는 유아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모자에서 하나씩 뽑아 그 친구에게 편지를 쓰게 한다).
③ 교실을 돌아다니며 유아들이 편지를 접고 봉투에 수신자의 이름을 쓰고,학급 우편함에
편지를 부치는 것을 도와준다.
④ 집배원들을 선정하고 그들이 편지를 배달하는 것을 도와준다.유아들은 즐겁게 편지를
읽을 것이며,특히 편지를 처음 보는 유아들은 더 즐겁게 편지를 읽을 것이다.
⑤ 유아들이 언제든지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우편함을 학급에 그대로 놓아둔다.

확장활동

① 학급 전체가 편지를 쓴다.유아들 각자가 편지를 써서 학급 친구들에게 보내도록 한다.
가능한 이야기 거리로는 학급의 알리는 글,생일 축하,크리스마스와 새해 인사 등이 될 수
있다(다른 문화의 휴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② 유아들이 편지 쓰기에 보다 익숙해지면,유아들 자신이 특정한 이야기 거리를 정해 편
지를 쓰게 한다((예)아픈 친구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생일 축하,크리스마스카드,등).유
아들은 학급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학급 우편함에 부치거나,집안 식구들에게 쓴 편지는
집에 가져갈 수 있다.유아들마다 자신이 만든 철자로 단어를 쓰게 한 다음,어른들에게 그
들이 쓴 편지를 ‘교정’하도록 도움을 청할 수 있다.
③ 일 년 중 다양한 경우에 따라 그룹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편지를 쓰도록 격려한다.
유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편지를 쓰도록 제안할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유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아픈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학급을 방문한 사람에게 보내는 감사의 편지
•학급에 어떤 사람을 초대하는 초대장 쓰기
•현재의 영웅들 또는 좋아하는 TV의 주인공들에게 편지 쓰기
•대통령에게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편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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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선택 활동 시간이나 학습 센터 시간에 교실의 모형을 가지고 놀며 탐구하도록 격려한
다.원한다면,녹음기도 비치하여 유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녹음하여 다시 들어보거나 학
급 친구들에게 들려주게 할 수도 있다.
② 유아들이 준비가 되면,유아들이 짧은 시간 동안 차례로 학급 전체 또는 몇 명의 친구
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데 교실의 모형을 사용하게 한다(필요하면 타이머를 사용한다).
유아들에게 실제로 교실에서 일어난 일 또는 상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다.유아들이 감정을 상하기 쉬운 주제이거나 중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교사가 개입을 한다.

확장활동

① 교실에 있는 어떤 자료든지 사용하여 유아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창작하여 다른 유아
들과 함께 나누도록 격려한다.퍼펫을 사용하는 것은 유아들의 이야기하기를 고무하기 위
하여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퍼펫 만들기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은 시각적 예술 활동과 사
회적 이해 활동을 참고하기 바란다.
② 또한 유아들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고무도장을 사용할 수도 있다.유아들은 일련의 등
장인물 또는 장면을 종이에 찍어서 학급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다.이것을 쓰기
활동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유아들로 하여금 각각의 장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록
하게 해야 한다.유아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종이에 자신의 철자(주 :유아가 발명한 철자)
로 쓸 수 있다.나중에 교사는 정확한 철자를 가르쳐 줄 수 있다.

활 동 명 이집은 000의 집이예요
활동목표 설명적으로,상상력이 풍부하게 글쓰기를 연습한다.

핵심능력 다음의 요소들에 중점을 둔 쓰기/창작된 이야기-상상력과 독창성,상세한 기술,단어의 발
명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하단에 ‘○○는 ○○의 집’이라고 씌어 있는 종이,쓰기와 그리기 도구들

활동 방법

① 유아들에게 MaryAnnHoberman의 「이 집은 나의 집(A HouseisaHousefor M
e)」를 읽어주고 여러 가지 동물들의 다양한 형태의 집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각 유아
에게 ‘○○는 ○○의 집’이라는 말이 아래쪽에 씌어 있고,그 위쪽에 그림을 그리도록 되어
있는 종이를 나누어 준다.
② 유아들에게 빈 공간에 상상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예를 들면,
• 만일 내가 첫 번째 빈 공간을 ‘집’이라는 단어로 채운다고 해 보자.
• 이 집은 누구의 집일까?
유아들의 반응을 기다린다.
• 그래,이 집은 사람들을 위한 집이란다.나는 이 빈 공간에 집을 하나 그릴 거야.
그리고 한 사람 또는 가족들이 창문 앞에 서 있거나 집 옆에 서 있는 그림을 그릴
거야.

유아들에게 그림을 완성시키기 위한 다른 예와 방법에 대한 의견을 말하도록 격려한다.
③ 유아들에게 넌센스한 동물 하나를 제안한다.
•자,지금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선생님은 어떤 동물과 그
동물의 집을 지어낼 수 있다는 거야.가령 내가 이 빈 공간을 ‘slump’(쿵 떨어지다)
라는 단어로 채운다고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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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은 슬럼프가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내가 지어낸 동물이란다.그리고 나는 나의 슬럼프는 ‘tweezle’에 살고 있다
고 말할거야.그래서 이 공간에다 나는 아주 커다란 벌레인 슬럼프가 약간의 풀과
‘gummy bears’(젤리 사탕)로 만든 ‘tweezle’(집) 안에 들어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한단다.

④ 유아들로 하여금 실제의 사람이나 동물 또는 가상의 사람이나 동물들의 그림을 각자 종
이에 그리게 한다.유아들이 그리기 시작하면 교사는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도와준다.나중
에는 완성된 그림들을 모아 책을 만들어서 유아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집에 가지고 갈
기회를 줄 수도 있다.

확장활동

① ‘집’대신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활동을 확장시킨다.예를 들면,
○○는 ○○의 먹이이다.
○○는 ○○의 옷이다.

② 유아들이 다양한 문장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글쓰기 종이를 만든다.내가 좋
아하는 것들,여행,우리 가족,나의 취미,애완용 동물 등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한 문장
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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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명 아름다운 소리와 소음 표현하기

활동목표 • 여러 종류의 소리를 듣고 그 느낌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여러 종류의 소리가 우리에게 다양한 느낌을 준다는 것을 안다.

핵심능력 듣기-바른 태도로 듣기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여러 가지 소리를 녹음한 테이프(소음과 소음이 아닌 소리),녹음기

활동 방법

① 녹음기에 녹음된 여러 가지 소리를 듣고 그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② 녹음기에 녹음된 여러 가지 소리를 다시 들으면서 그 느낌을 자유롭게 몸으로 표현해
본다.
• 이런 소리에는 몸을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까?
• 아름다운 느낌을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 시끄러운 소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니?
③ 창의적인 표현에 대하여 격려하고 칭찬해 준다.

유의점

① 신체 표현을 할 때에는 부딪치지 않도록 넓은 공간을 이용하거나 몇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교사는 중간 중간 그 느낌을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여 유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신
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활 동 명 배

활동목표 • 동시를 즐겨 듣는다.
• 동시를 듣고 느낌을 언어로 표현한다.

핵심능력 •듣기-동화,동요,동시 듣기 •말하기-경험,생각,느낌 말하기
집단형태 대집단활동

활동자료
동시판(바다를 배경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배가 떠 있는 모습-돛단배와 구름배는 낚싯줄을
연결하여 뒤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바닷가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녹음한 테이프,
녹음기

활동 방법

① 녹음기를 통해 바다의 파도 소리,갈매기 소리를 들어 본다.
② 자료를 조작하며 동시를 들려준다.

배
구름배가 둥둥 하늘에 떠있네
돛단배가 동동 바다에 떴네
구름배가 둥둥 구름섬으로
돛단배가 동동 푸른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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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 어떤 생각이 드니?
• 어떤 말들이 재미있었니?

④ 유아들에게 다시 한 번 동시를 읊어 준다.
⑤ 유아들과 나누어 동시를 읊어 본다.
• 너희들이 어디를 읊어 보면 좋을까?
• 교사-유아,유아-유아가 나누어 동시를 읊는다.

⑥ 내용을 바꾸어 동시를 읊는다.
• 동시말 중 바꾸어 볼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예 :둥둥→ 훨훨,동동→ 사뿐사뿐 등으로)
• 유아들이 표현한 말로 동시를 바꾸어 읊어 본다.

⑦ 배경 음악을 사용하여 동시를 읊는다.

확장활동 ① 언어 영역에 동시 자료와 배경 음악 테이프,녹음기를 함께 내주어 유아들이 자료를 활
용하며 동시를 감상할 수 있다.

활 동 명 글자를 운반하는 차

활동목표 • 규칙을 지켜 게임을 할 수 있다.
• 글자에 관심을 가지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다.

핵심능력 읽기․쓰기에 관심 가지기-글자에 관심 가지기
집단형태 대집단활동

활동자료

유아들이 끼우기 블록으로 만든 자동차(바퀴가 구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유아들이 그
린 자기 모습 그림(상반신이 분명한 것-뒷면에 까슬이가 붙어 있음),‘가’~‘하’로 시작하는
낱말 카드(유아들 수의 각 2배수-가지,나비,다람쥐 등),융판,신호 악기,출발선 표시,
반환점

활동 방법

① 가,하 자로 시작하는 말을 노래로 찾아본다.
② 게임 자료를 소개한다.
• 무엇이 있니?

③ 게임 방법을 생각해 본다.
• 어떤 방법으로 게임을 하면 좋을까?
• 유아들의 의견을 듣는다.
(글자를 찾아오는 게임이에요,자동차에 친구를 실어 줘요.등)

④ 유아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게임 방법의 시범을 보인다.
• 어떤 점이 재미있니?
• 어려운 점은 없을까?

⑤ 게임 방법을 소개한다.
• 유아가 게임 방법대로 시범을 보인다.

⑥ 게임을 한다.
• 유아들이 만든 사람 그림에 글자 카드를 양편에 동일하게 붙인 후 반환점에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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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편으로 나누어 앉은 후 양편의 수가 똑같은지 알아본다.
• 편 이름을 정한다.
• 교사가 글자 막대를 보여 준 후 신호 악기를 치면 유아는 반환점에 놓인 융판에 달려

가서 글자 막대의 글자로 시작하는 글자 카드 사람을 차에 싣고 출발선까지 돌아온다.
⑦ 게임을 평가한다.
• 먼저 돌아온 유아의 사람을 점수판에 붙인다.
• 어느 편이 먼저 들어왔니?어느 편이 규칙을 잘 지켰니?
• 재미있었던 점은 무엇이었니?
• 고쳐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

⑧ 게임에 사용했던 자료를 유아들과 정리한다.

활 동 명 교통수단 글자 찾기

활동목표 • 교통수단에 관한 글자 모양에 관심을 가진다.
• 교통수단에 관한 어휘를 익히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핵심능력 • 읽기․쓰기에 관심 가지기 • 말과 글의 관계 알기 • 글자에 관심 가지기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교통수단 그림 카드
<그림 카드 만들기>
①10cm ×6cm 의 도화지에 교통 기관 그림과 글씨를,한 장에는 그림이 크고 글씨가 작
게,또 한 장에는 글씨는 크고 그림은 작게 그린다.
② 위와 같은 자료를 교통수단의 종류에 따라 여러 벌 만들고 코팅한다.

활동 방법

① 교사는 유아들에게 그림 카드를 소개한다.
• 이 카드에 무엇이 있니?
• (같은 그림의 카드를 보여 주며)두 카드가 어떤 점이 다르니?
• 이 카드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니?

② 교사가 다음과 같은 놀이 방법을 소개해 줄 수 있다.
<기억력 게임>
① 카드를 모두 뒤집어 놓는다.
② 순서를 정한다.
③ 2장의 카드를 뒤집어 다른 것이 나오면 다시 제자리에 뒤집어 놓고,같은 것이 나오면
가져간다.
④ 뒤집어 놓은 카드를 다 가져가면 게임이 끝난다.
<카드찾기>
① 그림이 크고 글씨를 작게 적은 카드를 펼쳐 놓는다.
② 글씨를 크게 적은 카드를 글시가 보이지 않도록 차곡차곡 쌓아 놓는다.
③ 쌓아 놓은 카드를 위에서부터 한 장씩 뒤집어 그 카드와 같은 글씨가 적힌 카드를 펼쳐
놓은 카드 중에서 찾는다.
④ 먼저 카드를 찾은 사람이 카드를 가져간다.
⑤ 카드를 모두 가져 가면 게임이 끝난다.
<이름 듣고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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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글씨가 크고 그림을 작게 그린 카드를 펼쳐 놓는다.
② 교사가 글씨를 작게 써 놓은 카드를 모두 가지고 유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
의 이름을 불러 준다.
(교사 대신 유아가 부를 수도 있다.)

③ 유아들은 교사가 불러 준 이름을 듣고 펼쳐 놓은 카드 중에서 해당 카드를 찾아 낸다.
④ 카드를 모두 찾으면 게임이 끝난다.

활 동 명 뱅뱅 긴급 구조 헬리콥터

활동목표 • 동화를 주의 깊게 듣고 감상한다.
• 어려운 상황의 친구를 도와 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진다.

핵심능력 듣기-낱말과 문장을 듣고 이해하기
집단형태 대집단활동
활동자료 앞치마,그림 자료,녹음기,녹음 테이프 (헬리콥터 음향),헬리콥터 사진

활동 방법

① 녹음기로 헬리콥터의 소리를 들어 본다.
• 무슨 소리일까?헬리콥터는 어떻게 생겼을까?

② 헬리콥터가 하는 일을 이야기해 본다.
③ 헬리콥터의 사진을 제시하고 소리를 다시 들어 보며 역할을 이야기한다.
④ 동화를 듣는다.
⑤ 그림 자료를 순서대로 앞치마에 붙이면서 동화 내용을 회상해 본다.
• 뱅뱅 긴급 구조 헬리콥터는 어떤 일을 했니?
•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니?

⑥ 동화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해 본다..

확장활동

① 동극 활동으로 연계한다.
② 역할놀이 영역에서 119긴급 구조대 또는 소방서놀이로 확장해 본다.
뱅뱅 긴급 구조 헬리콥터
뱅뱅이 :안녕!내이름은 뱅뱅이.긴급 구조 헬리콥터야.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애들아 긴급 구조 헬리콥터 뱅뱅이.뱅이를
찾아줘.

친구1:뱅뱅아,좀 쉬었다 해!
친구2:아유,졸려.넌 무슨 애가 잠도 없니!

예쁘고 잘 생긴 헬리콥터는 잠꾸러기라는 말도 모르니?
난 잠이나 더 자야겠다.
(친구 1,2들어감.)

뱅뱅이 :안 돼!열심히 일을 해야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 줄 수가 있지!
뱅뱅이는 친구들이 쉬었다 하라고 손짓을 해도 더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뱅뱅이 :헉헉,아유 힘들어.하지만 난 힘들어도 참을 수 있어.왜냐 하면 난 긴급구조 헬

리콥터 뱅뱅이니까!
(불이 난 건물 제시)-불이야!불이야!

하마 :하마 살려!
사자 :사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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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여우 살려!
뱅뱅아,뱅뱅아!우리 좀,살려 줘!

뱅뱅이 :뱅뱅뱅뱅 뱅뱅뱅.모두 비켜라.뱅뱅이가 나가신다.
뱅뱅뱅뱅뱅!(물 제시)아니,이런!빨리 물을 뿌려야겠는걸.

동물들이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숲 속 건물의 불은 꺼졌고,동물들도 무사히 구출되었어
요.
동물들 :휴,살았다.뱅뱅아,정말 고마워.
뱅뱅이 :어디 다친 데는 없니?앞으로는 꼭 불조심 해.

여러분도 꼭 불조심 하세요.
나는야,긴급 구조 헬리콥터 뱅뱅이.여러분도 위험에 빠지면 꼭 뱅뱅이를 불러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

활 동 명 어떤 소리일까요

활동목표
• 주변에서 나는 소리에 관심을 가진다.
• 교통 기관을 이용할 때의 올바른 태도를 알고 예절바르게 생활한다.
•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한다.

핵심능력 말하기-경험,생각,느낌 말하기
집단형태 대집단․가정활동
활동자료 듣기 좋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가 녹음된 테이프,카세트,소리가 표현된 그림 자료

활동 방법

① 새 소리,음악 소리를 녹음한 테이프를 유아들에게 들려 준다.
• 어떤 소리를 들었니?
•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니?

② 소란스러운 말소리,피아노를 함부로 두드리는 소리,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소리 등을
녹음한 테이프를 들려 준다.
• 이번에는 어떤 소리를 들었니?
• 아까 들었던 소리와 어떻게 다르니?

③ 차에서 나는 소리 중 어떤 소리가 더 있는지 생각해 보고,듣기 좋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를 나누어 본다.
• 시동을 켜 둔 채 서 있는 차 소리,음악을 지나치게 크게 틀고 다니는 차 소리,갑자

기 멈추면서 내는 소리,경적을 계속 울리는 차 소리,차 안에서 크게 떠드는 소리 등에 관
해 유아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
• 듣기 싫은 소리를 경험해 본 유아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 왜 그런 소리가 날까?

④ 듣기 싫은 소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본다.

확장활동 가정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소리를 들어보고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느낌 등을 말로 표현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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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명 신호등이 말해요

활동목표
• 동시를 즐겨 듣는다.
• 신호등의 역할 및 기능을 이해한다.
• 교통 규칙을 지켜야 함을 안다.

핵심능력 듣기-동화,동요,동시 듣기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동시판(자동차길과 신호등이 그려진 판)

활동 방법

① 수수께끼로 ‘신호등’을 알아맞히게 한다.
• 나는 길에 서 있습니다.
• 나는 불빛으로 말합니다.초록색 등,빨간색 등이 내 몸에 있지요.등

② 자료를 조작하며 동시를 들려 준다.

신신신호호호등등등이이이 말말말해해해요요요
신호등이 말해요 나에게 말해요 건너오기 전에는 꼭 보아 달라고
초록불이 말해요 이제 건너와 뛰지말고 천천히
빨간불이 말해요 안돼,멈춰.움직이지 마.
초록불이 깜빡이며 말해요 조금만 기다려,다음에 건너와.
③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동시에 어떤 말들이 있었니?

④ 유아들이 동시를 읊어 보도록 한다.
• 너희들이 어느 부분을 읊을 수 있을까?
• 교사-유아,유아-유아가 나누어 동시를 읊는다.

⑤ 유아들과 모두 함께 동시를 읊는다.
• 이 동시 중에서 말을 바꾸어 볼 수 있는 곳은 없을까?
• 바뀐 내용으로 유아들과 동시를 읊어 본다.

⑥ 자료를 언어 영역에 내주어 유아 스스로 조작하며 동시를 읊어 보도록 한다.

확장활동 교통기관을 견학하고 빨강,노랑,녹색과 관련된 동시를 지어보게 한다.

활 동 명 여러 나라 옷 책 만들기

활동목표 • 여러 나라 민속 의상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한다.
• 책 만들기 활동을 통해 옷의 명칭을 안다.

핵심능력 읽기․쓰기에 관심가지기-말과 글의 관계 알기
집단형태 소집단 및 가정활동
활동자료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 자료,종이,가위,풀,필기 도구

활동 방법
①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② 소집단을 구성하여 민속 의상의 그림이나 사진 자료를 오려 나라별로 분류한다.
③ 개별적으로 민속 의상이나 장신구를 붙여 꾸미고,여러 유아가 꾸민 종이를 모아 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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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묶는다.
④ 만들어진 책에 표지를 붙인 후,제목을 정한다.
⑤ 책을 만드는 데 참여한 유아들의 이름을 쓴다.
⑥ 회상하는 시간에 만든 책을 소개하며 각 나라의 민속 의상과 장신구의 특징,이름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확장활동 가정과 연계하여 지방에서 볼 수 없는 다른 나라의 의상들을 직접 볼 수 있는 박물관을 견
학하고 말로서 표현하고 글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활 동 명 아름다운 민속 의상

활동목표 • 여러 나라의 옷에 관심을 가진다.
• 민속 의상과 오늘날 옷의 특징을 비교하여 말한다.

핵심능력 말하기-경험,생각,느낌 말하기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세계 여러 나라(한국,일본,네덜란드,러시아,중국,스페인,인도,아메리카 인디언,멕시코,
스코틀랜드,아랍 등)의 민속 의상 그림 또는 실물 자료,오늘날 입는 옷(바지,치마,블라
우스,셔츠,재킷,원피스 등)의 그림 또는 실물 자료

활동 방법

① 내가 입고 있는 옷과 친구들이 입고 있는 옷을 살펴보고 이야기한다.
② 준비된 자료를 사용하여 다른 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이야기 나눈
다.
③ 마음에 드는 민속 의상을 선택한다.
• 어떤 옷이 가장 마음에 드니?
• 어떤 모자가 가장 마음에 드니?

④ 유아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각 민속 의상의 독특한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 왜 인디언들은 모자에 깃털을 달까?
• 스코틀랜드 남자들은 왜 치마를 입을까?
• 아랍 인은 왜 얼굴을 가릴까?
• 인도 여자는 왜 이마에 점을 찍을까?
• 네덜란드 사람들은 앞치마를 왜 입을까?등

⑤ 요즘 우리가 입는 옷과 민속 의상을 비교한다.
• 치마의 길이는 어떻게 달라졌니?
• 색깔은 어떻게 변하였니?
• 같은 점(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⑥ 민속 의상을 서로 바꾸어 입는다면 어떨지 이야기한다.
•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민속 의상을 입는다면 어떨까?
•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 한복을 입는다면 어떨까?

확장활동 ① 소집단으로 유아가 흥미를 가지는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는 심화하여 탐색하는 학습 활
동을 계획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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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명 세계 여러 나라의 집

활동목표 • 다른 나라의 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 생각을 말한다.
•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한다.

핵심능력 말하기-경험,생각,느낌 말하기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여러 나라의 집에 관련된 사진이나 그림 자료

활동 방법

① 그림 자료를 보며 여러 나라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다.
• 이 집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초가집-볏짚,흙,나무,기와집-돌,흙,나무,통나무집

-나무,파오-가죽,이글루-얼음)
• 이 집은 무엇이라고 부를까?
• 왜 집들이 모양도 다르고 재료도 다를까?

② 집의 특징을 비교하며 이야기 나눈다.
• 어느 집에 제일 튼튼할까?
• 어떤 집이 제일 시원할까?
• 제일 빨리 지을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
• 어떤 집이 가장 멋져 보이니?
• 어떤 집에 살고 싶니?

확장활동 ① 두 종류의 집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토의하여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 수 있다.

활 동 명 음악이 필요해요

활동목표 •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생각과 느낌을 서로 이야기 나눈다.
• 음악의 쓰임새에 대하여 안다.

핵심능력 말하기-경험,생각,느낌 말하기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음악 녹음 테이프(유아들에게 친숙한 동요,광고 음악,관현악단 연주 음악),음악 활동을
하는 사진 자료(노래하는 사진,TV 광고 장면,관현악단 사진 등)

활동 방법

① 녹음된 음악을 한 가지씩 들으며 이야기 나눈다.
• 이런 음악을 들어 본 적 있니?
• 어디에서 이런 음악을 들어 보았니?
• 이 음악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니?

② 음악을 다시 한 번 들어 보면서 어울리는 사진이나 그림 자료를 선택해 본다.
• 어떤 그림(사진)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 왜 이 그림(사진)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③ 음악의 쓰임새와 특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사람들은 어떤 곳(때)에서 음악을 사용할까?
• 이 때 음악이 없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 너희들은 어떤 때 음악을 듣고 싶니?

확장활동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악의 가사를 따라 부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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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명 사랑의 조각카드

활동목표 •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 다른 나라 친구에게 그림이나 친숙한 글자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핵심능력 읽기․쓰기에 관심가지기 -쓰기에 관심 가지기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사랑의 조각 카드,필기도구(색연필,사인펜 등)
<사랑의 조각 카드 만들기>
2절지 색상지를 하트 모양으로 오려 여러 조각으로 자른다.

활동 방법

① 세계의 친구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세계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편지,카드,전화,컴퓨터 통신 등)

② 세계의 친구들에게 보낼 사랑의 조각 카드를 살펴본다.
③ 카드에 쓰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해 본다.
• 카드 안에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
(우리 나라에 놀러와,친구야 사랑해,배고픈 친구야,내가 도와 줄게 등)

④ 친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써서 표현한다.
⑤ 학급 전체 유아가 만든 사랑의 조각 카드를 맞추어 벽면에 전시한다.

확장활동

① 전시한 사랑의 조각 카드에 세계 여러 나라 친구들의 사진(화보)을 오려 붙여 함께 꾸
며 본다.
②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사랑의 조각 카드를 꾸며 보도록 한다.
(예 :스팽글,리본,색종이 조각,뿅뿅이 등)

③ 친구들,선생님 또는 가족에게 보내는 사랑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활 동 명 내가 다녀온 여행지

활동목표 • 여행지와 관광 명소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 자신의 경험을 나름대로 조리 있게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한다.

핵심능력 말하기 -경험,생각,느낌 말하기
집단형태 소집단활동
활동자료 유아들이 수집한 여행 기념품,사진

활동 방법

① 유아가 가져온 사진이나 기념품을 소개하며 이야기 나눈다.
• 이곳은 어떤 곳이니?
• 언제 다녀왔니?
• 누구와 함께 여행을 갔었니?
• 여행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일은 무엇이었니?

② 다른 유아들이 궁금한 것을 직접 질문해 본다.
③ 유아들이 소개한 사진과 기념품을 모아 한 곳에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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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활동
유아들의 수집품을 나라별로 모아 소집단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며칠 동안 각 집단별
로 사진과 기념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전체 유아들에게 소개하는 포스터를 제작한다.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집단별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전시한다.

활 동 명 그림동화를 만들어요

활동목표 • 주변의 글자에 관심을 가진다.
• 유아들이 지은 이야기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다시 구성해 보는 경험을 한다.

핵심능력 읽기․쓰기에 관심 가지기-말과 글의 관계 알기-
집단형태 대집단활동

활동자료 컴퓨터,프린터,CD-ROM 타이틀 ‘올리의 그림 동화 만들기’(아리수미디어),종이,가위,
색종이,풀 등

활동 방법

① CD-ROM 타이틀 ‘올리의 그림 동화 만들기’를 소개한다.
② 컴퓨터 영역에서 CD-ROM 타이틀 ‘올리의 그림 동화 만들기’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
본다.
• 어떤 메뉴가 들어 있을까?
• 이야기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이야기를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무엇을 그릴까?
•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 그린 그림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인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③ 배경 그림을 그린 후 이야기를 짓는다.
• 어떻게 이야기를 지을까?
• 다음 이야기를 연결하려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까?
• 이야기를 지은 후 저장하려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까?

④ 이야기를 다 지은 후 출력한다.
⑤ 인쇄한 그림 동화를 묶어서 언어나 도서 영역에 비치한다.

확장활동 ① 유아들이 만든 동화를 이용하여 동극 활동을 할 수 있다.

활 동 명 말 오케스트라

활동목표 • 말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다
• 올바른 입 모양으로 발음하여 말한다.

핵심능력 • 듣기-말소리듣기
• 말하기-바르게 발음하여 말하기

집단형태 소집단활동
활동자료 낱말 카드(10cm ×5cm)10장(2~3음절의 낱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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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방법

① 유아 3명과 교사가 함께 모여 앉는다.
② 말 오케스트라 게임에 대하여 소개한 다음 놀이하여 본다.
• 술래를 1명 정한다.
• 유아 2명과 교사가 낱말 카드를 보고,동시에 한 음절씩 말하여 본다.
(예)‘개구리’인 경우 교사는 ‘개’,유아 1은 ‘구’,유아 2는 ‘리’라고 말한다.
• 술래가 된 유아는 3명의 입 모양을 보고 소리를 탐색한 다음,어떤 낱말인지 알아맞

혀 본다.
• 술래가 낱말을 말하면 낱말 카드를 내보이고 맞혔는지 알아본다.

확장활동 ① 유아들이 활동에 익숙해지면 음절의 수효를 더 눌려서 활동할 수 있다.

활 동 명 만약 에너지가 없다면

활동목표 •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한다.
• 상황에 알맞은 언어 표현 능력을 기른다.

핵심능력 말하기-상황에 맞게 말하기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그림 자료,다양한 필기도구,종이,마닐라지(병풍)
<그림 자료 만들기>
① 도화지 (30cm×20cm)에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는 그림(전등이 켜져 있는 방,청소기로
청소하는 사람,믹서로 주스를 만드는 사람,선풍기 바람을 쏘이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코팅한다.
<병풍만들기>
① 마닐라지 (8절지)를 병풍 모양으로 접어 4폭 병풍을 만든다.
② 4폭 병풍을 5장 붙여 20폭 병풍을 만든다.
③ 병풍의 표지에 ‘만약 에너지가 없다면’이라고 쓴다.

활동 방법

① ‘만약 에너지가 없다면’이라고 쓰여 있는 종이에 유아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
로 써 보게 한다.
② 유아들이 그리거나 글로 쓴 종이를 마닐라지로 만든 병풍에 붙여서 전시한다.

확장활동 가정통신문을 보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에너지의 고마움을 바르게 말로 표현해 보도록 한
다.

활 동 명 일기예보 말하기

활동목표 • 일기의 변화를 상황에 맞게 말하는 경험을 한다.
• 자연 현상에 따른 일기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능력을 기른다.

핵심능력 말하기-상황에 맞게 말하기
집단형태 소집단활동

활동자료
TV 동화틀,마이크,자석 지도판(8절 크기),일기표
<자석 지도판 만들기>
① 파란색 도화지(8절)위에 우리 나라 지도를 그려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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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뒷면에 함석판을 붙이거나 화이트보드를 이용한다.
<일기표만들기>
① 여러 가지 일기 표시(비,바람,맑음,흐림,눈 등)를 그린 후,코팅한다.
② 코팅한 뒷면에 자석을 붙인다.

활동 방법

① TV 동화틀과 마이크,자석 지도판을 언어 영역에 준비한다.
② 자석 지도판에 일기 표시를 붙여 가며 상황에 맞게 일기 예보를 말해 본다.
• 오늘은 눈이 옵니다.오늘은 비가 오므로 우산을 준비하세요.등

확장활동
① 오늘의 날시를 그림과 글로 꾸며 책으로 만들어 본다.
② 엘리뇨,라니냐와 같은 세계적인 이상 기후에 대해서도 다루어 본다.
③ 일기 예보 말하기를 대․ 소집단 활동으로 연결해 본다.

활 동 명 환경만화 만들기

활동목표 •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과 오염시키는 활동을 구별할 수 있다.
• 만화를 창의적으로 꾸미는 경험을 한다.

핵심능력 읽기․쓰기에 관심 가지기 -말과 글의 관계 알기-
집단형태 소․대집단활동
활동자료 환경 만화 그림과 필기도구

활동 방법

① 언어 영역에 준비된 환경 만화 그림을 잘 살펴본다.
• 무슨 그림일까?
• 이 그림의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니?
• 사람 옆에 있는 빈 말 주머니 모양을 본 적이 있니?
• 무엇일까?

② 무슨 내용인지 잘 보고 그림에 있는 사람의 말을 상상하여 본다.
•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까?

③ 만화 그림의 말 주머니에 글을 적어 넣는다.

확장활동 ① 만화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이야기를 적어 준다.
② 같은 그림이라도 서로 다른 표현으로 쓸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활 동 명 환경신문 만들기

활동목표
• 환경의 중요성을 안다.
• 환경 관련 기사에 관심을 가진다.
• 기사를 모아 신문을 만드는 경험을 한다.

핵심능력 읽기․쓰기에 관심 가지기 -말과 글의 관계 알기
집단형태 소집단활동
활동자료 환경에 관한 기사,마닐라지(4절)여러 장,가위,풀,필기도구 등
활동 방법 ① 환경과 관련된 기사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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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 기사를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 이 기사들을 어디에서 얻었나?
• 이 기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 신문에 왜 이런 기사가 실릴까?
• 이런 기사가 왜 중요할까?
• 이 내용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나?
• 환경에 관한 기사를 모으면 무엇이 될까?

③ 환경 신문 만들기를 계획한다.
• 모은 기사를 어떻게 신문으로 만들까?
• 기사를 정리하여 신문으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할까?
• 만든 신문은 어떻게 활용할까?

④ 가정 통신문으로 안내하여 가정에서 기사를 수집해 온다.
⑤ 모은 기사를 마닐라지에 붙여 신문으로 만든다.
• 모아 온 기사 중 넣어야 할 것은 어느 것인가?
• 기사의 제목을 무엇이라고 할까?
• 어떤 내용부터 붙일까?신문의 어느 위치에 붙일까?

⑥ 만든 신문을 함께 읽어 본다.
• 어떤 내용의 기사가 있나?
• 신문을 읽고 무엇을 알게 되었나?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확장활동 환경 신문을 복사하여 가정에 가져간다.

활 동 명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
활동목표 동물원 동물과 관련된 경험,생각,느낌을 나름대로 말한다.
핵심능력 말하기-경험,생각,느낌 말하기
집단형태 대․소집단활동

활동자료

동물원 배경 그림과 동물이 사는 곳을 상징하는 배경 그림(하늘,산과 들,물)이 앞뒤로 그
려져 있는 함석판,동물원에서 사는 동물(호랑이,코끼리,원숭이,독수리,돌고래,악어 등-
뒷면에 자석 부착)
<함석판 만들기>
① 4절 크기의 함석판 앞과 뒤를 도화지로 싼다.
② 함석판의 앞면에는 동물원 배경 그림을 그린다.
③ 함석판의 뒷면에는 하늘,산과 들,물 표시를 그려 넣어 동물이 사는 곳을 상징하는 배
경판을 만들다.
④ 완성된 함석판의 가장자리를 전선 테이프로 감싸 준다.

활동 방법

① 자석이 부착된 동물 그림이 붙어 있는 동물원 배경 그림을 보면서 동물원에서 볼 수 있
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여기가 어디일까?
-동물원
• 너희들 중에서 동물원에 가 본 적이 있는 사람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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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원에 가면 무엇 무엇을 볼 수 있을까?
② 동물원 동물의 이름과 생김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이 그림 속의 동물원에는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니?
• (한 동물씩 자석 자료를 떼어 내어 보여 주면서)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어떻게

생겼니?(이야기가 끝난 동물은 다시 동물원 배경 그림에 붙인다.)
③ 동물원 동물이 사는 곳을 알아보고,하늘,산과 들,물이 표시되어 있는 배경판에 분류
하여 붙여 본다.
• 애들아,이 동물원 동물들이 동물원에 오기 전에는 어디서 살고 있었을까?
• (함석판을 뒤집으며)여기가 어딜까?산과 들도 있고 또 무엇이 있니?
• (독수리 그림 자료를 보여 주며)그럼,이 독수리는 동물원에 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

을까?독수리가 동물원에 오기 전에 살았던 곳에 독수리를 데려다 줄 수 있는 사람 있니?
④ 배경판에 붙여진 동물들을 보면서 하늘에서 사는 동물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산이
나 들에서 사는 동물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는지,물에서 사는 동물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
는지 알아본다.

확장활동

활동이 끝난 후,함석판과 동물 그림 자료는 흥미 영역에 제시해 주어 자유 선택 활동 시
간에 유아들이 자유롭게 배경판을 돌려 가며 동물들을 붙여 볼 수 있도록 한다.이 때,동
물 이외에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나무,사람 등도 함께 그림 자료(뒷면에 자석 부착)로
제시해 주면 보다 흥미로운 상상놀이로 확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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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목

 한글 : 프로젝트 스펙트럼의 언어활동이 유아의
언어능력과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영문 : TheEffectofProjectSpectrum Linguish'sActivities
onYoungChildren'sLinguish'sAbilityandCreativit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ㆍ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ㆍ출력을 허락함.

2008년   2월    일

  

                                   저작자:    박   윤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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