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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영아와 보육교사 간의 일대일 상호작용을 통한 그림책 읽기 활동이 영아의 읽기반응과

교사의 언어교수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만 2세 영아 50명을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12주 동안 매주 1회 그림책 읽어주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 영아들

에게는 교사가 일대일로 풍부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읽어주었고, 통제집단 영아들에게는 동일한 책

을 집단으로 읽어주었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언어교수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보고 심층면접을 통

해 인식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집단 영아들의 언어적 반응의 총점과 하위 범주 중 명명하

기, 응답하기, 질문하기, 요청하기, 자발적 대화, 탈상황적 대화에 해당하는 언어적 반응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들은 비언어적 반응의 총점과 하위 범주 중 손가락으로 지적하기, 따라 하기, 인정하

기에서도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또한 실험집단을 이끈 교사들은 언어교수효능감

의 증가를 보였고, 풍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영아와의 일대일 그림책 읽기의 효과를 높이 평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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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으로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아기는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

는 중요한 시기이다. ‘유능한 영아'라는 용어로 요약될 수 있는 최근의 영아 관련 연구 결

과들은 특히 언어․인지 발달과 학습 측면에서 영아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Gopnik, Meltzoff, & Kuhl, 1999; Waxman, 2004). 영아들도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주

려고 자신의 의도와 요구를 표현하며, 환경으로부터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이끌어 낸다(김

주아, 2007).

2세 무렵이면 유아의 뇌는 성인 뇌의 75퍼센트 정도의 무게를 갖게 된다. 신체적 성장

은 뇌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러한 변화는 영아의 언어 발달과 초기 문해

학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영아기에는 전언어적 시기로부터 전이가 이루어지면서

언어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Goldfield & Reznick, 1990; Nelson, 1973), 영아

기는 언어 습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남규, 2009). 어휘력을 급속

히 확장시키며 그 낱말들을 연결시켜 새로운 통사적 구조, 즉, 모국어의 문법을 습득해나

가는 만 2세 무렵의 영아는 주변 사물의 명칭과 자신이 하는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시기 영아들은 자신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는 성인들에게 의미를 분명히 전

달할 만큼 문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으며, 성인과의 읽기 경험을 통해 문해의 기능을 인

식한다(Makin & Whitehead, 2004). 사회적 상호작용주의를 대표하는 Vygotsky(1978)는

영아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를 획득해가므로 ‘근접발달영

역’에서 언어 교수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였다. 영아에게 적절한 비계를 설정하고 풍부한

상호작용을 이끄는 성인, 즉, 부모나 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성인은 유아

를 격려하고 지지하여 실재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지연주, 최나야, 2012). 따라서 이 시기에는 대화와 책 읽어주기를 통해 영아의 언어가

확장되도록 도와주는 성인의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림책은 영아들이 세상을 알아가

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어휘를 알게 되고, 정교

한 어휘를 사용한 문자를 인식하게 되는 등 영아들의 언어 발달을 위한 이상적인 요소이

다(Hoff-Ginsberg, 1991; Senechal, LeFever, Hudson, & Lawson, 1996; Snow & Ninio,

1986).

문해 전문가들은 영아가 주변 사물에 초점을 맞추고 목을 가눌 수 있는 월령이 되면 성

인이 안고 그림책 보여주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장한다(Makin & Whitehead, 2004).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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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그림책 읽기는 영아의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 영아는 그림책을 통해 물리적

세계, 다양한 감정, 이야기를 만나고, 읽어주는 성인과의 애착을 더욱 강력하게 형성하게

된다. 또한 그림책은 영유아기의 언어,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

할을 한다(최나야, 아이종이, 2011).

2세 전후에는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시각과 청각능력을 획득하고 인지 발달 면에서도

전조작기로 이행하는 중요한 질적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러한 발달적 특성으로 영아는 책의

물리적 특성에 호기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인쇄물의 형태와 색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을 보인다. 또한 2세 무렵은 Bruner(1983)가 제시한 표상발달단계 중에서 ‘영상

적 표상단계(iconic representation)’가 시작되는 시기로, 시각적 매체를 활용한 학습이 가

능해지면서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이다(이지혜, 성소영, 2011). 이에 따라

Bruner도 영아와 주 양육자 사이에 일어나는 의미 있는 상호작용으로 그림책 읽어주기 활

동의 가치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그림책을 함께 읽을 때의 영아와 성인 간의 상호작용은 다른 상황에 비해 더욱 정교하

고 풍부하며 질적으로 우수하다(남규, 2009; 이차숙, 1992; Pellegrini, Perimuter, Galda, &

Broda, 1990). 그림책 읽기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영유아가 가정에서 어머니와 얼마나 자주 문자와 관련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빈도

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상호작용의 실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민화, 2005; 김재순, 김희진, 2003; 김주희, 이숙희, 2005; 이민경, 2003; 이영자·이종

숙, 1996; 이차숙, 1992; 채유진, 1998; 최예린, 박찬옥, 2010; Ortiz, Stowe, & Arnold,

200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이 주로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거나, 대부분 연령이

높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고려할 때, 어린 영아들을 대상으로 교사와의 그림책 읽

기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영아의 언어 발달이라는 연구 주제는 영아

의 발달적인 특징에 기인한 연구 방법론적 측면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아기에 비해 양적

연구로 탐색된 경우가 훨씬 적다(문혁준, 2005). 이러한 배경 때문에 보육교사가 영아의 언

어 지도를 위해 활용하거나, 연구자들이 학문적 조사와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게다가 요즘 영아들은 과거보다 더 일찍 가정을 벗어나 어린이집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경향을 보인다. 어린이집 등에서 언어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경험하는 것은 영아의 언어

발달 및 언어적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 1994; 이영자, 이종숙,

이정욱, 1997). 특히 영아와 주양육자인 교사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영아의 언어발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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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보고되었다(김정아, 2006; 남규, 2009; 이

미화, 2003; 이영자, 이종숙, 1996; 한유미, 2007). 종일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영

아들이 언어 발달의 민감기에 보육시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의 영향이 언어 발달에서도 더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언어 발달의 민감기인 만 2세 무렵에 이들을 보육하고 지도하는 교사가 영아와 언어적

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는 초기 읽기 흥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후의

학업 성취와도 관련을 보인다(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2000). 어릴 때부터 언어 발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언어 친화적 환

경에서 성인과의 읽기 활동을 통해 문해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형성하는 것은 영아에게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천화영, 황혜정, 2013). 기관에서의 정기적인 책 읽기 활동은 영유아

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의미뿐 아니라, 언어 발달을 이끌고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보육 수요와 영아기의 발달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보육기관의 양적 팽창보다는 영

아 대상 보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질적으로 우수한 영아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가정이 아니더라도 영아의 발달이 방해받지 않으며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므로(Clark-Stewart & Aiihusen, 2002; Clark-Stewart

& Beck, 1999), 영아의 언어, 문해 발달을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탐색은 영아 보육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교사가 이끄는 풍부한 상호작용이 영아에게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

가 없다. 영아는 특히 교사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적 관심에 대한 도움을 받으

므로, 교사의 언어는 효과적인 학습 매체가 된다(Berk & Winsler, 1995). 보다 직접적으로

읽기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경우 중, 교사와의 상호

작용적, 혹은 대화식의 그림책 읽기가 영아의 언어 발달에 효과적임을 증명한 연구들이 있

다(김정아, 2006; 남규, 2009; 이미화, 2003; 이지혜, 성소영, 2011). 어린이집에서 상호작용

적으로 다양한 전략을 통해 그림책을 읽은 영아들이 수용·표현언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김정아, 2006; 이미화, 2003). 남규(2009)는 교사가 확산적 상호작용을 하면 영아의

수용언어, 표현언어, 어휘력, 읽기 행동에서 향상이 이루어지며,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을 밝혔다. 이지혜와 성소영(2011)의 연구에서도 교사와 상호작용적 그

림책 읽기 활동에 참여한 만 2세 영아들이 수용·표현언어 점수와 수용언어 수준에서 유의

한 변화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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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언어능력은 그 특성상 단기간의 중재에 의해 쉽게 향상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이 있다. 그림책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이 과연 어떻게 영아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주었을지

생각해보면,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행동 변화에 먼저 집중하게 된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

서 더 나아가,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가 상호작용 당시에 나타나는 영아의 읽기 반응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모든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활동

의 일차적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영아기에 반응적인 성인과 일대일의 상호작용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은 영아의 언

어 문해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영아와 어머니 간의 애착이 그림책 읽기 상호

작용에서 쌍방이 보이는 읽기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이민경, 2003)는 기관에서 영아

를 보호하고 지도하는 또 한 명의 애착 대상인 보육교사와 영아 간에 형성된 유대감의 질

과 책 읽기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시사한다. Cook(1988)은 교사가 개별 영아에게 읽기의

성공적 발달을 위한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해 줌으로서, 영아의 읽기 흥미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에서 영아에게 일대일로 언어적 상호

작용을 하는, 특히 그림책을 읽어주는 수행이 일반적이지 않다(김정아, 2006). 특히 최근

들어 0세에서 36개월 미만의 영아 20명 이하를 보육하고 있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양적

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사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대부분의 문해

발달 전문가들은 개별 영아와 교사 간의 읽기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김

정아, 2006; 이미화, 2003; Makin & Whitehead, 2004), 그 실제적 의미를 연구를 통해 살

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성인이 아닌 영아만을 책 읽기의 수혜자로 보았으나, 풍부

한 상호작용을 통한 그림책 읽기는 영아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

다. 만 2세 영아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 활동의 효과를 살펴본 이

지혜와 성소영(2011)의 연구에서는 언어에 대한 교사들의 태도 역시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책 읽기 상호작용에 나타난 교사들의 언어적 행동을 계량화하여 비교하였을 뿐 아니

라, 면담을 통해 태도 변화까지 살펴본 이 연구에서, 활동을 이끈 교사들은 현장적용 가능

한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호작용법을 알게 되었고, 영아 발달과 언어

적 경험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표현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신념은 실제 교수행위와 연결되며 결과적으로 영아의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 신념과 함께 교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수효

능감이다. 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요구를 잘 충족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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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양하고 실제적인 교수방법을 인내심을 갖고 지도하며, 학습자의 실수에 대해 부정적

인 비판을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 la Torre Cruz & Casanova, 2007). 교사가 가지는

긍정적인 언어교수효능감은 교사로서 가지는 언어교육에 대한 자신감이며 효과적인 교수

행위에 미치는 신념이다(윤진주, 2008). 우수한 교사는 언어를 매체로 하여 영유아와 밀접

한 상호관계를 맺고 지도함으로써 풍부한 언어 환경을 제공한다(Honig, 2000). 언어교수효

능감은 영아에게 언어를 지도하는 교사의 자신감을 반영하므로, 효과적 교수 기반을 형성

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 수년간 평가인증제도로 인해 보육환경의 질적인 발전은 있었으나, 교사들의 긍정

적 상호작용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의 시행은 미흡한 실정이다. 어린 영아들의

발달적 변화에 근거한 책 읽기 상호작용을 위한 교사의 노력(최예린, 박찬옥, 2010)과 그림

책 읽기에 대한 교사의 관점을 재고하고 세련화할 수 있는 교사교육(김주희, 이숙희, 2005;

이지혜, 성소영, 2011)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예비교사 시기에 언어지도를 위한 교수

방법을 충실히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로서 지속적인 교육을 받고, 늘 새로운 교

수방법을 시도함으로써 언어교수효능감을 증진시켜 나가는 것도 필수적인 일이다. 영아와

의 일대일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그림책 읽기 활동이 교사 자신에게는 어떠한 변화를 가

져오는지 밝힘으로써 교사교육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교사-영아 간에 그림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대일 방식의

상호작용이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읽기 반응과 교사의 언어교수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주제

이 연구는 만 2세 영아와 교사 간의 일대일 상호작용을 통한 그림책 읽기 활동이 영아

의 언어적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 교사의 언어교수효능감 향상에 효과를 미치는지 살펴보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 12권의 그림책을 영아들에게 읽어주는 활동을 설계

하였다. 사전검사 후에 10주에 걸쳐 실험집단 영아들에게는 교사가 그림책을 일대일로 읽

어주며 상호작용을 실시하고, 통제집단 영아들에게는 집단으로 읽어준다. 12주차에 다시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한다. 이 연구를 통해 보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와 영아

의 언어교수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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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 통제집단

영아
성별

남아 여아 남아 여아

13명(52%) 12명(48%) 16명(64%) 9명(36%)

월령 42.80개월(SD = 3.60) 42.84개월(SD = 3.69)

실험집단
교사

1
2년제 대학에서 아동보육 복지를 전공하였고, 보육교사 경력 2년차임.
평소 아이들과 책읽기를 즐겨함.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에 관심이 많음.

2
2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한 2년차 교사임.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 없으나 그림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고 함.

3
2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경력 2년차 교사임.
영유아 언어발달이나 그림책에 대한 수강 경험 없음.

4
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하였고, 경력 1년 9개월에 해당함.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 없으나, 상호작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연구문제 1>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 활동은 영아의 언어적 읽기 반응 증가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상호작용적 그림책 일기 활동은 영아의 비언어적 읽기 반응 증가에 효과

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 활동은 교사의 언어교수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가정어린이집 만 2세반의 교사 사명과 영아 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을 선정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의 가정어린이집 중 만 2세반이 한 반 이상인 8 기관을 임의로

선정하였다. 영아들은 남아 29명(58.0%), 여아 21명(42.0%)이었고, 월령은 평균 42.82개월

(SD = 3.69)로 나타났다. 교사 8명의 최종 학력은 2-3년제 대졸 4명, 고졸 4명이고, 경력

은 1-4년에 분포하였다. 선정된 어린이집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 4기관씩 무선 배정하

였다. 집단별 영아들의 성별 분포, 평균 월령과 함께 실험집단 교사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

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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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도구

1)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책 읽기 반응

영아가 교사와 함께 상호작용적으로 그림책을 읽는 동안 영아가 보이는 반응을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Valdez-Menchaca와 Whitehurst(1992), Whitehurst(1998)의

분석 기준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영아의 책 읽기 반응을 녹화하고 언어적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유형에 대한 하위 범주의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영아의 책 읽기 반응 유형과 내용

행동 유형 내 용

언어적

행동

모방하기 교사의 발화를 그대로, 혹은 축소, 확장하여 흉내 낸다.

명명하기 사물, 사람의 이름, 소리(의성어)를 말한다.

응답하기 교사의 질문에 언어적으로 답하는 반응을 한다.

질문하기 교사의 언어적 반응을 요구하며 묻는다.

요청하기 교사에게 자신의 필요나 요구를 구한다.

자발적 발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스스로 이야기한다.

탈상황적 발화 실제 주변 상황과 관련 없는 과거 경험이나 상상적 내용을 이야기한다.

혼잣말 교사와의 상호작용과 상관없이 혼자 말한다.

비언어적

행동

손가락으로

지적하기
책 속의 그림이나 글을 손으로 가리킨다.

따라 하기
교사의 비언어적 행동을 모방하거나 교사의 요구에 따라 언어적 표현

없이 행동한다.

인정하기 고개를 끄떡이는 등의 행동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다.

거부하기
5초 이상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몸을 심하게 움직인다. 교사로부터

책을 뺏는 행동을 한다.

무반응 교사의 말에 행동이나 말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2) 교사의 언어교수효능감

윤진주(2008)의 언어교수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14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언

어교수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의 수가 8명으로 적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험집단 교사들이 일대일 상호작용을 통한 그림책 읽기에 대해 교육받고

직접 실시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언어교수효능감과 관련해서 스스로 어떠한 변화를

인식했는지 살펴보고자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을 분석 도구로 삼기 위해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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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자료를 전사하였다.

3) 그림책 선정

어린이 도서 연구회(2009)의 영아 대상 권장도서와 한국어린이출판협의회의 영아용 그

림책 신간 목록을 토대로 만 2세 영아에게 적합한 그림책 25권을 1차 선정한 후, 총 10명

의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추려 12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그림책에 대한 영아들의 사전

경험을 통제하기 위해 신간 위주로 채택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활용될 첫 번째와

열두 번째 그림책은 글의 수준이 서로 유사하도록 배정하였다. 최종선정도서와 사전-사후

검사용 그림책에 대해 유아문학 전문가의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활용한 도서의 목록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읽기 활동을 위한 그림책 목록

번호 그림책 작가 출판사

사전 「안 돼!」 마르타 알테스 글·그림 북극곰

1 「내 모자 어디 갔을까?」 존 클라센 글·그림 시공주니어

2 「오리야? 토끼야?」 에이미크루즈 로젠탈 글, 탐 리히텐헬트 그림 아이맘

3 「우리 아빠가 최고야 엔서니 브라운 글·그림 킨더랜드

4 「고 녀석 맛있겠다」 미아니시 타쯔야 글·그림 별하나그림책

5 「더러워지면 좀 어때?」 캐릴하트 글, 레오니 로드 그림 내 인생의 그림책

6 「울보나무」 카토 요코 글, 미야니시 타츠야 그림 한림출판사

7 「안 돼, 데이빗!」 데이빗 새논 글·그림 지경사

8 「다 붙어 버렸어!」 올리버 제퍼슨 글·그림 주니어 김영사

9 「목욕은 정말 싫어!」 앰버 스튜어트 글, 로라 랭킨 그림 베틀북

10 「기분을 말해봐!」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웅진주니어

사후 「괜찮아」 최숙희 글, 꼬까신 아기그림책 웅진주니어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사전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척도와 그림책의 적절성 및 활동소요 시간을 검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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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통제집단의 영아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4명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10일

부터 10월 12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척도와 그림책 사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계획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교사교육

실험집단 교사들에게 일대일 상호작용을 통한 그림책 읽기에 대해 교육하였다(<표 4>

참조). 실험집단 교사들의 근무환경이 각기 달라 연구자가 각 기관을 방문하고 기관장의

양해를 얻어 각 교사에게 개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적 읽기 활동을 안내하

는 자료를 전달하고 30분 정도의 교육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활동 시행 중 어려운

점은 수시로 연락을 취해 해결하였다.

<표 4> 교사교육 실시 및 절차

회차 교육 내용

1회

·영아기 언어 발달의 특성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그림책의 특성

·전체 그림책 소개

2회
·바람직한 책 읽기 상호작용

·대화식 그림책 읽기에서 사용하는 다섯 가지 자극

3회
·구체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의 예

·구체적인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예

4회
·그림책을 읽어줄 때 교사의 바람직한 태도와 방법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어주기 연습

3) 사전검사

제 1주차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동일한 사전검사용 그림책을 교사가 일대일로 읽

어주는 과정을 녹화한 후, 영아가 나타낸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분석하였다. 또한 질문

지를 배부하여 보육교사의 언어교수효능감을 측정하였다.

4) 활동 실시

실험집단 영아 25명을 대상으로 4명의 영아반 담임교사가 일대일로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 활동을 10회기에 걸쳐 진행하였다. 통제집단에서는 동일한 그림책을 담임교사가 본문

만 읽어주고 영아들은 집단으로 듣기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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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검사

10주간의 활동이 끝난 제 12주차에 두 집단에게 동일하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는 사후검사용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사전검사 때와 마찬가지로, 교사가 영아에게 그림책

을 읽어주는 과정을 녹화하여, 영아가 보인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

사들의 언어교수효능감의 변화를 살펴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질문지

조사 및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책 읽기 과정에서 나타난 영아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은 녹화 자료를 전사하여 빈도

를 분석하였는데, 유아교육 석사학위 소지자 2인에 의한 평가 일치도는 사전검사에서 언어

적 반응 98%, 비언어적 반응 86%, 사후검사에서 언어적 반응 88%, 비언어적 반응 96%로

나타났다. 평가 과정에서 의견이 불일치한 경우는 논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집단 간의 동질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점검사 점수에 대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림책 읽기

활동의 차이에 따라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

으로 하고 사후검사 점수를 종속 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실험집단 교사 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 면담 내용을 모두 전사하여 반복적으

로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을 찾아내고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가 영아의 언어적 읽기 반응 증가에 미치는 효과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영아들이 사전검사에서 보인 언어적 반응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실험집단 영아들은 평균 11.44회, 통제집단 영아들은 평균 7.76회

의 언어적 반응을 보여,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t =

2.82, p < .001). 하위 요인별로는 8개 중 3개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역시 ‘응답

하기(t = 2.19, p < .05)’, ‘질문하기(t = 2.27, p < .01)’, ‘자발적 발화(t = 3.18, p < .01)’에

서 실험집단 영아들이 더 많은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모방하기’, ‘명명하기’, ‘요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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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반응
실험집단(n=25) 통제집단(n=25) 전체집단(n=50)

t
M SD M SD M SD

모방하기 1.36 1.89 1.08 0.91 1.22 1.48 .67

명명하기 0.96 1.24 1.36 1.60 1.16 1.43 -.99

응답하기 4.88 2.44 3.60 1.61 4.24 2.14 2.19
*

질문하기 0.84 1.11 0.28 0.54 0.56 0.91 2.27
*

요청하기 0.28 0.46 0.16 0.37 0.22 0.42 1.01

자발적 발화 2.44 2.43 0.72 1.17 1.58 2.08 3.18**

탈상황적 발화 0.52 0.71 0.56 0.87 0.54 0.79 -.18

혼잣말 0.16 0.47 0.00 0.00 0.08 0.34 1.69

총점 11.44 4.95 7.76 4.27 9.60 4.94 2.82
**

집단 하위 요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t
조정된 사후검사

M SD M SD M SD

실험집단

(n=25)

모방하기 1.36 1.89 1.44 1.16 .18 1.43 .30
명명하기 .96 1.24 3.16 2.15 4.29

***
3.23 .38

응답하기 .88 2.44 8.88 4.70 .42*** 8.48 .70
질문하기 .84 1.11 2.08 2.24 2.44* 2.05 .35
요청하기 .28 0.46 0.72 0.74 2.29

*
.73 .13

자발적 발화 .44 2.43 6.36 5.11 4.05
***

5.76 .74
탈상황적 발화 0.52 0.71 2.08 3.20 2.58

*
2.09 .45

혼잣말 0.16 0.47 0.52 1.12 1.48 .52 .17
총점 11.44 4.95 25.24 10.53 7.03*** 23.80 1.52

통제집단

(n=25)

모방하기 1.08 0.91 1.68 1.77 1.62 1.69 .30
명명하기 1.36 1.60 1.68 1.68 1.14 1.61 .38
응답하기 3.60 1.61 3.48 2.02 -.32 3.89 .70
질문하기 0.28 0.54 0.56 0.77 2.28

*
.59 .35

요청하기 0.16 0.37 0.32 0.56 1.28 .31 .13
자발적 발화 0.72 1.17 1.08 1.38 1.37 1.68 .74

탈상황적 발화 0.56 0.87 0.16 0.62 -2.00 .15 .45
혼잣말 0.00 0.00 0.08 0.28 1.45 .08 .17
총점 7.76 4.27 9.04 4.50 1.96 10.48 1.52

‘탈상황적 발화’, ‘혼잣말’에서는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두 집단 영

아들 간에 부분적인 차이가 나타난 결과에 따라, 사전검사의 차이를 통제하여 사후검사 점

수를 비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 활동의 실시 전과 후에 측정된 영아들의 언어적 반응의 차이를

집단별로 나타낸 결과는 <표 6>과 같다. 또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

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사 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5> 언어적 반응 사전검사에 대한 집단 간 차이

* p < .05, ** p < .01

<표 6> 언어적 반응의 사전-사후검사 간 차이

* p < .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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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모방하기

공변인(사전점수) .31 1 .31 .13
주효과(집단) .81 1 .81 .35

오차 107.29 47 2.28
전체 108.32 49

명명하기

공변인(사전점수) 13.16 1 13.16 3.73
주효과(집단) 32.39 1 32.39 9.19*

오차 165.64 47 3.52
전체 206.18 49

응답하기

공변인(사전점수) 81.87 1 81.87 7.04*

주효과(집단) 239.43 1 239.43 20.57***

오차 547.01 47 11.64
전체 993.38 49

질문하기

공변인(사전점수) .32 1 .32 .11
주효과(집단) 24.31 1 24.31 8.55**

오차 133.68 47 2.84
전체 162.88 49

요청하기

공변인(사전점수) .21 1 .21 .48
주효과(집단) 2.15 1 2.15 4.98*

오차 20.27 47 .43
전체 22.48 49

자발적 발화

공변인(사전점수) 85.79 1 85.79 6.86*

주효과(집단) 171.51 1 171.51 13.71**

오차 1714.00 50
전체 1022.08 49

탈상황적 발화

공변인(사전점수) 14.12 1 14.12 2.75
주효과(집단) 47.37 1 47.37 9.24**

오차 241.08 47 5.13
전체 301.28 49

혼잣말

공변인(사전점수) .00 1 .00 .00
주효과(집단) 2.31 1 2.31 3.38

오차 32.08 47 .68
전체 35.50 49

총점

공변인(사전점수) 628.63 1 628.63 11.73**

주효과(집단) 1902.691 1 1902.69 335.50***

오차 2518.89 47 53.59
전체 6428.02 49

사전검사의 영향을 제거했을 때,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영아의 언어적 반응의 총점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F(1, 47) = 335.50, p < .001). 하위

요인별로는 명명하기(F(1, 47) = 9.19, p < .05), 응답하기(F(1, 47) = 20.57, p < .001), 질

문하기(F(1, 47) = 8.55, p < .01), 요청하기(F(1, 47) = 4.98, p < .05), 자발적 발화(F(1,

47) = 13.71, p < .01), 탈상황적 발화(F(1, 47) = 9.24, p < .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즉,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 영아들의 언어적 반응은 집단으

로 그림책 읽어주기에 참여한 통제집단 영아들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반면, 모방하

기와 혼잣말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7> 언어적 반응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   (N=50)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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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가 영아의 비언어적 읽기 반응 증가에 미치는 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영아들이 사전검사에서 그림책 읽기에 대해 보인 비언어적 반응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실험집단은 총 6.12회, 통제집단은 총 4.96회의 비

언어적 반응을 보여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위 요인 중에서

‘따라 하기(t = 2.96, p < .01)’, ‘인정하기(t = -2.58, p < .05)’, ‘거부하기(t = 2.59, p <

.05)’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실험집단 영아들은 통제집단 영아들에 비해

‘인정하기’에서는 적은 횟수를, ‘따라 하기’와 ‘거부하기’는 더 많은 횟수를 보였다. 이 외에

‘손가락으로 지적하기’, ‘무반응’ 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일한 수준이

었다. 종합하면, 비언어적 반응의 일부 하위 요인에서 집단 간의 사전 차이가 나타났으므

로, 역시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하여 사후검사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함이 제기되었다.

두 집단 영아들의 비언어적 반응을 측정한 사전, 사후검사 결과를 <표 9>에 함께 제시

하였다.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

후검사 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사전검사의 영향을 제

거했을 때, 비언어적 반응의 총점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

47) = 32.47, p < .001).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손가락으로 지적하기(F(1, 47) = 18.15, p

< .001), 따라 하기(F(1, 47) = 5.81, p < .05), 인정하기(F(1, 47) = 13.07, p < .01)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 영아들의 비언

어적 반응은 집단으로 그림책 읽어주기에 참여한 통제집단 영아들에 비해 유의하게 많이

증가하였다. 반면, 거부하기와 무반응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 8> 비언어적 반응 사전검사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비언어적 반응
실험집단(n=25) 통제집단(n=25) 전체집단(n=50)

t
M SD M SD M SD

손가락으로 지적하기 2.96 1.49 2.60 1.61 2.78 1.54 .82

따라 하기 1.00 1.53 0.08 0.28 0.54 1.18 2.96**

인정하기 1.16 1.41 2.20 1.44 0.68 1.50 -2.58*

거부하기 0.52 1.01 0.00 0.00 0.26 0.75 2.59*

무반응 0.48 1.01 0.08 0.28 0.28 0.76 1.92

총점 6.12 2.93 4.96 2.72 5.54 2.86 1.45

* p < .05, **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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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손가락으로

지적하기

공변인(사전점수) 55.23 1 55.23 17.58***

주효과(집단) 57.00 1 57.00 18.15
***

오차 147.65 47 3.14
전체 274.88 49

따라 하기

공변인(사전점수) .17 1 .17 .13
주효과(집단) 7.63 1 7.63 5.81

*

오차 61.75 47 1.31
전체 69.92 49

인정하기

공변인(사전점수) 73.17 1 73.17 11.26**

주효과(집단) 84.92 1 84.92 13.07
**

오차 305.48 47 6.50
전체 422.82 49

거부하기

공변인(사전점수) .62 1 .62 4.92*

주효과(집단) .27 1 .27 2.13
오차 5.94 47 .13
전체 7.28 49

무반응

공변인(사전점수) .00 1 .00 .03
주효과(집단) .07 1 .07 .60

오차 5.20 47 .11
전체 5.28 49

총점

공변인(사전점수) 147.22 1 147.22 19.53***

주효과(집단) 244.80 1 244.80 32.47
***

오차 354.38 47 7.54
전체 844.82 49

<표 9> 비언어적 반응의 사전-사후검사 간 차이

집단 하위 요인
사전검사 사후검사

t
조정된 사후검사

M SD M SD M SD

실험

집단

(n=25)

손가락으로 지적하기 2.96 1.49 4.88 2.57 4.53 4.76 .36
따라 하기 1.00 1.53 1.36 1.44 .84

***
1.39 .24

인정하기 1.16 1.41 4.00 3.80 4.46 4.45 .53
거부하기 0.52 1.01 0.24 0.52 -1.43 .20 .07
무반응 0.48 1.01 0.08 0.28 -1.92 .08 .07
총점 6.12 2.93 10.56 4.16 6.96*** 10.20 .56

통제

집단

(n=25)

손가락으로 지적하기 2.60 1.61 2.48 1.36 -.41 2.61 .36
따라 하기 0.08 0.28 0.56 0.71 2.92

**
.54 .24

인정하기 2.20 1.44 2.12 1.17 -.25 1.67 .53
거부하기 0.00 0.00 0.00 0.00 - .04 .07
무반응 0.08 0.28 0.16 0.37 .81 .16 .07
총점 4.96 2.72 5.32 1.89 .69 5.6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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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비언어적 반응의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                               (N=50)

* p < .05, ** p < .01, *** p < .001

3.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가 교사의 언어교수효능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교사의 사전-사후 언어교수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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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과 같다.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 교사의 언어교수효능감은 평균 2.79(SD=20)였으나,

사후검사에서 평균 3.77(SD=.12)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t=2.05, p<.01). 반면, 통제집단

교사의 언어교수효능감은 사전검사에서 평균 2.91(SD=.16), 사후검사에서 평균

3.04(SD=.07)로 다소 증가하였을 뿐, 유의한 통계적 차이는 아니었다.

<표 11> 교사 언어교수효능감의 사전-사후검사 간 차이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대응차

t
M SD M SD M SD

실험집단(n=4) 2.79 .20 3.77 .12 .98 .24 2.05**

통제집단(n=4) 2.91 .16 3.04 .07 .13 .12 8.32

** p < .01

척도를 활용한 질문지 조사뿐 아니라, 각 교사와의 일대일 면담을 통해 상호작용적 그

림책 읽기 프로그램이 교사에게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표본의 크기가

작은 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생태학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보육현장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실험집단 영아들과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4명의 교사들은 이 프로

그램을 통해 달라진 영아들의 모습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림책과 읽어주기 활동에 대

해 스스로 변화를 겪었음을 보고하였다. 영아와의 책 읽기를 즐거운 놀이로 인식하게 되었

고 영아가 대화를 즐거워함을 알게 되었다거나, 교사의 언어적 자극의 중요성과 읽어주기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소주제로 요약하면, ‘전문적 지식의 증가’, ‘교

사 역할에 대한 인식 향상’, ‘교수 태도 증진’, ‘긍정적인 피드백’을 꼽을 수 있다. 즉, 영아

기의 언어 발달과 그림책의 특성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언어적 자극을 풍부하게 제

공해야 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스스로 그림책을 즐기는 독자가

되어 책 읽기 상호작용을 위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겠다는 욕구를 갖게 되었고, 영아들

의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하여 놀라움과 뿌듯함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질문지

를 통해 조사한 언어교수효능감의 유의한 향상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한 교

사들의 인식과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지금까지는 그림책을 읽어줄 때 영아가 어떤 반응을 해도 교사인 제가 그냥 ‘응, 그래. ○

○는 그렇게 생각했구나’라는 정도의 반응만 보였는데, 교사교육을 통해 그림책으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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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나니 아이들과 함께 책을 가지고 즐겁게 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가끔 책의 줄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 예전에는

그냥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마무리를 하곤 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자신이 경험한 것

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를 확장해서 전개해 보니 아이들이 대화

의 즐거움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E교사 면담, 2013년 1월14일)

영아들이 제가 읽어준 모습을 흉내 내며 언어영역에서 혼자서, 혹은 친구와 읽은 책을 또

읽고 또 읽는 모습을 보면서 상호작용적으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이 책에 대한 흥미를

촉진시켜 언어발달을 가져온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교사의 언어적 자극이 정말 중요하다

는 것을 알았어요.

(K교사 면담, 2013년 1월15일)

책을 통해 아이들과 제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연령별로 영아들의 수준에 맞는 그림책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사인 제가 먼저 그림책을 많이 읽고 독서활동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책이라도 교사가 영아들에게 어떻게 읽어주냐

에 따라 영아들이 흥미를 보이는 관점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K교사 면담, 2013년 1월17일)

변화를 볼 수 있으니 놀랍더라구요. 영아들이 저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요구하는 빈도가

증가했고, 회기가 진행될수록 책을 읽을 때 영아의 질문 횟수가 증가했어요. 또 여러 가지

단어를 넣어 이야기를 지어보며 친구들이랑 책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

었어요. 이런 변화를 지켜본 원장님께서 책을 더 구입해주셔서 영아들에게 더 나은 문해

환경이 조성되어, 교사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C교사 면담, 2013년 1월18일)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영아기 언어 발달의 주요 환경인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교사들에게 상호

작용적 그림책 읽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영아들에게 일대일로 실제 읽기 활동을 실시

하여 영아들의 언어적, 비언어적 읽기 반응과 교사들의 언어교수효능감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2세 영아 50명과 교사 8명을 대상으로 10주간 상호작용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9권 제5호

- 268 -

적 그림책 읽기 활동과 집단 읽어주기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사전, 사후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영아와 교사 간의 일대일 상호작용을 통한 그림책 읽기 활동은 영아들의 언어적

반응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교사와 일대일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림책을 함께 읽은 영

아들은 집단으로 읽어주기에 참여한 통제집단에 비해 명명하기, 질문하기, 요청하기, 자발

적 발화, 탈상황적 발화 등의 하위 요인 및 언어적 반응의 전체 점수에서 유의하게 큰 향

상을 보였다.

이 결과는 언어적 상호작용이 양방향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인 교류이며, 인생의 초기

부터 유기체와 환경의 공동 구성에 의해 진행된다는 Vygotsky(1978)의 주장과 부합된다.

또한 영아가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존재라는 관점(Ninio,

1983; Snow & Goldfield, 1983; Waxman, 2004)을 지지한다. 비록 영아와 교사 간에 일대

일로 이루어진 책 읽기의 결과는 아니지만, 교사나 어머니가 풍부한 표현으로 그림책 읽기

를 이끌면, 영유아의 언어적 행동 빈도도 높아짐을 보여준 연구들(Roser & Martinez,

1985; Snow & Ninio, 1986)과 일맥상통한다. 10주 동안 10권의 그림책을 교사와 일대일로

함께 읽으면서 풍부하게 상호작용한 경험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의 차이를 가져온 것

이라 볼 수 있다. 즉, 이전에 비해 교사와 그림책을 읽으면서 더 자연스럽게 자신의 느낌

과 생각을 말하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면서 언어적 행동의 양이 증가한 것이다.

언어적 반응의 증가를 보여주는 이 결과는 보육시설 경험이 영아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이영, 1994; 이영자, 이종숙, 이정욱, 1997b)는 관점에서, 교사가 영아에

게 다양한 자극을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상호작용의 틀을 제공하면서 언어적

경험을 하면 영아의 수용언어, 표현언어, 어휘력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남규,

2009; 이미화, 2003; 이지혜, 성소영, 2011; Dickinson & Smith, 1994)과도 연결될 수 있다.

영아가 그림책을 읽으면서 구어능력이 발달하게 된다는 Snow와 Ninio(1986), Sulzby와

Teale(1991)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한다. 개별 영아와 교사가 상호작용적으로 그림책을 읽는

기회를 반복적으로 가짐으로써 언어적 읽기 반응이 촉진되어 언어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서론에서 지적하였듯이, 언어능력의 향상을 위한 중재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

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시도한 것처럼, 영아들이 그림책을 매개로 성인과

일대일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면서 보다 능동적인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읽기 반응을 활

발하게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둘째, 영아-교사 간의 일대일 상호작용을 통한 그림책 읽기 활동은 영아들의 비언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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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10주 동안 교사와 함께 풍부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림책

을 읽은 영아들은 집단에 속해 교사의 읽어주기를 경험한 또래들에 비해 비언어적 반응의

총점과 손가락으로 지적하기, 따라 하기, 인정하기 반응에서 큰 증가를 보였다.

영아기에 출현하는 몸짓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도구로 중요하다. 구체적인 음성언어를

발달시키기 훨씬 이전부터 의사소통을 시도하는데, 영아가 보이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어

휘력이나 언어적 의사소통, 즉, 구어의 발달을 도우며, 아동기 언어능력과도 관련을 보이는

중요한 지표이다(김연수, 곽금주, 2010; 김연수, 신민경 2010; 보건복지부, 2013; 이윤선, 김

명순, 2013). 이러한 관점에서,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를 통해 영아의 비언어적 읽기 반응

이 증가한 것은 언어 발달을 위한 긍정적 신호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영아와 성인 간의 그

림책 함께 읽기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들이 쌍방의 언어적 행동에만 초점을 둔 상황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비언어적 읽기 반응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성인의 역할이 중요한데(신민경, 2006;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Hart & Risiey, 1995; Whitehurst, Faico, Lonigan, Fischel, DeBaryshe,

Vaidez-Menchaca, & Caulfield, 1988),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신호에 성인이 적절하

게 반응하면 언어표현을 촉진하여 언어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김연수, 신민경 2010). 교

사는 영아와 일대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림책을 읽는 활동을 통해 영아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비언어적 반응을 자연스럽게 촉진하여 언어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 활동은 교사의 언어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들의 언어교수효능감이 수치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교사들 스스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변화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전

에는 영아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전형적

인 본문 중심의 책 읽기와 사물의 명칭 등에 대한 단순한 질문만으로 그림책 읽기 활동을

하였으며, 개별 영아에게 일대일로 책을 읽어준 적은 거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상

호작용적 그림책 읽기 활동을 진행하면서 교사들의 읽기 활동이 점차 풍부해졌고, 교사교

육을 통해 구체적인 교수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언어교수효능감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났

다. 또한 면담을 통해 드러난 변화로 그림책과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증가하고,

언어지도를 위한 교사의 역할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책 읽기 활동을 위한

교수태도가 증진되고, 활동을 통한 변화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경험했음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만 2세 영아들과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 활동을 실시한 교사들의 언어적 행

동이 객관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어 지도에 관한 지식과 자신감 및 표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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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준 이지혜와 성소영(2011)의 연구와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도 언어교수효능감 수치가 유의하게 높아졌고, 영아의 언어 발달과 그림책의 특성, 구체적

인 상호작용과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뿐 아니라 교사로서의 자신감까지 향상

되었다는 보고가 이루어졌다. 언어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의 교수에 자신감을 가지

고, 자신의 교수가 영아의 언어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에(Hall, 1992),

성공적인 언어교육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교사가 기존

의 책 읽기 활동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영아와 개별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활동이 영아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책 읽는 즐거움을 증가시키고, 영아의 반응

에 교사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함으로써 영아의 언어능력 향상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성인과 영아 간의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 활동을 통한 성인의 행동 수준이 영아

의 어휘 및 언어능력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한 김명순(1996), 남규(2009), 이미화(2003)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내용이다.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생활하는 영아들의 언어 수준은 보육

교사들의 언어적 행동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영아와 교사 간의 언어적 상호작용 전략을

기능과 내용에 따라 세분화하여 탐색하고 이를 다시 교사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영아들의

언어 발달을 돕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교사가 영아에게 일대일로 책을 읽어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 연구에서는 교사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상호작용 전략

을 전달하고 우수한 그림책을 활용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즉, 이 연구는 영아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어린이집에서 영아와 교사가 그림책을 활용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

인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균형적 언어교육 접근의 단점 중 하나인 ‘구체적 교수방법

의 결여’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교사가 영아와 상호작용적으로 그림책을 읽는 활동이 영아의 언어적·비

언어적 읽기 반응에 영향을 미침을 밝혀, 영아들의 언어 발달을 촉진을 위한 상호작용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의 구조화 과정에서 언어 발달이

일어난다는 Vygotsky의 이론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보육교사가 언어 발달에 대한 지식을 계속적으로 쌓고, 언어 지도를 위

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언어교수효

능감을 측정하여 비교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담을 통해 그들의 실제적인 목소리로 드러난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보육교사들이 보수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달과 교육에 대해 학습하고, 효과가 검증된 영유아교육 활동 및 프로그램을 보육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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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실시함으로써 교사와 영유아 모두에게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지닌 몇 가지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많은 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연구대상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가정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민간어린

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등 각기 다른 유형의 기관들을 이용하는 더 많은 영아들을 대상

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 활동을 통한 영아의 언어 변화를 분석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그림책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접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림책의 물

리적 특성 또는 장르에 따라 영아의 흥미와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다양

한 장르의 그림책을 선정하여 상호작용을 측정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교사와 영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가정에서 부모와 영아가 갖는

책 읽기 상호작용의 양과 질을 통제하지 않았다. 앞으로 가정에서 그림책을 통한 부모와

영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

다고 본다. 또한 영아전담 보육 시설들이 교육보다 보육에 치중함에 따라 언어적 상호작용

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사 교육과 교수법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상호작용적 읽기 프로그램을 보육현장에 알맞게 적용시킨 전문적인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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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one to one interactive

picture book reading on infants' reading response and teachers' language teaching

efficacy. A total of 50 2-year-olds from 8 child care centers in Incheon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and a control group. The interactive picture book reading

activities were carried out once a week during 12 weeks. The inf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read one-to-one with teachers, and their counterparts read the

same book in a group. The change in teachers’ language teaching efficacy was

examined, and their subjective perception was evaluated through in-depth interview.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infa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ly

increased verbal respons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both in the total score and

most sub-factors such as naming, responding, asking, demanding, spontaneous

utterance, and decontextualized utterance. They also represented a significant ris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the total score of non-verbal response and factors

like finger indicating, imitating, and accepting. Finally, the teachers who led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increased language teaching efficacy, and evaluated the

effects of interactive picture book reading with infants very positively.

▶Key Words : one to one interactive picture book reading, reading response, language

teaching effic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