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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이야기 구성능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부산광역시 J군에 소재한 G어린이집 만5세 유아 21명과 J어린이집

만5세 유아 18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은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을 12주

간 주 2회 총 18회를 실시하였고, 비교집단은 자유선택활동에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개별적으로 읽

어보는 활동을 하였다. 창의성 측정 도구는 전경원(2000)의 유아용 종합 창의성 검사(K-CCTYC)

를, 사용하였으며, 이야기 구성능력 검사도구는 Kraayenoord와 Paris(1996)가 개발한 ‘그림책을 통

한 이야기 구성’ 3단계 평가를 고은님(199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포

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은 유아의 창의성과 이야기 구성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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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에 들어와 문화, 언론, 학계에서 가장 이슈화 된 화두는 탈 근대화와 포스트모더니즘이

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 이후에 등장하는 일면의 시대정신 및 문화양식을 반영하는 용어

라고 할 수 있으며(방희조, 2012) 전통적으로 내려온 철학과 사상에서 급격한 이탈과 변화를 보

인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은 문학, 예술, 건축, 일상적 삶의 양식을 포함하여 문화 전반에 광범

위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문학은 사회적 현실과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면서 꾸준히 변화했

기 때문에 그림책 역시 시대적 특징과 예술 사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방희조, 2012). 이러

한 경향으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하에 자란 작가들의 문학적, 예술적 정신이 그림책에 반영

되었고(조선희, 2012), 많은 현대 아동문학 작품들은 장르 절충주의, 전통적인 내러티브 구조의

붕괴, 다성부, 상호텍스트성, 메타픽션, 결말을 독자에게 넘기는 열린 결말, 작가의 개입 등과 같

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가장 뚜렷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Pantaleo, 2007).

최근 20~3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림책들이 다수 출

판되고 있다. 포스트모던 그림책은 세계에 대한 다중적 의미인식을 더욱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하며 유아의 시각을 확장 시킬 수 있고(Hellman, 2003) 현대의 유아들을 둘러싼 세계와 그 세계

의 다차원적 형상을 반영하며, 새로운 그림의 공간은 단순하고 건조한 그림책에 부족했던 심리

적 깊이를 담을 수 있다(Nikolajeva, 1996/1998). David Weisner, Anthony Browne, Lauren

Child와 같은 포스트모던 대표적 작가의 작품들은 아동 문학 및 그림책 관련 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았고, 여러 학자들(김태영, 2009; 노영희, 2010; 이효원, 조희숙, 2010; Anstey, 2002;

Goldstone, 2002; Pantaleo, 2008; Serafini, 2005; Simandan, 2010; Sipe & Pantaleo, 2010;

Swaggerty, 2009)에 의해 연구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포스트모던 특성

을 담고 있는 포스트모던 그림책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유아들이 많이 접할 기회가 많을 현

실을 고려 해 볼 때 포스트모던 그림책 활용이 유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현장 적용 연구

가 반드시 필요하고 할 수 있다.

사회 전반에 걸친 포스트모더니즘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국가수준의 만 3~5세 누리과

정에서도 자율성과 창의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령기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

령전기의 유아들에게도 창의성이 중요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창의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수만큼 창의성의 개념도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 한마디로 창의성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창의성은 기존의 것과 다르게 새로운 방법으로 사고하는 것을 말한다.

Torrance(1972)는 창의성을 곤란한 문제를 알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가정을 세우고 검증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창의적 사고의 결정적인 요소를 유창성, 융

통성, 독창성, 정교성으로 정의하였다. Gardner(1991)는 유아기에 개발된 창의적인 상상력은 성

인이 되었을 때 창의성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특히 창의성은 후천적 학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으나(조연순, 2001), 만 4~5세를 넘어가 만 6세가 되면 창의적 상상력이 감소하기 때문에(전경

원, 1999) 유아기 때 창의성 증진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김복남,

2005).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교육 매체 중 특히 그림책은 효과적인 매체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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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다. McGee & Richgels (1990)는 유아들은 문학 활동을 통해 들은 내용을 자신의 상

상력과 창의력으로 새롭게 하여 이야기를 꾸밀 수 있으며, 유아 자신의 경험과 유아 나름대로

의미를 이해하거나 해석한대로 이야기를 창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책을 활용한 활동이 유아

의 창의성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고은아(2012), 김은미(1996), 이원미(2012)도 그림책을

소재로 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창의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최명희(2011)는 포스트모던

특성의 한 부분인 패러디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림책 중에서도 독자의 능동성을 요구하는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

기꾸미기 활동은 유아의 창의성에 기여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그림책은 유아들로 하여금 경계

깨뜨리기, 전통과 관습의 파괴, 의미의 다중화, 열린 결말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하며 창

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즉, 포스트모던 그림책은 기존의 생각과 관념을 받아들이기보다 역

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다른 결말의 구성을 요구하여 새로운 사고를 가지게 하여 또 다른 이

야기를 만들 수 있는 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한다.

이야기 구성능력이란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해 내는 능동적인 활동 능력으로서 유아가

자신이 지닌 과거의 지식과 경험, 추론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이다(유안진, 한유진, 2001).

이야기 구성은 하나의 창작활동으로 유아들은 이야기꾸미기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자신의 경험

과 느낌, 생각을 한데 모아 그것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Guildford &

Hoepfiner, 1971). 이영자와 박미라(1992)는 유아가 이야기를 구성할 때 나타나는 이야기의 전개

양상을 연령별로 살펴보고 3세 유아들은 나름대로 재미있게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하며 단어와

문장을 창안하였고 4세 유아들은 말놀이를 즐기며 이야기를 창안하며 5세 유아들은 농담이나

유머가 있는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구성 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4,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야

기 구성능력 발달 경향을 살펴본 한유진과 유안진(2001)의 연구에서도 나이가 많은 유아들은 적

은 유아보다 이야기 구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이야기를 더 길게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유아들이 만드는 이야기의 구조와 이야기 개념 발달은 연령이 증가 할수록 상위단계의

이야기 구조 개념을 형성해 나가고 이야기 구조는 이야기 이해와 기억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권신숙, 2002). 문혜원(2001)은 유아는 이야기 구성 활동을 통해 개념을 형성하고 이야기하

는 가운데 언어적 창고를 만든다고 하였고, 강문희와 이혜상(1998)은 유아들이 동화를 새로 지

어보는 이야기 구성을 통하여 그들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보거나 변화시켜 봄으로써 어휘

력, 이야기 감각 등이 발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아들은 성인과 같이 이야기에 대한 개념이나

이야기 구조를 완벽하게 형성하고 있지 않지만, 부모나 교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나 그림책 읽기,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야기 구조 개념을 발달시켜 나갈 수 있다.

이야기 구성하기의 발달은 그림책들과의 상호작용 사이에서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이상의 연구에

서 볼 때 이야기 구성 활동은 유아가 생각한 것을 자유롭게 말로 표현하여 이야기를 꾸며보는

활동으로 유아들은 이야기 구성 활동을 통해 창의력, 어휘력, 표현 능력, 문해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다(권신숙, 2002). 김지영(2002)은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을 향상시

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밝혔고, 김정민(2009)은 동화를 활용한 후속이야기 짓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 신장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는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

능력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유아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다시 능동적으로 재해석하여 구성할 수 있는데(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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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별

n 평균월령
남 여

실험집단 11 10 21 71.05

비교집단 12 6 18 71.11

전 체 23 16 39

경, 안지성, 이효원, 2011) 포스트모던 그림책은 유아들로 하여금 책의 주인공이 되게도 하고 열

린 결말을 제공하여 유아들이 마음껏 상상할 수 있고 확장된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며,

그림책 속에서 유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등장인물들을 만나보게 하는 간접 경험은 유아들의 언

어발달, 사회성, 상상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과 표현력 발달을 증진시킨다(이미선, 2012). 그러므

로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은 유아가 자발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언어표현을 할 수 있어 언어발달에 있어 가치 있는 활동이자(최명희, 2011) 다양한 이

야기를 만들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포스트모던 그림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포

스트모던 그림책에 대한 특성 분석 및 인식 연구가 대부분이며,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이야

기 구성능력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유아교육현장에서 효과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방법에 대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간의 창

의성 점수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간의 이

야기 구성능력 점수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실험집단 및 비교집단 간의 창

의성과 이야기 구성능력 점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J군에 위치한 G

어린이집 만 5세 21명(실험집단)과 거주지역, 생활환경이 비슷한 유아들로 구성된 J어린이집 만

5세 18명(비교집단)을 선정하였다.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외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집단으로 선정하였고, 실헙집단과 비교집단의 부모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방법을 가정통신

문을 통해 안내하고 연구의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대상의 사례수와 평균연령을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사례수와 평균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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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검사 채점방법(점수)

유창성

유창성을 채점하기 위해 먼저 반응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를 검토한 후에 각 응답별

1점을 주게 된다. 부적절한 반응(반복된 반응 포함)은 제외하고 나머지 반응에 대해서

만 정답으로 인정한다. 본 검사에서는 검사 기록표에 유창성 점수를 따로 기록하지 않

고, 융통성 범주번호를 적는 것만으로 유창성 점수는 소검사별로 전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채점된다.

융통성

융통성은 각 범주에 따라 1점을 주게 되는데, 소검사별로 제시된 표를 참고하여, 융통

성 범주를 채점한다. 융통성 범주는 한 번 나왔으면 다시 점수가 부여되지 않지만 전

산 프로그램에서 유창성·융통성이 채점되기 위해서는 범주번호가 중복되더라도 모두

기록 한다.

독창성

독창성은 전체 피험자 중 6%(신체는 3% 이하)이하의 피험자들이 응답한 희귀한 반응

은 1점 처리하고, 그 외에 흔한 반응은 0점 처리한다. 소검사별로 제시된 표를 참조하

여 독창성은 0점 반응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1점으로 채점한다.

상상력
상상력은 유아가 상상하여 반응한 정도에 따라 0~3점으로 채점한다. 상상력 점수는 검

사3(동물 상상하기)만을 통하여 얻는다.

영역 검사명 검사내용 소요시간

언어

검사1.

빨간색

연상하기

빨간색을 보고 연상되는 물건이나 느낌 및 생각을 적

어보게 하는 것으로, 창의력 계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연상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3분

도형
검사2.

도형 완성하기

태극기의 가운데 선(에스자 모양)만 9개 제시하고, 그

선을 사용하여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3분

신체

검사3. 

동물

상상하기

창의적 사고의 기초가 되는 상상력을 측정하기 위해

전래동화나 우화에 등장하는 동물을 5가지 등장시켜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

3분

검사4. 

색다른 나무치기

전통놀이 비석치기와 같은 형식으로 세워져 있는 창의

나무를 색다른 방법으로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다.
7분

2. 연구도구

1) 창의성 측정도구

유아의 창의성 측정을 위해 전경원(2000)의 유아용 종합 창의성 검사(K-CCTYC)를 사용하였

다. 이 도구는 언어와 도형영역에서는 각각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3개의 소검사로, 신체영역

에서는 상상력을 측정하는 검사로 구성되어 있고 신뢰도는 Cronbach's ɑ=.89이다. 창의성 검사

의 채점은 본 연구자가 전경원(2000)의 유아종합창의성 검사 요강의 채점표를 보고 원점수를 기

록하고 기록한 점수를 학지사 심리연구소에 보내어 전산 처리된 척도점수를 받아 사용하였다.

검사의 하위내용과 K-CCTYC 창의성 지수를 산출하는데 활용된 점수화 방법은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창의성 각 하위 검사의 내용 및 소요시간

<표 3> 창의성 채점방법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0권 4호

- 56 -

측정검사 채점방법(점수)

자유로운

이야기

구성

자유로운 이야기 의미구성은 유아에게 책을 훑어보도록 한 후 면접자는 유아의 생각

을 말하도록 하여 유아의 언어적 표현 또는 기타 행동을 관찰, 기록하는 것임. 자발적

인 의미구성은 전체 6가지 범주로 구성됨. 범주별로는 초기 반응(4항목), 그림에 대한

언급(6항목), 정교화하기와 개인적 참여(5항목), 메타언어(4항목), 전략수정(4항목), 주제

와 교훈(3항목)의 확인 등으로 구성됨. 각 범주별로 하위 범주가 있으며 하위범주 항

목당 1점으로 하위범주에 해당되는 행동이나 언급이 나타나며 1점, 나타나지 않으면 0

점 부여함. 따라서 자발적인 의미구성은 총 26점임.

자극되어

진

이야기

구성

자극되어진 이야기 구성은 유아의 그림에 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평가하는 것임. 유

아에게 몇 초간 그림책을 훑어보게 한 후 이야기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도록 함. 연구

자의 질문에 맞거나 관련된 대답을 하면 1점 잘못된 대답을 하거나 무응답은 0점 처

리. 범주별로 초기탐색(4항목), 그림에 대한 언급(6항목) 3회, 정교화하기와 개인적 참

여(5항목) 3회, 메타언어(4항목) 2회, 전략수정(4항목) 2회, 주제나 교훈(3항목) 으로 구

성됨. 각 하위범주 항목당 1점으로 총 56점임.

다른

제목

정하기

다른 제목 정하기는 이야기의 초점을 요약하는 유아의 능력을 평가함. 면접자는 유아

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 다른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하여 책 내용과 연관시켜 적절한

제목을 정했을 때 1점, 부적절한 제목이나 무응답은 0점 부여함. 이 범주는 1항목으로

총 1점임.

2) 이야기 구성능력 검사 도구

이야기 구성능력 검사도구는 Kraayenoord & Paris(1996)가 개발한 ‘그림책을 통한 이야기 구

성’ 3단계 평가를 고은님(1997)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Kraayenoord &

Paris(1996)의 연구와 김정준, 송미선(1997)의 연구에서 공인타당도와 구인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이야기 구성능력의 각 단계별 및 범주별 점수의 신뢰도는 Cronbach's ɑ=.87로 나타났다. 이 검

사는 유아가 문자가 없는 그림책으로부터 어떤 의미를 구성하는가를 알아보는 검사로서 3단계

로 이루어져 있다.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 검사를 위해 글자 없는 그림책인 “사과와 나

비”(Mari & Mari, 1996)를 사용하였다. 이야기 구성능력 측정 시간은 최대 25분으로 제한하였

고, 한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총 점수는 83점이다. 이야기 구성능력의 각 하위 내용과 점수는

<표 4>와 같다.

<표 4> 이야기 구성능력의 각 단계별 내용과 채점방법

3. 연구절차

1) 포스트모던 그림책 선정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선정하기 위해 선행연구(김태영, 2009; 노영희, 2010; 신세니, 2011;

Goldstone, 2002; Lewis, 2008; Serafini, 2005; Sipe & Pantaleo, 2010; Swaggerty, 2009)에서 소

개된 포스트모던 그림책 중에서 우리나라에 번역된 그림책을 모두 조사한 조선희(2012)가 선정

한 79권을 본 연구에서도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1차로 선정된 79권의 포스트모던 그림책 중에

서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특성을 최대한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야기꾸미기 활동 반응을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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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제목 글작가 그림작가 출판사

1 우체부 아저씨와 비밀편지 앨런 앨버그 자넷 앨버그 미래!아이

2 아기 돼지 세마리 데이비드 위즈너
데이비드

위즈너
마루벌

3 어른이 되면 괜찮을까요? 스테인 홀 스테인 홀 웅진주니어

4 쉿! 책 속 늑대를 조심해! 로렌 차일드 로렌 차일드 국민서관

5 있잖아 그건 내 책이야 로렌 차일드 로렌 차일드 국민서관

6 꿈꾸는 윌리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웅진주니어

7 달라질거야 앤서니 브라운 앤서니 브라운 아이세움

8 셜리야, 물가에 가지 마 존 버닝햄 존 버닝햄 비룡소

9 내 멋대로 공주 배빗 콜 배빗 콜 비룡소

10 위대한 탈출 토비 리틀 토비 리틀 마루벌

11 비둘기에게 버스 운전을 맡기지 마세요 모 윌렘스 모 윌렘스 살림어린이

12 리버벤드 마을의 이상한 하루
크리스 반

알스버그

크리스 반

알스버그
문학동네

13 제가 잡아먹어도 될까요?
조프루주아 드

페나르

조프루주아 드

페나르
베틀북

14 종이봉지공주 로버트 먼치 마이클 마첸코 비룡소

15 기러기 몰리 뱅 몰리 뱅 마루벌

16 여러 나라 이야기 정지용 정지용 마루벌

17 냄새 고약한 치즈 맨과 멍청한 이야기들 존 셰스카 레인스미스 담푸스

18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존 셰스카 레인 스미스 보림

하게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는 그림책을 선별하여 2차로 30권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차로

선정된 포스트모던 그림책 중 특정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한 해석으로 치우칠 수 있으므로 동일

한 작가의 작품이 2권 이상 포함되지 않도록 재조정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연구에 사용

할 포스트모던 그림책 총 18권을 선정하여 유아교육 현장 경험이 20년 이상이고 유아교육 박사

과정 중인 전문가 1인의 검증을 거쳤다. 최종 선정된 그림책 목록은 <표 5>와 같다.

<표 5> 최종 선정된 포스트모던 그림책

2) 예비연구

검사도구와 검사방법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예비연구를 2013년 6월 11일

부터 6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되는 창의성 검사도구와 이야기 구성능력

검사지의 적합성과 소요시간 및 적용방법을 알아보고,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

기 활동안의 유아 수준 적합성 및 이해도, 소요시간을 측정하기 위해 예비 검사를 실시 해 본

결과를 도출하여 수정하였다. 첫째, “사과와 나비” 그림책의 페이지 수가 많아 유아들의 집중력

을 떨어뜨리고 소요시간이 지연되어 이야기의 흐름이 방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박사과정 2

인의 검토를 통해 14장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이야기 구성능력의 검사는 하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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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활동구분 활동내용

1
그림책에 다른 동화 내용 넣

어서 이야기꾸미기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들려주고 소그룹으로 토의한 후 다

른 동화를 선정하여 기존 그림책 내용 안에 넣어 이야기

를 꾸미도록 함.

2 주인공 바꾸어 이야기꾸미기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들려 준 후 “만약 주인공이 ~라면”

으로 상상하여 이야기를 꾸미도록 함.

3
그림책의 뒷

이야기꾸미기

열린 결말로 끝난 뒷부분을 상상하여 이야기를 꾸미도록

함.

4
등장인물 바꿔서

이야기꾸미기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들려준 후 그림책에 나오는 등장인

물을 유아들이 원하는 등장인물로 바꾸어 이야기를 꾸미

도록 함.

에 따른 정해진 시간이 제시 되어 있지 않아 각 유아마다 제공되는 시간의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을 감안하여 예비연구 결과 토대로 이야기 구성능력 검사의 최대 시간은 유아당 25분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3) 사전검사

사전검사는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 유아 39명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25일부터 2013년 7월 2

일까지 8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실시방법은 오전 오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일반 교실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유아 창의성 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영역에 따라 소집단 검사와 개

별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여 25분~30분이 소요되었고 이야기 구성능력은 개별적으로 실시하여

20분~25분 소요되었다.

4) 본연구

본 연구는 2013년 7월 9일부터 2013년 9월 26일까지 12주 동안 18회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의

이야기꾸미기 활동은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사용하여 대그룹으로 동화책을 듣는 도입과, 포스트

모던 그림책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꾸미기는 소그룹 활동으로 하는 전개, 대그룹으로 이야기를

꾸민 것을 발표하는 마무리순서로 진행되었으며 1회 실험시간은 45분~50분 정도 소요 되었다.

비교집단은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언어영역에 비치 해 둔 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자유롭게 탐

색하고 개별적으로 읽도록 제시하였고,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대신 누

리과정 계획안의 대,소집단 활동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안은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특성을 잘 반영 할 수 있도록 Sipe &

McGuire(2008)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놓은 특성을 바탕으로 4가지 이야기꾸미기 활동

을 구성하였다.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의 구분 및 내용은 <표 6>에 제

시하였고, 이야기꾸미기 활동의 순서 및 포스트모던 그림책에 따른 활동구분은 <표 7>에 제시

하였다.

<표 6>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의 구분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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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포스트모던 그림책 활동구분 실시 주

1 아기 돼지 세마리 등장인물 바꿔서 이야기꾸미기 1주

2 어른이 되면 괜찮을까요?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뒷이야기꾸미기 1주

3 위대한 탈출 등장인물 바꿔서 이야기꾸미기 2주

4 종이봉지공주 주인공 바꿔서 이야기꾸미기 2주

5 기러기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뒷이야기꾸미기 3주

6 달라질거야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뒷이야기꾸미기 3주

7 우체부 아저씨와 비밀편지 등장인물 바꿔서 이야기꾸미기 4주

8 제가 잡아먹어도 될까요? 다른 동화 넣어서 이야기꾸미기 5주

9 쉿! 책 속 늑대를 조심해! 다른 동화 넣어서 이야기꾸미기 6주

10 냄새 고약한 치즈 맨과 멍청한 이야기들 다른 동화 넣어서 이야기꾸미기 6주

11 있잖아 그건 내 책이야 주인공 바꿔서 이야기꾸미기 7주

12 셜리야, 물가에 가지 마 등장인물 바꿔서 이야기꾸미기 8주

13 꿈꾸는 윌리 주인공 바꿔서 이야기꾸미기 9주

14 리버벤드 마을의 이상한 하루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뒷이야기꾸미기 10주

15
비둘기에게 버스 운전을 맡기지 마세요

기러기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뒷이야기꾸미기 10주

16 여러 나라 이야기 다른 동화 넣어서 이야기꾸미기 11주

17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 주인공 바꿔서 이야기꾸미기 11주

18 내 멋대로 공주 주인공 바꿔서 이야기꾸미기 12주

<표 7> 활동의 순서 및 포스트모던 그림책에 따른 활동구분

5)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도구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2013년 10월 1일부터 10

월 10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두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에서 실시하였던 전경원

(2000)의 유아용 종합 창의성검사를 창의성 검사도구로 사용하였고, 이야기 구성능력 검사의 사

후검사는 Kraayenoord & Paris(1996)가 개발한 ‘그림책을 통한 이야기 구성’ 3단계 평가를 고은

님(1997)이 수정, 보완한 도구로 검사하고 글 없는 그림책 ‘사과와 나비’ 그림책을 사용하여 사

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창의

성 및 이야기 구성능력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한 후 수집된 자료

의 통계처리는 Window용 PASW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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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집단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조정된 사후검사

M(SD) M(SD) M(SD)

창의성 총점
실험(N=21) 40.24(12.23) 90.76(14.70) 88.38(2.36)

비교(N=18) 32.00(8.76) 44.00(8.76) 46.78(2.56)

유창성
실험(N=21) 17.71(5.78) 43.57(7.70) 42.23(1.25)

비교(N=18) 12.67(4.70) 19.11(3.71) 20.68(1.37)

융통성
실험(N=21) 10.38(2.91) 17.00(1.45) 16.88(.49)

비교(N=18) 6.28(2.65) 11.00(2.45) 11.14(.54)

독창성
실험(N=21) 4.81(2.80) 18.67(.83) 18.79(.83)

비교(N=18) 5.00(1.71) 5.72(2.59) 5.58(.89)

상상력
실험(N=21) 7.33(3.84) 11.52(1.86) 11.58(.51)

비교(N=18) 8.06(3.15) 8.17(2.81) 8.11(.55)

하위요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창의성 총점

공변량(사전검사점수) 1690.96 1 1690.96 15.47***

주효과(집단) 14541.17 1 14541.17 133.04
***

잔차 3934.85 36 109.30

합계 26819.74 38

유창성

공변량(사전검사점수) 248.30 1 348.30 11.69**

주효과(집단) 3638.69 1 3638.69 122.12
***

잔차 1072.62 36 29.80

합계 7219.90 38

융통성
공변량(사전검사점수) 1.12 1 1.12 .28

주효과(집단) 204.27 1 204.27 51.47
***

Ⅲ. 연구결과

1.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창의성 총점과 창의성 하위요인에 대해 사전, 사후, 조정된 사후검

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비교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창의성 총점 및 창의성 하위영역의 사전, 사후, 조정된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유아 창의성 사전검사에서 사전 창의성 총점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므로 포스트모던 그

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에 따른 두 집단의 창의성하위요인에 대한 점수의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 사후 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

로 한 공분산분석(ANCOVA)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창의성 총점 및 창의성 하위요인에 대한 공분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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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차 142.88 36 3.97

합계 492.92 38

독창성

공변량(사전검사점수) 402.09 1 402.09 28.15***

주효과(집단) 1688.42 1 1688.42 118.21
***

잔차 514.19 36 14.28

합계 2540.31 38

상상력

공변량(사전검사점수) 11.23 1 11.23 2.10

주효과(집단) 115.42 1 115.42 21.58***

잔차 192.50 36 5.35

합계 312.9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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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인 집단구분
사전검사 사후검사 조정된 사후검사

M(SD) M(SD) M(SD)

이야기 구성능력 총점
실험(N=21) 19.24(4.54) 30.33(6.26) 30.31(1.04)

비교(N=18) 19.11(7.42) 19.11(4.54) 19.14(1.13)

자발적 이야기 구성능력
실험(N=21) 6.86(2.18) 8.90(2.43) 8.62(.40)

비교(N=18) 5.33(2.64) 5.56(1.42) 5.89(.44)

자극 되어진 이야기

구성능력

실험(N=21) 11.76(2.88) 20.62(4.62) 20.97(.86)

비교(N=18) 13.28(5.20) 13.11(4.00) 12.71(.93)

제목 구성능력
실험(N=21) .62(.50) .81(.40) .81(.10)

비교(N=18) .50(.51) .44(.51) .45(.11)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창의성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 창의성 점수에

대해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효과는 F=133.04(p<.001)로 나타났고, 창의성 하위역역인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의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 하위요인 점수에 대해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효과는 유창성은 F=122.12(p<.001), 융통성은F=51.47(p<.001), 독창

성은 F=118.21(p<.001), 상상력은 F=21.58(p<.001)로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 실시에 따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창의성 총점 및 창의성 하위요인 점수에서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의 모든 하위요인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에 미치는 효과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이야기 구성능력에 대해 사전, 사후, 조정된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비교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이야기 구성능력 총점과 하위요인의 사전, 사후, 조정된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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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이야기 구성능력

총점

공변량(사전검사점수) 314.60 1 314.60 11.69**

주효과(집단) 1207.18 1 1207.18 122.12***

잔차 819.85 36 22.77

합계 2355.08 38

자발적 이야기

구성능력

공변량(사전검사점수) 35.92 1 35.92 11.12***

주효과(집단) 64.98 1 64.98 20.11***

잔차 116.34 36 3.23

합계 260.97 38

자극 되어진

이야기 구성능력

공변량(사전검사점수) 153.20 1 153.20 10.11***

주효과(집단) 638.26 1 638.26 42.12***

잔차 545.53 36 15.15

합계 1245.08 38

제목 구성능력

공변량(사전검사점수) .02 1 .02 .11

주효과(집단) 1.23 1 1.23 5.79*

잔차 7.66 36 .21

합계 8.9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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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 사전 검사에서 이야기 구성능력의 동질성이 확보되었으나, 집단차이

검증의 검증력을 더 높이기 위하여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에 따른 두

집단의 이야기 구성능력에 대한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 점수를 공변인, 사후 검사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한 공분산분석(ANCOVA)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이야기 구성능력 총점과 이야기 구성능력 하위요인에 대한 공분산분석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전 이야기 구성능력 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 이야

기 구성능력 점수에 대해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효과는 F=122.12(p<.001)로 나타났고, 이

야기 구성능력 하위영역인 자발적 이야기 구성능력, 자극되어진 이야기 구성능력, 제목 구성능

력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통제한 후 사후 하위요인 점수에 대해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

효과는 자발적인 이야기 구성능력은 F=20.11(p<.001), 자극되어진 이야기 구성능력은

F=42.12(p<.001), 제목 구성능력은 F=5.79(p<.05)로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 실시에 따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후 이야기 구성하기 총점 및 하위요인 점수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의 모든 하위요인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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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이야기 구성

능력에 효과를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할 수 있다.

첫째,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

를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포스트모던 특성의 한 부분인 패러디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

미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 최명희(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그

림책을 소재로 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창의성을 증진 시킨다는 고은아(2012), 김은미(1996), 이

원미(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그림책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을 유아들은 자신만의 창

의력과 상상력으로 색다르게 창조해 내므로 그림책을 통한 문학 활동을 유아의 창의성을 발달

시키는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한 McGee와 Richgels(1990)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창의성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창성의 경우,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을 처음 접했을 때 유아들은 결말이 없는 이야기에 당혹하기도 하고 기존에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림책 내용으로 이야기를 다시 되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활동이 거듭될수록 유아들은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특성인 아이러니, 자기 참조성, 패러디, 상호텍스트 등, 기존 그림책들에서

는 보지 못한 포스트모던 그림책 특성들을 지적하고 교사가 제시하는 이야기꾸미기 주제에 이

특성들을 참고하여 다양한 이야기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아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작품이 재

구성 된 것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 소집단으로 모여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의견을 교환

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풍부한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유아들의 유창성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유창성 향상의 사례로 『제가 잡아먹어도 될

까요?』에서는 늑대가 등장하는 다른 동화들 즉, 늑대와 당나귀, 양치기 소년, 양의 탈을 쓴 늑

대 이야기를 차용하여 주인공 루카스가 “제가 잡아먹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각각의 등

장인물들의 성격 특성에 맞는 대응법을 다양한 이야기로 산출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포스

트모던 그림책이 유아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능동적인 독자가 되어 이

끈다(이현경, 안지성, 이효원, 2011) 라고 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능동적인 독자가 된

유아가 포스트모던 그림책 특성을 이야기꾸미기 활동에 활용하여 다양한 해석을 함으로써 유창

성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융통성의 경우, 유아들은 『내 멋대로 공주』,『종이봉지공주』등의 그림책을 통하여 전통적

으로 내려오는 성역할이나 성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순종적인 공주가 아닌 남성보다 주도적이

고 주체적인 모습의 공주로 표현하여 이야기를 꾸몄고, 『제가 잡아먹어도 될까요?』『늑대가

들려주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그림책에서 늑대는 항상 무섭고 사악한 존재로 그려진 기존

의 인식을 타파하여 유아들이 이야기꾸미기 활동 시 늑대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통해 자신의 시각과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아이

디어를 산출하면서 융통성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포스트모던 그림책이 지금까

지 유아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가치관을 다른 관점에서 제시함으로서 유아들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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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새로운 관점과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고,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

이 유아들에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이야기를 펼칠 수 있게 해준다는 이미선(2012)의 연

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독창성의 경우,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특성인 메타픽션 장치를 접한 유아들은 픽션과 리얼리티

와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과 독특한 구성에 흥미를 가졌는데 이를 통해 유아들 스스로 이야기

내용을 자신들이 이끌 수 있음을 알고 그림책 주인공과 유아들의 대화를 그림책 속에 넣기도

하고 기승전결의 위치를 바꾸기도 하며, 그림책 속에 갑자기 반 친구를 등장시키는 등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창성의 사례로 유아들은 『위대한 탈출』그림책

에 기존의 등장인물 대신 자신들과 친숙한 동물들을 등장시켜 독특한 상황으로 이야기를 꾸몄

다. 예를 들면, 강아지를 등장시켜 냄새를 잘 맡는 능력 때문에 경찰이 되어 범인을 많이 잡았

지만 화장실에 가서 볼 일을 보지 않고 아무 곳에 누워 경찰서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꾸몄

는데 이는 유아들이 알고 있는 강아지의 특성을 가지고와 독특한 이야기를 꾸민 것이다. 이는

포스트모던 그림책 특성의 일부인 패러디 그림책이 유아들에게 기존 지식의 단순한 통합이 아

닌 독창적인 산출물을 만들었다는(윤정진, 2011)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상상력의 경우, 그림책 속의 뒷이야기를 꾸밀 때와 그림책 속에 다른 동화를 넣어서 꾸미기를

할 때 유아들이 경험하여 익히 알고 있는 그림책의 내용을 많이 차용하여 꾸미기를 하였는데

이는 포스트모던 그림책 특성의 하나인 상호텍스트성을 도용하여 활동한 것이 상상력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과 글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되는 그림책의 모순, 유머와 아이

러니는 유아로 하여금 상상력을 만들어 내고 이것을 창조적으로 사용하여 새로운 표상과 아이

디어를 창출 해 내도록 이끈다고 말한 Berger(1997)의 주장처럼 포스트모던 그림책에서는 기존

의 그림책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과 구성이 유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유아들이 자신의

경험을 더 잘 기억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내용의 이야기를 꾸며 나간

것이 유아들의 상상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그림책 속의 등장인물 바꾸어

이야기꾸미기와 주인공 바꾸어 이야기꾸미기에서유아들이 자신을 주인공으로 상상하여 이야기

속과 이야기 밖을 드나들면서 이야기를 꾸미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유아들이 포

스트모던 그림책 특성인 메타픽션을 도용하여 상상력을 향상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불확정

적인 시대의 특성을 담고 있는 포스트모던 그림책은 유아 독자들의 고정적인 시각을 깨뜨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독자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등을 자극시킨다는(정미림, 권민균, 2013) 선행 연구

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둘째,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 발달에 긍정

적인 효과를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박형신, 김정주(2012)와 김지영(2002) 연구와 일치하며, 동화를 활용한 후속

이야기 짓기 활동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 신장에 도움을 준다고 한 김정민(2009)의 연구결과

와 이야기꾸미기 활동에서 글 없는 그림책과 명화의 활용이 유아의 이야기 구성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연구한 고은아(2012)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야기 구성능력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발적인 이야기 구성능력의 경우, 유아들이 포스

트모던 그림책 속에 내재 되어있는 여러 장치들 즉, 상호텍스트성, 메타픽션, 아이러니, 패러디

등을 자신의 문학 경험에 비춰 혼란과 갈등을 느끼면서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이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창의성 및 이야기 구성능력에 미치는 효과  김희정 ․ 서현아

- 65 -

야기꾸미기 활동을 할 때 제한을 받지 않고 독창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만드는 기회를 가진

것이 자유로운 이야기 구성능력을 향상 시켰다고 사료된다. 이는 유아들이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통해서 즐겁게 탐색하고 갈등과 혼란을 겪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만의 이야기

를 자유롭게 구성하였다는(이현경, 안지성, 이효원, 2011)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자극되어진 이야기 구성능력의 경우, 유아들은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접한 후 또래와 여러 상

황에 따라 이야기를 꾸며 보는 활동을 통해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

을 거쳐 자신의 생각을 더 많이 만들어 내었다. 또한 유아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표지나 면

지에 내재되어 있는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내용을 암시하는 특정 장치들을 교사가 언급하고 이

야기 나누었는데 이를 통해 유아가 표지나 표지와 면지사이 그림을 보고 그림책의 전체 내용을

추측한다거나 이야기의 진행을 예측해보며 이야기를 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예로 유아

들은『아기 돼지 세 마리』책의 표지를 보고는 책 밖으로 나가는 돼지들을 포착하고 기존의 이

야기와 다를 것을 추측하여 전개 될 여러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내 멋대로

공주』의 표지를 보며 공주의 행색을 통해 엉뚱한 공주의 이미지를 착안 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었다.

제목 정하기 경우, 유아들이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하여 이야기꾸미기를 한 후 마무리 단

계에서 자신들이 꾸민 새로운 이야기를 내용에 맞게 다른 제목을 붙여 보는 활동과 유아 자신

들이 꾸민 이야기를 함축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야기의 내용과 초점을 간결하게 요약하는 제목

정하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유아들이 이야기꾸미기를 한 후 색다른 이야기에 맞게

지은 다른 제목으로는 『아기 돼지 삼형제』를 “책을 떠난 아기 돼지 삼형제의 여행” 『셜리야,

물가에 가지 마』를 “엄마 말 안 듣는 셜리의 모험” 『제가 잡아먹어도 될까요?』는 “착한 늑대

의 승리” 『내 멋대로 공주』는 “용감하고 영리한 공주”『종이봉지 공주』는 “멍청한 왕자와 용

을 이긴 공주” 등으로 제목을 붙였다.

이는 포스트모던 그림책이 하나의 조작적 정의나 특성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독자들 각자에

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기회를 주는 독특한 문학적 장르(조선희, 2012)라는 선행 연

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또한 교사들이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이해하고 유아와 포스트

모던 그림책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이현경,

안지성, 이효원, 2011) 보여 주는 것이며 이야기 구성능력 향상을 위해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

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활동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유아의 창의성 및 이야기 구성능력을 위한 교수

학습 프로그램으로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은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특

성으로 인해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

고 해석할 수 있으며, 창의적 상상력이 가장 활발한 유아기시기에 창의성 증진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원아 39명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대상자를 다양화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실

험기간을 12주로 제한하여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꾸미기 활동을 통한 창의성과 이

야기 구성능력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나, 유아의 창의성과 이야기 구성능력의 변화는 많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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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므로 좀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험처치 후 유아들의 창의성과 이야기 구성능력 변

화 추이를 검증 해 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활용

한 이야기꾸미기가 유아의 언어능력 중 이야기 구성능력에 미치는 영향만 보았으나 언어 표현

력과 어휘력 등 언어의 다양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해 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셋째, 유아들에게 포스트모던 그림책의 교육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 개발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포스트모던 그림책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

해서는 먼저 교사들이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이해하고 포스트모던 그림책을 통하여 유아의 다양

한 생각을 구성할 수 있는 활동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포스트모던 그림책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수자료가 제공이 된다면 더욱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 유아교육 현장에 유용하게 적용되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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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tory making activities by utilizing postmodern picture books on young

children's creativity and story construction ability, this study targeted 21 five-year-old preschoolers

in G daycare center and 18 five-year-old preschoolers in J daycare center located in J Gun, Busan

City. 21 young children in G daycare center engaged in story making activities by utilizing

postmodern picture books totaling 18 times for 12 weeks, and 18 young children in G daycare center,

the comparison group, read postmodern picture books individually in free choice activity tim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Story making activities by utilizing postmodern

picture books made statistically more significant progress in the subordinate elements of creativity

and all the subordinate elements of story construction ability. That means those activities, by

utilizing postmodern picture books, have a positive effect both on the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creativity and story construction ability.

▶Key Words : creativity, story construction ability, postmodern picture books, stor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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