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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영상이야기 이해의 차이

를 알아보고,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과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와 갖는 관계, 그리고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과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주중, 주말),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주중, 주말),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은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검정하기 위해 부산에 거주하는 만 2세 유아 55명,

만 4세 유아 61명, 총 116명의 유아 및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

의 영상이야기 이해를 측정하고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 및 어머니의 언어

적 개입 수준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연구 절차에 따른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α, 이원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 단순회

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는 연령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영상이야기 이해 전체와 영상이야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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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의 범주인 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 모두에서 만 4세 유

아가 만 2세 유아보다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추론적 이

해의 하위 범주인 감정추론에서는 연령에 따른 유의한 점수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둘째,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과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은 각각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와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만 2세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

(주중, 주말)은 문해적 이해 및 문해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사실 이해와

부적 관련이 있었다. 만 4세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주중, 주말)은 영상이

야기 이해 전체 및 추론적 이해, 그리고 추론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내

용추론과 부적 관련이 있었다. 만 4세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주말)은 문

해적 이해 및 문해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사실 이해와 부적 관련이 있었

다.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만 4세 유아의 비평적 이해는 정적 관련을

보였다.

셋째,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과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은 각각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만 2세 유아는 영상 시청시간

(주중, 주말)이 길수록 문해적 이해 및 문해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사실

이해 점수가 낮았다. 만 4세 유아는 영상 시청시간(주중, 주말)이 길수록

영상이야기 이해 전체 및 추론적 이해, 추론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내용

추론 점수가 낮았다. 또, 만 4세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주말)이 길수록

문해적 이해 및 문해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사실 이해 점수가 낮았다.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수준이 높을수록 만 4세 유아의 영상이야기에 대

한 비평적 이해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차이가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 및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와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유아

의 영상 시청시간 및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영상이야기, 영상이야기 이해, 영상 시청시간,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학 번: 2010-2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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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현대 사회의 유아에게 영상은 일종의 환경이다. 유아는 생후 6개월부

터 영상을 시청하며(Rideout & Hamel, 2006), 하루에 2-3시간 정도 규칙

적으로 영상을 시청한다(Christakis et al., 2004; Mendelsohn et al.,

2008; Zimmerman & Christakis, 2005). 유아의 부모들은 영상이야기 시

청으로 인한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이른 시기부터 자녀에게 영상이

야기를 보여준다(최지영·김민정, 2008; Rideout & Hamel, 2006; Rideout

et al., 2003; Zimmerman et al., 2007b). 최근 영상 매체의 종류가 다양

해지고 유아 대상의 영상이야기들이 많이 제작·보급되면서(Linebarger &

Vaala, 2010), 영상이야기 시청은 유아의 일과에서 더욱 큰 비율로 자리

잡고 있다.

영상이야기란 설정(setting)과 일화들(episodes)의 형식으로 구성되는

이야기(Thorndyke, 1977)가 영상 매체를 통해 시청각적으로 전달되는 것

을 말한다. 영상이야기 이해는 영상이야기의 내용을 기억하고, 그 내용에

함축된 의미를 해석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유아 대상의 영

상이야기는 주로 교육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정대현 외,

2010), 유아 대상의 영상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영상이야기에서 의도된

교육적인 내용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상이야기 이해에 관한 연구들(Irlen, 2003; Mares, 2006; Mares &

Acosta, 2008; Morgenlander, 2010)은 대부분 만 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는 그보다 어린 시기부터 이야기 이해가 가능(김

효영, 2004; Trabasso et al., 1992)하다. 또, 유아는 생애 초기부터 영상

이야기에 노출된다(Rideout & Hamel, 2006). 그럼에도, 이른 시기 유아

들이 영상이야기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나이 어린 유아들의 영상이야기 이해 발달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이

러한 연구를 통해 어린 연령의 유아들이 영상이야기에 의도된 내용을 받

아들이는 양상과 그 발달에 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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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유아들에게 영상이야기를 보여주

지만, 적절한 시청 지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최지영·김민정,

2008). 이에 따라 영상 시청의 교육적 효과와 관련 있는 변수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부모들에게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를 위해서는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양상뿐만 아니라, 이것이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 영상 시청 내용에 관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갖는 관

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없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영상 시청시간과 인지 및 언어발달

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이야기 이해는 언어를 활용한 복

합적인 인지적 과정(Graesser et al., 1991; Trabasso & Suh, 1993)이므

로, 영상 시청시간이 인지, 언어발달과 갖는 관계를 근거로 하여 영상 시

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다.

영상 시청시간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는 유아들에게 교육적이지 않은

혹은 교육적인 내용에 대한 영상 시청시간이 유아의 인지, 언어발달과

갖는 관계에 알아보았다. 먼저, 교육적이지 않은 내용에 대한 영상 시청

시간은 유아의 낮은 실행기능 점수(Barr et al., 2010), 낮은 언어 및 인

지 발달 수준(Tomopoulos et al., 2010)과 관련돼 있다는 일관된 연구 결

과들이 있었다. 그러나 교육적인 내용에 대한 영상 시청시간은 유아의

높은 언어 발달 수준과 관련(Linebarger & Walker, 2005)되어 있거나 낮

은 언어 발달 수준과 관련(Zimmerman et al., 2007a)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에게

교육적인 영상, 즉 유아용 영상이야기에 대한 시청시간이 유아의 영상이

야기 이해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영상 시청 내용에 관한 성인의 언어적 개입은 아동의 영상 내용 이해

에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선행 연구들(Barr et al., 2010;

Desmond et al., 1985; Krcmar et al., 2007; Valkenburg et al., 1998)을

통해 알려져 있다. Vygotsky(1978)는 모든 인지적 기능이 사회적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고 하였고, 영상이야기 이해 또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 3 -

라는 사회적 맥락을 통해 발달(Chakroff & Nathanson, 2008;

McCannon, 2009)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은 자녀의 영상이

야기 이해 향상에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의 영상이야

기 이해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를 알아본다면, 유아가

영상이야기 시청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시사

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만 4세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의 발달적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 만 2세, 만 4

세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 및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에 대해 알아보고, 유

아의 영상 시청시간과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와 갖는 관계 및 그 양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영

상이야기 이해의 전반적인 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아의 영상이

야기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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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 연구 고찰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

해와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관련된 선행 연구

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고찰한다.

1.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이야기는 그 개념 정의가 매우 다양하지만,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설

정과 일화들로 구성된다(Thorndyke, 1977). 등장인물, 장소, 시간과 같은

설정에, 계기 사건, 시도 사건, 결과 사건 같은 일화들이 함께 구성되어

있는 구조는 이야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Black & Bower, 1980). 영상

이야기는 이러한 이야기가 영상 매체를 통해 시청각적인 방식으로 전달

되는 것을 말한다.

영상이야기는 이야기의 내용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전달 방식만 이야

기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영상이야기 이해의 개념과 발달 양상은 영상

이야기 이해뿐만 아니라 이야기 이해의 맥락에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van den Broek et al., 1996).

1) 영상이야기 이해의 개념

이야기 이해는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회상하고

인과관계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분류하고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를 통합하여 추론해야 하는 복잡한 인지적 과정이다(Suh &

Trabasso, 1993). 또, 내용에 대해 비판하고 내용의 주제나 교훈을 인식

하여 이를 실제 상황에 옮겨 적용하는 능력이기도 하다(Pearson &

Hamm, 2005).

영상이야기 이해는 이야기 이해와 비슷하게 정의된다. 영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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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는 매체를 통해 제시되는 내용에 대한 접근, 분석, 평가 능력

(Aufderheide, 1992), 혹은 내용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을 발달시키는 비

판적 사고 기술(Silverblatt & Eliceiri, 1997)로 정의된다.

영상이야기 이해는 위와 같은 개념에 영상이야기의 전달 방식이 포

함되어 정의되기도 한다. Chakroff와 Nathanson(2008)은 영상이야기 이

해를 내용에 대한 인식, 줄거리 이해, 등장인물의 동기 및 감정에 대한

해석, 그리고 영상이야기 전달 방식에 대한 이해라고 하였다.

Potter(2012)는 영상이야기 이해를 내용에서 의도된 가치나 주제를 이해

하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영상 매체의 전달 방식과 관련된 외형적 특징

(formal features)에 대한 이해로도 정의하였다. 외형적 특징은 카메라

기술 혹은 편집 기술에 따른 빠른 장면 전환 등과 같은 영상이야기가 가

진 독특한 특징을 말한다.

이와 같이 영상이야기 이해의 개념은 영상이야기의 전달 방식 이해

에서만 이야기 이해와 차이가 있으며, 내용 이해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

이해와 그 개념이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영상이야기 이해는 이야기 이

해의 구분인 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의 분류(Morrow,

1984)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

문해적 이해(literal comprehension)는 이야기에 표면적으로 명시된

사실이나 정보, 사건의 인과관계 및 이야기의 줄거리를 파악하고 회상하

는 것을 의미한다(Morrow, 1984). 이러한 문해적 이해는 이야기와 관련

된 정보의 일차적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초보적 수준의 이해 과정이

다(김효영, 2004). 영상이야기는 시각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장면들과 소

리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따라서 영상이야기에 대한 문해적 이해는 영상

매체를 통해 시청각적으로 전달되는 사실, 정보, 인과관계, 줄거리를 파

악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론적 이해(inferential comprehension)는 명시된 이야기 내용을 바

탕으로 이야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감정과 행동 및 사건의 인과

관계를 알아내는 것을 의미한다(Morrow, 1984). 추론적 이해는 기존의

지식, 즉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추 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추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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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는 경험을 활용하여 이야기에 제시되는 두 가지 이상의 사건 정보를

통합하는 높은 수준의 인지적 과정이다(Suh & Trabasso, 1993). 영상이

야기에서는 등장인물의 감정 상태나 사건의 인과를 등장인물의 어조나

음향효과에 반영시켜 그것을 전달하는 특징이 있으며(Fisch et al.,

2001), 이는 추론적 이해를 돕는 요소가 된다. 영상이야기에 대한 추론적

이해는 이러한 요소를 활용하고 자신의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대사나 행

동의 내용을 통해 명시되지 않은 등장인물의 감정 및 사건의 인과를 파

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평적 이해(critical comprehension)는 이야기에 제시된 정보를 적용

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야기 내용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

한다(김효영, 2004; Morrow, 1984). 이는 등장인물이 갖고 있는 목표 및

그것의 달성 과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한 문제해결

과정 및 결과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상이야기에 대한 비평적 이

해는 영상 매체를 통해 시청각적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회상하여, 이를

문제해결에 적용하거나 그 내용을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야기

에 등장하는 문제해결 과정 및 평가는 성인의 언어적인 개입의 영향이

크며(Wellman & Lagattuta, 2004), 이는 영상이야기 이해에서도 마찬가

지로 적용된다(Nathanson, 1999; Nathanson & Cantor, 2000; Nathanson

& Yang, 2003).

영상이야기에 관한 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는 시청자

의 특성에 따라 다른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영상이야기 내용과

관련된 경험, 기억 용량, 영상이야기 전달 방식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에

따라 시청자의 영상이야기에 관한 이해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Cain &

Oakhill, 1999; Fisch, 2000; Paris & Stahl, 2005; Piotrowski, 2010; Price

& Goodman, 1990; Stennes, 2007; Trabasso et al., 1992; van den

Broek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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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발달

영상이야기 이해는 대사에서 제시되는 단어나 문장의 뜻을 파악하고

회상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영상이야기의 내용에 관련된 배경 지식과 물

리적, 심리적 현상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또, 영상이야

기 이해는 영상이야기 전달 방식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Chakroff &

Nathanson, 2008; Potter, 2012). 영상이야기 전달은 영상 매체의 외형적

특징을 통해 이루어지므로(Chakroff & Nathanson, 2008; Zimmerman &

Christakis, 2007), 일반적인 이야기 전달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아

가 영상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상 매체를 통해 제시되는 영상이

야기 전달 방식에 익숙해지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Fisch, 2000).

Potter(2012)는 영상이야기 이해 발달 단계를 제시하여, 유아의 영상

이야기 이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가 제시한 8단계 중 유아기에

해당되는 것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이다. 1단계인 기본 원칙 습득 단계

(Acquiring fundamentals stage)는 만 1세경부터 적용된다. 이 단계의 영

아는 영상 매체를 통해 자신과 별개의 사람 및 사물이 존재함을 알고,

이들의 외형과 기능에 대해 알게 된다. 즉, 사람과 사물의 형태, 크기,

색, 움직임, 소리, 그리고 시공간적 배경을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다. 2단계인 언어 습득 단계(Language acquisition stage)는 만

2-3세경부터 적용된다. 이 단계의 영유아는 영상의 시청각적인 특성에

따른 언어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시기의 영유아는 영상 매

체 자체에 주목할 수 있고, 영상 매체에 나오는 특정 등장인물을 인식하

여 그의 움직임을 따라 할 수 있으며, 영상 매체에서 나오는 소리 및 그

것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영유아가 영상이야기의 전달 방

식에 익숙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인 이야기 습득 단계(Narrative

acquisition stage)는 만 3-5세의 유아에게 적용된다. 이 단계의 유아는

이야기의 요소들이 연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유아는

시간에 따른 흐름, 동기에 따른 결과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Potter(2012)의 영상이야기 이해 발달 단계는 영유아기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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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야기 이해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다른 선행 연구들에서는 Potter(2012)의 영상이야기 이해 발달

단계 중 3단계인 이야기 습득 단계와 관련하여 영상이야기 이해의 발달

을 설명하고 있다.

Fisch(2000, 2004)에 의하면, 영상이야기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이야

기 내용에 대한 주의 할당(attention allocation)이 필요하며, 이야기 내용

에 대한 작업 기억(working memory)이 작동되어야 한다. 유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 할당, 작업 기억의 수준이 향상되며(Florit et al.,

2009; Seigneuric et al., 2000; van den Broek et al., 2005), 이에 따라

영상이야기에 대한 회상 수준 또한 증가된다.

만 3세, 만 4세,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Crawley et al.,

1999)에서는 유아들에게 영상이야기를 보여준 뒤 영상이야기 이해를 측

정하였다. 그 결과, 유아들은 영상이야기 회상이 가능하며, 연령에 따라

그 회상의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영상이야기에 관

한 정보를 많이 회상하였다. 또 다른 연구(Morgenlander, 2010)에서도

만 5세 유아들이 영상이야기를 본 뒤 영상에 대한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

로 기억하였으며, 이를 언어적으로 보고할 수도 있었다.

유아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야기 도식(story schemata) 또한 발달

한다(Fisch, 2000; Fisch et al., 2001; Mandler & DeForest, 1979). 이야

기 도식은 대상, 사건, 사건의 순서 등과 같은 복합적이고 서로 다른 개

념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이며, 그러한 지식은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

다(Thorndyke & Yecovich, 1980). 이야기 도식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기

억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이야기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억하게 한

다. 또, 이야기의 부분들이 보다 잘 결합될 수 있을 때까지 이전의 정보

를 저장시키며,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신 구조

에 이를 적극적으로 통합시키거나 이전 구조의 조직을 수정한다(김명순·

홍경은, 2000).

이러한 이야기 도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로운 정보가 축적되면

서 더욱 정교해지며, 이야기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Paris &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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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유아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경험, 배경지식과 같은 새로운 정

보를 축적하게 된다(Fisch, 2000, 2004; Stennes, 2007). 이에 따라 이야

기 도식의 형태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유아들은 영상이야기 이해를 더욱

잘 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Potter(2012)의 영상이야기 이해 발달 단계 중 3단계인

이야기 습득 단계에서는 만 3-5세경의 유아가 이야기 요소 연결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 도식은 그 시기보

다 어린 연령의 유아에게서도 발견된다. 선행 연구들(Bauer, 1996;

Wenner & Bauer, 1999)에 따르면, 만 2세경의 유아들은 세 가지 사건의

순서를 보고 그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만 2세경의

어린 유아가 이야기 요소의 연결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한

다. 국내의 한 연구(김효영, 2004)에서도 만 2세 유아는 이야기의 줄거리

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야기 도식이 발달하면, 사건들 간의 연결에 더욱 능숙해지면서 추

론이 가능하게 된다(Mandler & DeForest, 1979). 또, 이전 지식, 즉 경험

과 배경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추론은 더욱 정교해진다(Kendeou et al.,

2008; Kleeck, 2008; Pearson et al., 1979; van den Broek et al., 2005).

몇몇 연구들(Kendeou et al., 2008; Kleeck, 2008)에서는 이러한 추론이

만 5세 무렵에 가능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능력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

된다.

Mares와 Acosta(2008)의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들이 영상이야기에

나온 사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영상이야기의 내용에 대한 추론을 언

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 Irlen(2003)의 연구에서도 만 5세 유아들이

영상이야기의 명시적 정보와 암시적 정보에 대한 이해를 언어적으로 제

시할 수 있었다. Mares(2006)의 연구에서는 만 6-9세 유아들이 영상이야

기에 나오는 사건들 간의 인과적인 추론을 언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으

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구체적인 인과 추론을 보고하였다. 또,

Mares(2006)의 연구에서 만 4-8세 유아들은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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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동기를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그 이해 수

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야기의 사건에 관한 인과 추론은 언어적이지 않은 방법으

로 측정하면 보다 나이 어린 유아의 경우에도 그 추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김효영(2004)의 연구에서는 유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

야기 속 사건의 인과에 관한 추론 문항을 보기 그림과 함께 제시하였다.

유아들은 보기 그림 중에서 답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질문에 응답하게 되

었다. 그 결과, 만 2세와 만 3세 유아도 이야기의 인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어린 유아들도 이야기의 정보에 관한 회상 및 이야기 속 사건

들의 인과에 관한 추론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야기에 등장

하는 인물들의 문제 해결에 관한 정보, 그리고 감정 반응까지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선행 연구들(Mares, 2006; Trabasso et al., 1992;

Wenner, 2004)에서는 등장인물의 문제 해결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

이 만 4세 무렵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심지어, 한 연구(Mares, 2006)에서

는 등장인물의 감정 반응 추론이 나이 많은 유아들에게도 쉽지 않은 과

제라고 하였다.

Trabasso와 동료들(1992)은 도망가는 개구리를 찾는 소년의 이야기

를 그림책을 통해 만 3세, 만 4세 유아에게 들려주고 그 이해 정도를 알

아보았다. 그 결과, 만 3세 유아 전체 및 만 4세 유아 중 일부는 이야기

를 회상하는 보고를 할 때 주인공의 문제 해결에 관한 정보를 빠뜨렸다.

그러나 대부분의 만 4세 유아들은 주인공의 문제 해결에 관한 정보를 회

상하였다.

Wenner(2004)는 만 4세 유아에게 해적이 자신에게 보물이 없어 이

를 찾기 위해 모험을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에 관한 이해도를 측정

하였다. 그 결과, 만 4세 유아는 이야기에 관한 회상을 보고할 때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문제 해결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es(2006)는 만 4-8세 유아를 대상으로 영상이야기 속 등장인물

의 감정 반응 추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유아들에게 두 아이가 오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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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찾아가 어떤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 내용의 영상이야기를 보여주고

등장인물의 감정 반응 추론에 대한 질문을 제시했다. 그 결과, 유아들은

영상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감정 반응 추론을 어려워하였고, 이러

한 경향은 연령이 증가해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등장인물의 문제 해결에 관한 이해가 만 4세

무렵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연령보다 더 어린 유아들도 질문

이나 응답 방식의 수준을 달리 하면 등장인물의 문제 해결에 관한 이해

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효영(2004)의 연구에서

는 등장동물의 문제 해결 방법과 관련된 그림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질문의 정답에 해당하는 그림을 고르게 했다. 그 결과, 만 2세와 만 3세

유아들의 정답률이 우연에 의해 맞출 확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어린 유아들도 등장인물의 문제 해결 방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언어적인 기술이 비교적 미숙한 어린 유아에게는 위와 같은 측

정 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야기 이해 및 영상이야기 이해에 관한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

하면, 나이 어린 유아도 이야기 구조에 대한 도식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에 따라 이야기를 회상할 수 있다. 또, 이러한 이야기 도식은 연령이 증

가함에 따라 경험이 축적되면서 더욱 정교해지므로, 유아는 영상이야기

내용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기억하고 정보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

다. 또, 영상이야기에 제시된 정보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인

과에 대한 추론 및 등장인물의 문제 해결에 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비교적 언어

적 표현이 자유로운 만 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그 연구가 이루어졌

다. 그러나 이야기 이해 연구들에서는 그보다 어린 연령에서도 이야기

이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나이 어린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를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또, 이 때 나이 어린 유아의 언어적 발달 수

준에 맞는 영상이야기 이해 평가 방법이 요구된다. 한편, 영상이야기 이

해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를 함

께 측정하지 않았다. 즉, 각각 따로 측정하거나 두 가지 이해 범주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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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측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영상이야기 이해의 범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및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영상이야기 이해를 측정하여 영상이야기 이

해의 발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영상이야기 이해를 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

해를 보다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한다.

2. 영상 시청시간,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

1)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미

진하다. 그러나 이야기 이해는 언어를 활용한 복합적인 인지 과정

(Graesser et al., 1991; Trabasso & Suh, 1993)이므로, 지금까지 진행되

어온 영상 시청시간과 인지, 언어발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에 대해 예상해볼 수 있다.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 1995, 1999)

에서는 유아들을 위한 하루 평균 영상 시청시간을 제안하였다. 만 2세

미만은 영상 시청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이상의 유아는 하루에 1-2

시간 정도만 영상을 시청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AAP의 영상 시

청시간 권고를 계기로, 여러 연구자들은 영상 시청시간과 유아의 발달적

측면의 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인지 혹은 언어 발달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Zimmerman과 Christakis(2005)는 국가적인 종단 조사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 3세 이전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만 6세 및 만 7세 때의

언어 및 인지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즉, 이들의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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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이전에 텔레비전 시청을 많이 할수록 만 6세 및 만 7세 때 수용

언어 능력과 숫자 순서 기억 능력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Christakis와 동료들(2004)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

자들도 국가적인 종단 조사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 1세 및 만 3세

시기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만 7세 때의 주의집중 문제와 관련이 있다

는 결과를 보였다. 즉, 이들의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이른 시기에 텔레비

전 시청을 많이 할수록 이후에 주의집중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결

과가 나타났다. Landhuis와 동료들(2007)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아

동기 초기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길수록 청소년기에 주의집중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는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연구들은 영상 시청시

간을 통합하여 보는 데 한정되지 않고, 영상의 내용에 따라 영상 시청시

간을 구분한 연구로도 확장되었다.

Zimmerman과 Christakis(2007)는 영상을 유아에게 학습적인 내용이

나 친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적인 내용의 유아용 영상과 그 외의 영

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상에 대한 시청시간이 아동의 이후 주의집중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만 3세 때 영상 시청시간과 만 8세 때 주의집중 문제의 관련성을 살펴보

았다. 그 결과, 유아용 영상에 대한 시청시간은 이후의 주의집중 문제와

는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그 외의 영상에 대한 시청시간은 이후의 주의

집중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가 비유아용 영상을

많이 볼수록 이후에 주의집중 문제를 더 보였다. Barr와 동료들(2010)도

비유아용 영상에 대한 시청시간이 유아의 실행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주

장하였다. 즉, 이들의 연구에서는 만 4세 유아가 비유아용 영상에 대한

시청시간이 길수록 주의력과 관련된 실행기능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양상은 영아들에게서도 나타났다. Tomopoulos와 동료들

(2010)은 6개월 된 영아의 비유아용 영상 시청시간이 영아가 14개월일

때의 인지, 언어 발달 점수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비유아용 영상 시청을 많이 할수록 영아의 생각, 반응, 학습과 관련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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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발달 점수, 그리고 표현, 수용언어 능력과 관련한 언어 발달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Zimmerman과 동료들(2007a)도 영아의 유아용 영

상에 대한 시청시간과 영아의 언어 능력이 관련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

으로, 이들의 연구 결과에서는 8-16개월 된 영아들의 하루 평균 유아용

영상 시청시간이 길수록 의사소통과 관련한 영아의 언어 능력 수준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Linebarger와 Walker(2005)의 연구에서는 유아용 영상에 대한

시청시간과 유아의 언어 능력의 관련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이 연

구에서는 30개월 된 유아가 유아용 영상을 많이 시청할수록 수용언어,

표현언어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영상에 대한 전체 시청시간이나 비

유아용 영상에 대한 시청시간이 긴 것은 유아의 인지, 언어 발달에 부정

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유아용 영상, 즉 유아용 영상이야기에

대한 시청시간이 유아의 인지, 언어 발달과 갖는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들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용 영상이야기에 대한 시

청시간에 한정하여 이를 유아의 인지, 언어 발달과 관련하여 알아볼 필

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자신에게 교육적인 영상, 즉 유아용

영상이야기를 시청하는 시간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 영상 시청시간을 주중과 주말 영상 시

청시간으로 구분하여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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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

Vygotsky(1978)는 모든 인지적 기능이 사회적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

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아동은 지원적인 사회적 맥락에서 기술을 습득

했을 때 그 기술의 내면화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아동은 새로운 맥락

에서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영상이야기 이해 또한 사회적 맥

락을 통해 발달(Chakroff & Nathanson, 2008)하므로, 영상 시청의 사회

적 맥락 중 하나인 영상이야기 시청 내용에 관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을 살펴봄으로써 영상이야기 이해가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영상 시청에 대한 개입(mediation)은 Bybee와 동료들(1982)에 의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Mendoza, 2009), 이후 여러 연구들

(Nathanson, 2002; Nathanson & Botta, 2003; Valkenburg et al., 1999)

에 의해 개입의 유형들이 더욱 명확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다.

개입은 통제적 개입(restrictive mediation), 교육적 개입(instructive

mediation), 함께 보기(coviewing)로 구분된다(Nathanson, 2002;

Nathanson & Botta, 2003; Valkenburg et al., 1999). 통제적 개입은 성

인 혹은 부모가 아동의 영상 시청 내용과 시청 시각 및 시간에 대해 시

행하고 있는 규칙 수준에 관한 것을 말한다. 교육적 개입은 성인 혹은

부모가 아동의 영상 시청 내용에 관해 언어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Nathanson, 2002; Nathanson & Botta, 2003; Valkenburg et al., 1999).

이러한 언어적 개입은 영상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설명, 등장인물의 행

동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교육적 개입은 적극적 개입

(active mediation)으로도 불린다. 마지막으로, 함께 보기는 성인 혹은 부

모가 아동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는 것 자체를 말한다. 함께 시청하기는

성인 혹은 부모가 아동과 같은 공간에서 시청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

육적 개입처럼 영상 내용에 관한 언어적 개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처럼 함께 보기는 교육적 개입과 그 의미 구분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적 개입과 함께 측정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Chakrof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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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hanson, 2008).

영상 시청의 세 가지 개입 유형 중 교육적 개입은 자녀가 영상 시청

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개입(Fujioka &

Austin, 2002; Nathanson, 1999, 2001)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아동

의 영상 시청에 대한 교육적 개입은 공격성을 감소시키고(Nathanson,

1999), 폭력적인 내용의 부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며(Strasburger &

Wilson, 2002),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Nathanson &

Botta, 2003). 또, 교육적인 영상에서의 학습을 향상시키며, 친사회적 행

동을 증가시킨다(Nathanson, 2002).

교육적 개입은 이야기 구조 이해와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발달에 도

움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기도 한다(Warren, 2003). 이에 따라 교육적 개

입의 효과는 아동의 영상이야기 이해에서도 나타난다. 교육적 개입을 통

해 아동은 영상이야기에 포함된 교육적인 내용을 더욱 자세히 회상하며

(Watkins et al., 1980; Wright et al., 2001), 캐릭터 및 줄거리에 대해 향

상된 이해를 보인다(Collins et al., 1981; Desmond et al., 1985).

교육적 개입은 교육적 개입에서 의도한 방향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

게 나타나기도 한다. Morgenlander(2010)의 연구에서는 만 5세 유아들에

게 유아용 영상이야기를 보여주고, 영상이야기의 수학적인 내용 및 사회

정서적인 측면을 각각 강조하는 내용으로 유아들에게 교육적 개입을 하

였다. 그 결과, 수학적인 내용으로 교육적 개입을 받았던 집단의 유아들

은 수학적 지식 이해의 향상을 보였고, 사회정서적인 내용으로 교육적

개입을 받았던 집단의 유아들은 사회정서적인 측면 이해의 향상을 보였

다.

교육적 개입은 영상 내용의 교훈에 대한 이해 또한 돕는다. 교훈 이

해는 이야기 속 문제해결 과정 파악 및 이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선행되

어야 가능하다. 선행 연구들(Mares, 2006; Mares & Acosta, 2008)에 의

하면, 아동기 초기에는 영상 내용 중 교훈을 추론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

나 아동들에게 영상 내용에서 교훈을 추론하는 방법을 연습시키자 아동

들이 영상 내용에서 교훈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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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s et al., 2002)는 교육적 개입이 아동의 고차적인 영상이야기 이

해에도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들은 교육적 개입이 아동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만 5세 이상을 대상

으로 하여, 나이 어린 유아에 대한 교육적 개입의 정보가 부족하다. 또,

영상이야기 이해의 방식은 학습되는 것(Chakroff & Nathanson, 2008)으

로 알려져 있음에도, 유아의 영상 시청 내용에 관한 평소 어머니의 언어

적인 개입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및 만 4세 유아의 영상 시청 내용에 관한

평소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을 살펴보고,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가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라는 사회적 맥락을

통해 어떻게 발달하는가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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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앞에서 고찰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

구문제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된 용어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1-1]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1-2]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는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주중, 주말),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이는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2-1]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주중, 주말)과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2-2]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주중, 주말)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2-3]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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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3】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주중, 주말),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은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3-1]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주중, 주말)은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3-2]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은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용어의 정의

1) 영상이야기

영상이야기는 영상 매체를 통해 시청각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이다.

이야기는 설정과 일화들로 구성되어 있다(Thorndyke, 1977). 설정은 등

장동물1), 장소, 시간을 말하며, 일화들은 계기, 시도, 결과 등이 포함되는

사건들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영상이야기는 설정 및 일화들과 같은 이

야기 요소들이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적인 내용, 즉 학습적 혹은 친사

회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영상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영상이야기 이해

영상이야기 이해는 영상이야기 내용 인식 및 정보 이해, 사건의 동기

및 등장동물의 감정에 대한 추론 및 해석이다(Chakroff & Nathanson,

2008). 영상이야기 이해는 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로 나

뉜다.

1)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상이야기에는 동물이 등장하므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등장인

물이라는 용어 대신 등장동물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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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해적 이해

문해적 이해란 이야기에 표면적으로 명시된 등장동물, 배경, 사건 및

사건의 인과에 대한 파악을 의미한다(김효영, 2004; Morrow, 1984). 영상

이야기에 대한 문해적 이해는 대사나 행동을 통해 명시되는 등장동물,

배경, 사건 및 사건의 인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문해적 이해는 등장동물, 배경, 사건을 파악하는 사실 이해와 명시된

사건의 인과를 파악하고 기억하는 인과 이해로 나뉜다.

(2) 추론적 이해

추론적 이해란 영상이야기에서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고 자신의 경험

을 바탕으로 하여 영상이야기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등장동물의

감정과 사건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을 의미한다(Morrow, 1984). 영상

이야기에 대한 추론적 이해는 영상이야기에서 명시된 내용과 자신의 경

험을 바탕으로 하여 대사나 행동을 통해 명시되지 않은 등장동물의 감정

과 사건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추론적 이해는 감정추론과 내용추론으로 나뉜다. 감정추론은 등장동

물들의 대사 및 행동에서 명시된 인과관계 파악을 바탕으로 영상이야기

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등장동물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내

용추론은 명시된 등장동물들의 대사 및 행동을 바탕으로 영상이야기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3) 비평적 이해

비평적 이해란 영상이야기에 제시된 정보를 이용하여 영상이야기에

등장하는 갈등 혹은 문제의 해결 방법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주관적으

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김효영, 2004; Morrow,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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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 시청시간

영상 시청시간은 유아가 유아용 영상을 시청하는 하루 평균 시간을

말한다. 영상 시청시간은 주중 영상 시청시간과 주말 영상 시청시간으로

구분된다. 주중 영상 시청시간은 주중 하루 평균 영상 시청시간을 말하

며, 주말 영상 시청시간은 주말 하루 평균 영상 시청시간을 말한다.

4)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은 어머니가 자녀의 영상 시청 내용에 관해 하

는 설명, 평가를 말한다(Nathanson, 2002; Nathanson & Botta, 2003;

Valkenburg et al., 1999).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은 자녀인

유아가 시청하고 있는 혹은 시청한 유아용 영상물의 배경, 주인공, 사건

등에 대한 어머니의 설명, 평가를 의미한다.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은 자

녀의 영상이야기 이해를 돕기 위한 개입이므로 교육적 개입의 의미를 내

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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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및 절차

앞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들을 검정하기 위해 연구문제에 적합한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연구도구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절차

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만 4세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와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 어머

니의 언어적 개입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부산 소재의 국공립 어린이집 3개 기관 및 유치원 2개

기관, 총 5개 기관의 만 2세 유아 58명, 만 4세 유아 62명, 총 120명 및

그들의 어머니가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중 자료 수집 기간 동

안 결석한 만 2세 유아 3명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취학 전 아동

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김영태 외, 2007) 중 수용언어 검사 결과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나타난 만 4세 유아 1명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

었다. 최종적으로 만 2세 유아 55명, 만 4세 유아 61명, 총 116명 및 그

들의 어머니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대상 유아를 만 2세 및 만 4세 유아로 선정한 이유는 이른 시기

의 유아도 이야기 이해가 가능하지만(김효영, 2004), 영상이야기 이해에

관한 선행 연구들(Irlen, 2003, Mares, 2006; Mares & Acosta, 2008;

Morgenlander, 2010)은 대부분 만 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나이

어린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상이야기 이해의 전반적 발달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고, 나이 어린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만 2세 유아와 만 4세 유아를 연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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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전체
2세 4세

남 29( 25.0) 28( 24.1) 57( 49.1)

여 26( 22.4) 33( 28.4) 59( 50.8)

전체 55( 47.4) 61( 52.6) 116(100.0)

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들은 유아의 담당 교사가 시청각적 문제가 없다고 추천

한 유아들이며, PRES(김영태 외, 2007)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아의 획득

점수에 기초한 수용언어 발달연령이 생활연령에서 1년 이상의 지체를 보

이지 않는 유아들이다. 수용언어 검사 시행은 영상이야기 이해 측정 전

에 연구대상의 수용언어가 정상 범위임을 확인했던 선행 연구(Mares,

2006)에 근거한 것이다. 또, 본 연구에서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측정

도구로 영상이야기 및 보기 그림들을 사용하였으므로, 사전에 조사대상

을 통제하기 위해 수용언어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 유아는 총 116명으로, 만 2세 유아 55명(남아

29명, 여아 26명), 만 4세 유아 61명(남아 28명, 여아 33명)이 표집되었

다. 만 2세 유아의 평균월령은 31.8개월(25.0-35.0개월)이며, 만 4세 유아

의 평균월령은 53.5개월(48.0-59.0개월)이다. 만 2세, 만 4세 유아의 연령

및 성별 구성은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연구대상 유아의 구성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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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출생 순위

첫째 42(36.8)

둘째 63(55.3)

셋째 8( 7.0)

넷째 1( 0.9)

형제자매수

없음(외동) 19(16.4)

1명 81(69.8)

2명 15(12.9)

3명 1( 0.9)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은 <표 Ⅳ-2>와 같다. 먼저 형제 순위

는 둘째가 63명(55.3%)으로 가장 많았고, 형제자매 수는 1명인 경우가

81명(69.8%)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90명(77.6%)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대졸이 98명(84.5%)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

무·관리직이 76명(6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주부가

62명(53.4%)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36-40세가 55명(47.4%),

어머니의 연령은 31-35세가 53명(45.7%)으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2013)에 따르면, 2012년 4/4분기에 일반적인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의 중위소득2)은 3,678,900원이다. 따라서 2012년 4/4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중산층은 월평균 소득이 1,839,450원 이상 5,518,350원

미만인 가구들에 해당된다.3)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의 월평균 소득 구

분은 통계청(2013)의 2012년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가구소득 5분위별

경계값을 기준을 삼은 것이다. 이와 같은 소득 구분에 근거할 때, 215만

원에서 567만원 미만에 속하는 가구가 95가구(81.8%)로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 유아의 가정은 대부분 중산층에 속함을 알 수 있

다.

<표 Ⅳ-2>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 (N=116)

2) 소득의 순위를 매겼을 때 정확히 중간을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한다.

3) 대부분의 연구나 정책에서는 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150% 집단을 중산층

으로 간주하고 있다(김경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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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12(10.3)

대졸 90(77.6)

대학원졸 이상 14(12.1)

어머니의

교육수준

고졸 이하 10( 8.6)

대졸 98(84.5)

대학원졸 이상 8( 6.9)

아버지의 직업

생산·노동직 6( 5.2)

판매·서비스직 19(16.4)

사무·관리직 76(65.5)

전문기술직 및 전문직 10( 8.6)

기타 5( 4.3)

어머니의 직업

주부 62(53.4)

생산·노동직 3( 2.6)

판매·서비스직 6( 5.2)

사무·관리직 31(26.8)

전문기술직 및 전문직 10( 8.6)

기타 4( 3.4)

아버지의 연령

25-30세 4( 3.5)

31-35세 30(25.8)

36-40세 55(47.4)

41-45세 24(20.7)

46-50세 2( 1.7)

51-55세 1( 0.9)

어머니의 연령

25-30세 6( 5.2)

31-35세 53(45.7)

36-40세 48(41.3)

41-45세 9( 7.8)

월평균 소득

215만원 미만 2( 1.7)

215만원-321만원 미만 39(33.6)

321만원-420만원 미만 28(24.1)

420만원-567만원 미만 28(24.1)

567만원 이상 1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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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유아의 영상 시청 특성은 <표 Ⅳ-3>과 같다. 먼저, 시청 빈

도가 매일인 유아가 77명(66.4%)으로 가장 많았고, 일주일에 3-4회인 유

아가 24명(20.7%), 일주일에 1-2회인 유아가 15명(12.9%)이었다.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 51

명(43.9%)으로 가장 많았다.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24명(20.7%),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19명(16.4%), 30분 미만은 13명(11.2%), 4시간 이상은

6명(5.2%),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은 3명(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34

명(29.3%)으로 가장 많았다.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은 32명(27.6%)으로

나타났다. 4시간 이상은 16명(13.8%),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은 14명

(12.1%),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12명(10.3%), 30분 미만은 8명(6.9%)으

로 나타났다.

유아가 영상 시청 시 이용하는 영상 매체(복수 응답)는 텔레비전이라

고 응답한 경우가 110명(94.8%)으로 가장 많았고, 스마트폰이라고 응답

한 경우가 74명(63.8%)이었다. 컴퓨터는 44명(37.9%), DVD는 30명

(25.9%), 태블릿 PC는 14명(12.1%), 비디오는 6명(5.2%), 기타는 1명

(0.9%)이었다. 유아가 영상 시청 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영상 매체는 텔

레비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6명(82.8%)으로 가장 많았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각각 8명(6.9%)으로 같은 빈도가 나타났으며, DVD는 4명

(3.4%)이었다.

시청내용에서는 학습적인 내용을 주로 본다는 유아가 47명(40.5%)으

로 가장 많았다. 여가, 오락적인 내용을 주로 본다는 유아는 38명(32.8%)

이었다. 친사회적 내용을 주로 본다는 유아는 27명(23.3%), 기타 내용을

본다는 유아는 4명(3.4%)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영상을 시청할 때 가장 자주 함께 시청하는 사람은 유아의 형

제자매인 경우가 63명(54.3%)으로 가장 많았다. 유아의 어머니인 경우는

37명(31.9%), 유아가 혼자 시청하는 경우는 7명(6.0%), 기타인 경우는 5

명(4.3%), 유아의 아버지인 경우는 4명(3.4%)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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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시청 빈도

매일 77(66.4)

일주일에 3-4회 24(20.7)

일주일에 1-2회 15(12.9)

주중

하루 평균

시청시간

30분 미만 13(11.2)

30분 이상-1시간 미만 19(16.4)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51(43.9)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24(20.7)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3( 2.6)

4시간 이상 6( 5.2)

주말

하루 평균

시청시간

30분 미만 8( 6.9)

30분 이상-1시간 미만 12(10.3)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32(27.6)

2시간 이상-3시간 미만 34(29.3)

3시간 이상-4시간 미만 14(12.1)

4시간 이상 16(13.8)

이용하는

영상 매체

(복수 응답)

텔레비전 110(94.8)

DVD 30(25.9)

비디오 6( 5.2)

컴퓨터 44(37.9)

태블릿 PC 14(12.1)

스마트폰 74(63.8)

기타 1( 0.9)

가장 자주

이용하는

영상 매체

텔레비전 96(82.8)

DVD 4( 3.4)

컴퓨터 8( 6.9)

스마트폰 8( 6.9)

시청내용

학습적인 내용 47(40.5)

친사회적인 내용 27(23.3)

여가, 오락적인 내용 38(32.8)

기타 4( 3.4)

가장 자주

함께

시청하는 사람

어머니 37(31.9)

아버지 4( 3.4)

형제자매 63(54.3)

유아 혼자 7( 6.0)

기타 5( 4.3)

<표 Ⅳ-3> 연구대상 유아의 영상 시청 특성 (N=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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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와 영상 시청시간, 그리고 어

머니의 언어적 개입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도구를 사용하였

다.

1) 영상이야기 이해 과제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영상이야기 및

영상이야기 이해 과제를 제작하여 본 연구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1) 영상이야기의 구성

영상이야기는 또래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영상이야기들은 우정을 형성하는 요인인 갈등 및 해결 과정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다(정대현 외, 2010). 따라서 본 연구의 영상이야기는

친구와의 갈등 및 해결 과정을 그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유

아의 또래 갈등 사건의 빈번한 원인에는 대물 다툼, 의견 대립이 있다는

선행 연구(조혜경, 2006)를 참고하여, 대물 다툼 및 그 해결과정, 의견 대

립 및 그 해결 과정을 영상이야기 각각의 주된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또,

어린 연령의 유아에게는 단순한 구조의 이야기가 적합하다고 한 선행 연

구(김효영, 2004)에 근거하여, 하나의 목표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

도, 해결로 구성되는 단순한 구조의 영상이야기를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1차 예비조사에서는 선행 연구(Mares & Acosta, 2008)에

서도 사용된 바 있는 미국 Scholastic사의 Clifford 시리즈에 있는 에피소

드 중 대물 다툼, 의견 대립과 관련된 영상이야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영어로 제작된 영상이야기의 활용에 따른 제한점과 영상이야기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상의 문제로 인해 1차 예비조사에서 사용한 영상이야기를 본

조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차 예비조사에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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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야기의 구성 내용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영상이야기 두 편을 새롭

게 제작하였다. 영상이야기 1은 대물 다툼 및 해결 과정, 영상이야기 2는

의견 대립 및 해결과정에 관한 내용으로 제작하였다. 영상이야기의 대략

적인 내용은 <표 Ⅳ-4>와 같다. 새로 제작한 영상이야기는 2차 예비조

사에 사용하여 연구 도구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유아들이 평소 텔레비전 등의 영상 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

는 영상이야기의 특징을 고려하여 영상이야기를 제작하였다. 즉, 간단하

고 친숙한 배경, 동물 및 인형의 등장, 등장인물의 행동, 특이한 목소리,

빈번한 장면 전환 등이 유아용 영상의 특징이라고 한 선행 연구들

(Goodrich et al., 2009; Huston & Wright, 1983; Linebarger & Vaala,

2010)에 근거하여, 연구도구로 사용한 영상이야기에 해당 특징들을 반영

시켰다. 배경은 각각 방과 풀밭으로 구성하였고, 영상이야기에 종이로 만

든 강아지 세 마리4)를 등장시켜 대본의 내용에 따라 강아지 인형들을

움직여 행동을 표현하였다. 강아지의 목소리는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이

각기 다른 목소리로 연기하였다. 빈번한 장면 전환은 영상 촬영 시 비디

오카메라를 기술적으로 사용한 다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출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영상이야기 두 편의 내용 구성은 아동학 박사 3인

및 아동학 전공 대학원 박사 연구생 2인에게 검토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 기준에 통과되었다.

4) 유아의 감정추론 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 의도를 반영하여, 강아지 인형은 특별한

감정을 보여주는 표정이 없게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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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상이야기 내용

영상이야기

1

1.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해서, 나나는 장난감들을 준비했

어요.

2. 나나의 친구인 장장이, 동동이가 왔고, 나나는 친구들에게

장난감들을 같이 갖고 놀자고 했어요.

3. 장장이는 나나한테 말도 안 하고 나나의 장난감을 함부로

갖고 놀았어요.

4. 나나는 화가 나서 장장이에게 소리 질렀어요.

5. 장장이도 나나에게 화를 냈어요.

6. 동동이가 나나와 장장이에게 서로 화내지 말고 즐겁게 놀자

고 했어요.

7. 나나와 장장이는 화해하고 세 친구는 다시 즐겁게 놀았어요.

영상이야기

2

1. 동동이, 나나는 풀밭에서 공 던지기를 했어요.

2. 장장이는 동동이와 나나에게 술래잡기를 하자고 했어요.

3. 동동이와 나나는 공 던지기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4. 장장이는 술래잡기 하고 싶다며 화를 냈어요.

5. 나나도 장장이에게 화를 냈어요.

6. 동동이는 나나와 장장이가 모두 즐겁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를 하자고 했어요.

7. 나나, 장장이, 동동이는 새로운 놀이를 하며 즐겁게 놀았어

요.

<표 Ⅳ-4> 영상이야기 내용 구성

(2) 영상이야기 이해 과제

영상이야기 이해 과제는 이야기 이해 측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김

효영, 2004; 최윤경, 1995; Morrow, 1984)의 도구를 연구자가 영상이야기

내용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영상이야기 이해 과제는 영

상이야기와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들은 각각 문해적 이해

4문항, 추론적 이해 4문항, 비평적 이해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해적

이해는 사실 3문항과 인과 1문항, 추론적 이해는 감정추론 2문항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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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2문항, 비평적 이해는 문제해결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영상이야기 하나당 10개의 질문들이 있으며, 영상이야기가 두 편이므로

질문은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유아의 응답은 정답의

경우 1점으로 채점하였고, 유아가 오답을 택하거나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경우는 0점으로 채점하였다. 이에 따라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영상이야기

이해 점수의 전체 범위는 0-20점이다. 영상이야기 이해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Ⅳ-5>와 같다.

언어적 응답을 통한 이야기 이해 평가 방법은 나이 어린 유아의 이야

기 회상과 이해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김효영, 2004; Wenner, 2004)는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답안을 정답 1

개와 오답 2개로 구성된 3장의 보기 그림(26.5㎝×9.5㎝)으로 구성하였다.

보기 그림의 예는 <그림 Ⅳ-1>에 제시되어 있다. 보기 그림은 유아에게

질문을 들려준 뒤 제시하였고, 유아가 생각하는 답을 보기 그림 중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게 하여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를 측정하였다.

영상이야기 이해 측정을 위한 문항들의 범주, 문항 및 보기 그림의

내용은 아동학 전공 박사 3인에게 검토 및 확인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에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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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영상이야기 이해 과제

범주

(점수 범위)

하위 범주

(점수 범위)

질문

영상이야기1 영상이야기2

문해적 이해

(0-4점)

사실

(0-3점)

1. 이야기에 나온 곳은 어

디인가요?

2. 이야기에는 누가 나왔어

요?

3. 이 중에 나나 장난감은

무엇이지요?

1. 이야기에 나온 곳은 어

디인가요?

2. 이야기에는 누가 나왔어

요?

3. 이 중에 동동이는 무엇

을 갖고 놀았나요?

인과

(0-1점)

4. 나나는 화가 나서 어떻

게 했어요?

4. 친구들이 공 던지기 하

고 싶다고 하니까, 장장

이는 무엇을 했어요?

추론적 이해

(0-4점)

감정추론

(0-2점)

5. 장장이가 혼자 곰인형을

갖고 놀 때, 장장이는 어

떤 얼굴이었을까요?

6. 장장이가 혼자 곰인형을

갖고 놀 때, 나나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5. 장장이는 술래잡기 했을

때, 어떤 얼굴이었을까

요?

6. 장장이가 다른 쪽으로

갔을 때, 나나는 어떤 얼

굴이었을까요?

내용추론

(0-2점)

7. 장장이는 왜 혼자 놀았

어요?

8.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강아지들이 무엇을 할

것 같아요?

7. 나나는 왜 장장이랑 안

놀았었나요?

8.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강아지들이 무엇을 할

것 같아요?

비평적 이해

(0-2점)

문제해결

(0-2점)

9. 장장이가 곰인형을 갖고

놀 때, 나나가 어떻게 했

으면 친구들 모두 더 잘

놀았을까요?

10. 동동이가 어떻게 해서

모두 같이 놀게 되었나

요?

9. 장장이가 어떻게 했으면,

나나가 화를 안 냈을까

요?

10. 동동이가 무엇을 해서

친구들이 모두 같이 놀

수 있었나요?

<그림 Ⅳ-1> 영상이야기 이해 과제의 보기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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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상 시청 질문지

영상 시청 질문지는 유아의 영상이야기 시청 내용에 관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에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된다. 먼저,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을 묻는 질문들은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질문 문항들은 Nathanson(1999), Valkenburg와 동료들(1999)의 도구를

연구자가 번안 및 수정하고, 새로운 문항을 일부 추가하여 제작하였다.

이 도구는 유아의 영상이야기 시청 내용에 관한 어머니의 언어적 개

입 수준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등장인물, 배경, 장면 설명,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감정 발생의 이유 설명,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감정

에 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

점(전혀 안 그렇다)부터 5점(항상 그렇다)으로 응답되며, 점수가 높을수

록 유아의 영상이야기 시청 내용에 관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점수는 12문항의 점수를 합

산하여 산출하였다. 12문항의 Cronbach α 값은 .94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을 묻는 문항 간의 내적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 도구는 아동학

박사 3인에게 검토 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에 통과되었다.

다음으로,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에 관련된 문항은 영상이야기에 대한

유아의 하루 평균 영상 시청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 개방형으로 답

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다. 그 외에 연구대상 유아의 영상 시청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영상 시청 빈도, 영상 시청 내용, 이용하는 영상 매체,

함께 시청하는 사람에 대한 질문 문항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문항들은

심혜영(2003), Schlembach(2012)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참고하여 연

구자가 제작하였다. 영상 시청 질문지는 아동학 박사 3인에게 검토 받았

으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에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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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본조사에 앞서 연구도구의 적절성과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보

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도구 수정으로 인해 총 2회

실시되었다.

1차 예비조사는 2013년 3월 22일에 서울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유아 2명, 만 4세 유아 3명, 총 5명 및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유아의 어머니에게는 질문지를 통해 유아의 영상이야기

시청 내용에 관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및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 등을

알아보았으며, 유아에게는 영상이야기를 보여준 뒤 영상이야기 이해를

알아보았다.

1차 예비조사 결과, 유아 대상의 연구도구였던 미국 Scholastic사의

Clifford 시리즈의 영상이야기들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되었다. 유아의 영

상이야기 이해 측정을 위한 보기 그림으로 영상이야기의 장면을 사용하

였는데, 영상이야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면들의 종류는 한정되어 있으

므로 각 질문 문항에 대한 보기 그림 제시에 한계가 있었다. 또, 동일한

보기 그림이 각 질문들에서 다른 내용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유아의 보기

그림에 대한 이해에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해당 영상이

야기가 우리말로 된 것이 없어 연구자가 우리말 더빙을 하여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저작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Scholastic사에 이러한 방식의 도구 활용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구자가 1차 예비조사에

서 사용한 영상이야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영상이야기를 새로 제작하고,

미술 전공자에게 의뢰하여 영상이야기 이해 측정을 위한 보기 그림들을

제작하였다.

영상이야기 이해 과제가 수정되었기 때문에, 2013년 4월 16일부터 4

월 18일까지 서울 및 부산 소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유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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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만 4세 유아 2명, 총 6명 및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2차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다. 2차 예비조사 결과, 새로 만든 영상이야기 및 영상이야

기 이해 과제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차 예비조사에서

사용된 도구가 본조사에 사용되었다.

2차 예비조사에서 유아가 두 편의 영상이야기를 보고 질문에 응답하

는 데 걸린 시간은 다음과 같다. 만 2세 유아의 경우, 영상이야기 시청에

약 5분, 영상이야기 과제 수행에 약 4분이 소요되어, 두 가지 영상이야기

시청 및 영상이야기 과제 수행에 총 18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만 4세 유

아의 경우, 영상이야기 시청에 약 5분, 영상이야기 과제 수행에 약 3분이

소요되어, 영상이야기 두 편 시청 및 영상이야기 과제 수행에 약 16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13년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부산에 소재한 국공립 어

린이집 3개 기관과 공립 유치원 2개 기관에서,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만

2세 유아 58명, 만 4세 유아 62명, 총 120명 및 유아의 어머니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다. 해당 유아들에게 PRES(김영태 외, 2007) 중 수용언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용언어 발달연령이 생활연령에서 1년 이상 지체

를 보이는 만 4세 유아 1명이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 자료 수집

기간 중 결석한 만 2세 유아 3명도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 결과,

만 2세 유아 55명, 만 4세 유아 61명, 총 116명 및 유아의 어머니들이 연

구대상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조사는 연구대상 유아들이 소속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내 자료실 혹

은 빈 교실 등 조용한 공간에서 실시되었다. 낯가림이 있는 만 2세 유아

들의 경우, 해당 유아의 교실에서 간단한 놀이를 통해 검사자와 라포 형

성을 한 다음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검사자 1인이 유아 1인에게 노트북 모니터(15.6inch)를 통해

영상이야기를 시청하게 하고, 그 직후 영상이야기 이해 과제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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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유아가 영상이야기를 시청할 때 검사자는 유

아에게 그 내용과 관련된 어떠한 언어적인 정보 제시도 하지 않았다.

영상이야기 이해 과제는 검사자가 유아에게 질문을 순서대로 읽어주

고 유아가 답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보기 그림 3장은 검사자가 유아

에게 하나씩 언어적으로 설명하였고, 유아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손

가락으로 가리키게 하였다. 유아의 과제 집중도를 고려하여 영상이야기

시청 및 영상이야기 이해 과제 1회 실시 후에는 유아에게 잠시 휴식 시

간을 갖게 하고, 검사를 지속하였다. 영상이야기가 두 편이었으므로, 유

아는 영상이야기 시청 및 영상이야기 이해 과제를 총 2회 수행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와 공립 어린이집 기관장 18년 경력이 있는 연구 보

조원이 실시하였다.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 보조원

에게 검사 도구, 검사 실시 방법 및 지침을 알려주고, 연구 보조원이 검

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예비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연구자와 연구 보조원은 유아의 수용언어 및 영상이야기 이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어머니에게는 유아의 영상이야기 시청 내용에 관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 유아의 일반적 특성 및 영

상 시청 특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질문지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심의에 통과된 뒤 배포하였으며, 서울

대학교 연구윤리심의에 통과된 연구자의 연구 설명서 및 동의서와 함께

연구대상 유아를 통해 유아의 어머니에게 전달했다. 회수된 질문지 120

부 중 자료 수집 기간 내 연구대상에서 제외된 유아의 질문지 4부를 분

석에서 제외하고, 총 116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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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통계 방법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신뢰계수(Cronbach α), 이원변량분석,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 및 영상 시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사용하

였고,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을 묻는 문항들의 내적 신뢰도 측정을 위해

신뢰계수를 산출하였다.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

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와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영상 시청

시간 및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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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연구결과를 기술

하며, 관련 선행 연구와의 일관성 여부 및 연구자의 해석을 제시한다.

1.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연구문제 1)

1)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전반적 경향

만 2세, 만 4세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Ⅴ

-1>과 같다.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전반적인 경향을 연령에 기준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만 2세 유아 55명(남아 29명, 여아 26명)과 만

4세 유아 61명(남아 28명, 여아 33명)의 영상이야기 이해 전체 평균 점

수는 만 4세 유아(14.34점)가 만 2세 유아(9.22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양상은 영상이야기 이해의 범주인 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

해, 비평적 이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각 범주의 하위 범주들에서

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문해적 이해에서 만 4세 유아가 얻은 평균 점수(6.52점)는 만 2세 유

아가 얻은 평균 점수(4.0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문해적 이해의 하위 범

주인 사실에서도 만 4세 유아(5.07점)는 만 2세 유아(3.11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고, 문해적 이해의 또 다른 하위 범주인 인과에서도 만 4세

유아(1.46점)가 만 2세 유아(0.95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추론적 이해에서 만 4세 유아가 얻은 평균 점수(4.87점) 또한 만 2

세 유아가 얻은 평균 점수(3.4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추론적 이해의 하

위 범주인 감정추론에서도 만 4세 유아(1.74점)는 만 2세 유아(1.58점)보

다 평균 점수가 높았고, 추론적 이해의 또 다른 하위 범주인 내용추론에

서도 만 4세 유아(3.13점)가 만 2세 유아(1.85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평적 이해에서도 만 4세 유아(2.95점)는 만 2세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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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의 성별에 따른 영상이야기 이해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남아 57명(만 2세 29명, 만 4세, 28명)과 여아 59명(만

2세 26명, 만 4세 33명)의 영상이야기 이해 전체 점수는 여아가 얻은 평

균 점수(11.95점)가 남아가 얻은 평균 점수(11.88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영상이야기 이해의 범주 중 추론적 이해와 추론

적 이해의 하위 범주들을 제외한 모든 범주들 및 각 범주의 하위 범주들

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문해적 이해에서 여아가 얻은 평균 점수(5.47점)는 남아가 얻은 평균

점수(5.2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해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사

실에서도 여아(4.19점)가 남아(4.09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고, 인과에서

도 여아(1.29점)가 남아(1.14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론적 이해에서는 남아가 얻은 평균 점수(4.32점)가 여아가 얻은 평균

점수(4.07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론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감

정추론에서도 남아(1.77점)가 여아(1.56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고, 내용

추론에서도 남아(2.54점)가 여아(2.51점)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평적 이해에서는 여아(2.41점)는 남아(2.33점)보다 평균 점수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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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점수 범위) 성별

연령
전체

2세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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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해적 이해

(0-8점)

남 4.07(1.83) 6.43(1.23) 5.23(1.96)

여 4.04(1.75) 6.61(1.54) 5.47(2.07)

전체 4.05(1.78) 6.52(1.40) 5.35(2.01)

사실

(0-6점)

남 3.14(1.48) 5.07( .98) 4.09(1.58)

여 3.08(1.57) 5.06(1.27) 4.19(1.72)

전체 3.11(1.51) 5.07(1.14) 4.14(1.65)

인과

(0-2점)

남 .93( .80) 1.36( .78) 1.14( .81)

여 .96( .60) 1.55( .67) 1.29( .70)

전체 .95( .70) 1.46( .72) 1.22( .76)

추론적 이해

(0-8점)

남 3.48(1.18) 5.18(1.52) 4.32(1.59)

여 3.38(1.68) 4.61(1.54) 4.07(1.70)

전체 3.45(1.42) 4.87(1.54) 4.19(1.65)

감정추론

(0-4점)

남 1.66( .90) 1.89(1.07) 1.77( .98)

여 1.50( .91) 1.61( .86) 1.56( .88)

전체 1.58( .90) 1.74( .96) 1.66( .93)

내용추론

(0-4점)

남 1.83( .66) 3.29( .94) 2.54(1.09)

여 1.88(1.24) 3.00(1.17) 2.51(1.32)

전체 1.85( .97) 3.13(1.07) 2.53(1.20)

비평적 이해

(0-4점)

남 1.79(1.18) 2.89(1.10) 2.33(1.26)

여 1.65( .85) 3.00(1.20) 2.41(1.25)

전체 1.73(1.03) 2.95(1.15) 2.37(1.25)

영상이야기 이해

(0-20점)

남 9.34(2.64) 14.50(2.86) 11.88(3.77)

여 9.08(2.31) 14.21(3.21) 11.95(3.82)

전체 9.22(2.47) 14.34(3.03) 11.91(3.78)

<표 Ⅴ-1>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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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차이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영상이야기 이해의 차이가 유의한지를 살

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2>와 같다.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전체에서는 연령의 주효과(F=97.10, df=1,

112, p<.001)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만 4세 유아가 만 2세 유아보다

영상이야기 이해 전체 평균 점수가 높았다. 이는 만 4세 유아가 만 2세

유아보다 영상이야기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하고 회상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Cain & Oakhill, 1999; Fisch, 2000; Paris &

Stahl, 2005; Piotrowski, 2010; Price & Goodman, 1990; Stennes, 2007;

Trabasso et al., 1992; van del Broek et al., 2005)과 일치한다. 한편, 성

별의 주효과와 연령 및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문해적 이해에서는 연

령의 주효과(F=68.05, df=1, 112, p<.001)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만 4

세 유아가 만 2세 유아보다 문해적 이해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다. 또, 문해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사실(F=61.52, df=1, 112, p<.001)

과 인과(F=14.32, df=1, 112, p<.001)에서도 연령의 주효과만 유의하게 나

타났다. 즉, 만 4세 유아가 만 2세 유아보다 사실 및 인과 평균 점수가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만 4세 유아가 만 2세 유아보다 이야기에 나오

는 등장동물과 배경, 사건 및 사건의 인과관계를 더 잘 이해함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야기를 보다 잘 이해하고 회

상한다는 선행 연구들(Ficsh, 2000; Mares, 2006; Mares & Acosta,

2008; Paris & Paris, 2003; Paris & Stahl, 2005; Price & Goodman,

1990; Stennes, 2007; Trabasso et al., 1992)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문해적 이해 및 문해적 이해의 하위 범주들에서는 성별의 주효과와 연령

및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추론적 이해에서도 연령의 주효과(F=27.73, df=1,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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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1)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만 4세 유아가 만 2세 유아보다 추론

적 이해 평균 점수가 높았다. 또, 추론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내용추론에

서도 연령의 주효과(F=45.04, df=1, 112, p<.001)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만 4세 유아는 만 2세 유아보다 내용추론 평균 점수가 높았다. 이는

만 4세 유아가 만 2세 유아보다 배경 지식이 풍부해지면서 이야기 도식

이 발달하고 추론 능력이 발달하게 되어, 이야기 내용에서 드러나지 않

은 인과관계를 보다 더 잘 파악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이야기에 나오는 사건에 대한 추론 능력이 증가한다는

선행 연구들(Ficsh, 2000; Mares, 2006; Paris & Stahl, 2005; Stennes,

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 추론적 이해 및 추론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내용추론에서는 성별의 주효과와 연령 및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추론적 이해의 또 다른 하위 범주인 감정추

론에서는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는 이야기 속 사건의 인과관계를 유추하는 것보다 등장동물의 감정을 유

추하는 것이 유아들에게 쉽지 않은 과제(Mares, 2006)임을 보여준다. 감

정추론에서는 성별의 주효과, 연령 및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

하제 않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평적 이해에서는 연령의 주효과(F=35.63, df=1, 112,

p<.001)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만 4세 유아가 만 2세 유아보다 비평

적 이해 평균 점수가 높았다. 이는 만 4세 유아가 만 2세 유아보다 영상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동물의 문제해결 과정 및 해결 내용을 더 잘 이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만 4세 무렵에 이야기의 목표, 즉

문제 해결에 관한 정보 회상을 잘 한다는 선행연구(Trabasso et al.,

1992; Wenner, 2004)와 일치한다. 또, 연령이 증가하면서 문제 해결 이해

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Trabasso et al., 1992)와 일치한다. 한편, 비평

적 이해에서는 성별의 주효과와 연령 및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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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문해적 이해

연령 174.71 1 174.71 68.05***

성별 .16 1 .16 .06

연령×성별 .31 1 .31 .12

오차 287.56 112 2.57

사실

연령 110.42 1 110.42 61.52***

성별 .04 1 .04 .02

연령×성별 .02 1 .02 .01

오차 201.03 112 1.80

인과

연령 7.34 1 7.34 14.32***

성별 .35 1 .35 .67

연령×성별 .18 1 .18 .35

오차 57.43 112 .51

추론적 이해

연령 61.24 1 61.24 27.73***

성별 3.24 1 3.24 1.47

연령×성별 1.62 1 1.62 .73

오차 247.38 112 2.21

감정추론

연령 .85 1 .85 .98

성별 1.41 1 1.41 1.61

연령×성별 .13 1 .13 .14

오차 97.61 112 .87

내용추론

연령 47.66 1 47.66 45.04***

성별 .38 1 .38 .36

연령×성별 .85 1 .85 .80

오차 118.51 112 1.06

비평적 이해

연령 43.05 1 43.05 35.63***

성별 .01 1 .01 .01

연령×성별 .44 1 .44 .36

오차 135.32 112 1.21

영상이야기 이해

연령 762.02 1 762.02 97.10***

성별 2.22 1 2.22 .28

연령×성별 .00 1 .00 .00

오차 878.91 112 7.85

<표 Ⅴ-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변량분석

*** p<.001,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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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
전체

2세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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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92.76(59.40) 94.11(70.58) 93.42(64.55)

여 115.77(75.03) 105.45(82.38) 110.00(78.72)

전체 103.64(67.60) 100.25(76.77) 101.85(72.28)

2. 영상 시청시간,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유아의 영상이

야기 이해의 관계 (연구문제 2)

1)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과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의 전반적인

경향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을 주중 영상 시청시간과 주말 영상 시청시간으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의 전반적인 경

향은 <표 Ⅴ-3>과 같다. 유아 전체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은 하루 평균

101.8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만 2세 유

아는 하루 평균 103.64분, 만 4세 유아는 하루 평균 100.25분 정도 영상

이야기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아는

하루 평균 93.42분, 여아는 하루 평균 110.00분 정도 영상이야기를 시청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3>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 단위: 분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Ⅴ-4>와 같다.

유아 전체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은 하루 평균 123.62분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만 2세 유아는 하루 평균 124.73분,

만 4세 유아는 하루 평균 122.62분 정도 영상이야기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아는 하루 평균 115.26분, 여아는



- 45 -

성별

연령
전체

2세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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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109.66(81.79) 121.07( 97.84) 115.26( 89.41)

여 141.54(94.26) 123.94(105.47) 131.69(100.23)

전체 124.73(88.55) 122.62(101.21) 123.62( 95.01)

하루 평균 131.69분 정도 영상이야기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는 영상이야기를 주중보다 주말에 하루 평균 20분 정도

더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 단위: 분

유아의 영상이야기 시청 내용에 관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의 전반적

인 경향은 <표 Ⅴ-5>와 같다. 유아의 영상이야기 시청 내용에 관한 어

머니의 언어적 개입 점수의 전체 평균은 33.78점이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점수를 살펴보면, 만 2세 유아에 대한 어머

니의 언어적 개입은 33.22점으로 나타났으며, 만 4세 유아에 대한 어머니

의 언어적 개입은 34.00점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점수를 살펴보면, 남아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은

33.82점으로 나타났으며, 여아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은 33.75점으

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점수는 유아의 연령, 성별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든 중앙치인 34.00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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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점수

성별

연령
전체

2세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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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33.03( 6.29) 34.64(11.99) 33.82( 9.47)

여 34.12(10.05) 33.45( 8.07) 33.75( 8.92)

전체 33.22( 8.22) 34.00( 9.99) 33.78( 9.15)

2)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은 주중 영상 시청시간과 주말 영상 시청시간으

로 구분하여 영상이야기 이해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6>과 같다.

만 2세 유아의 경우, 주중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 전체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2세 유아의 주

중 영상 시청시간과 문해적 이해는 유의한 부적 관계(r=-.36,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2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긴 경

우, 문해적 이해 점수가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만 2세 유아의 주중 영

상 시청시간은 문해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사실에서도 유의한 부적 관계

(r=-.30,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2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긴 경우, 사실 이해 점수가 낮았다. 한편, 만 2세 유아의 경

우 문해적 이해의 또 다른 하위 범주인 인과는 주중 영상 시청시간과 유

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 2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

간은 추론적 이해 및 추론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감정추론, 내용추론, 그

리고 비평적 이해와도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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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유아의 경우, 주중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는 유의

한 부적 관계(r=-.29,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세 유아

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긴 경우, 영상이야기 이해 전체 점수가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만 4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은 추론적 이해와

도 유의한 부적 관계(r=-.29,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

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긴 경우, 추론적 이해 점수가 낮게 나

타남을 의미한다. 만 4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은 추론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내용추론과는 부적 관계(r=-.43,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만 4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긴 경우, 내용추론 점수

가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한편, 만 4세 유아의 주중 영상시청시간은

문해적 이해 및 문해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사실, 인과, 추론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감정추론, 비평적 이해와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Ⅴ-6>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

범주
2세

주중 영상 시청시간

4세

주중 영상 시청시간

문해적 이해 -.36** -.22

사실 -.30* -.20

인과 -.26 -.10

추론적 이해 .08 -.29*

감정추론 .02 .02

내용추론 .09 -.43**

비평적 이해 .13 -.11

영상이야기 이해 -.1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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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Ⅴ

-7>과 같다.

만 2세 유아의 경우, 주말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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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2세 유아의 주

말 영상 시청시간과 문해적 이해는 유의한 부적 관계(r=-.38,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2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긴 경

우, 문해적 이해 점수가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만 2세 유아의 주말 영

상 시청시간은 문해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사실과도 유의한 부적 관계

(r=-.38,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2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긴 경우, 사실 이해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한편, 만 2세 유

아의 경우 문해적 이해의 또 다른 하위 범주인 인과에서는 주말 영상 시

청시간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 2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은 추론적 이해 및 추론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감정추론,

내용추론, 그리고 비평적 이해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 4세 유아의 경우, 주말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는 유의

한 부적 관계(r=-.33,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세 유아

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긴 경우, 영상이야기 이해 전체 점수가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은 문해적 이해와

도 유의한 부적 관계(r=-.33,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

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긴 경우, 문해적 이해 점수가 낮은 것

을 의미한다.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은 문해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사실과도 유의한 부적 관계(r=-.39,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긴 경우, 사실 이해 점수

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한편,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은 문해

적 이해의 또 다른 하위 범주인 인과 이해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은 추론적 이해와 유의한 부적 관

계(r=-.27,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

상 시청시간이 긴 경우, 추론적 이해 점수가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은 추론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내용추론

과도 부적 관계(r=-.43,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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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긴 경우, 내용추론 점수가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한편,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시청시간은 추론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감정추론, 비평적 이해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표 Ⅴ-7>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

범주
2세

주말 영상 시청시간

4세

주말 영상 시청시간

문해적 이해 -.38** -.33*

사실 -.38** -.39**

인과 -.14 -.01

추론적 이해 .06 -.27*

감정추론 -.07 .06

내용추론 .16 -.43***

비평적 이해 .07 -.13

영상이야기 이해 -.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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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결과들은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이 영상이야기 이해와 관련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영상 시청시간과 인지, 언어 능

력이 상관있다고 한 선행 연구들(Barr et al., 2010; Christakis et al.,

2004; Landhuis et al., 2007; Linebarger & Walker, 2005; Tomopoulos

et al., 2010; Zimmerman et al., 2007a; Zimmerman & Christakis, 2005)

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므로, 추후 관련 연구들이 더욱 요구된

다.



- 50 -

3)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

유아의 영상이야기 시청 내용에 관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8>과 같다.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유아

의 영상이야기 이해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은 만 4세 유아의 비평적 이해와 유의

한 정적 관계(r=.27,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언어

적 개입 점수가 높은 경우, 만 4세 유아의 비평적 이해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영상 시청 내용에 관한 언어적 개입이 영상 이

해와 관련이 있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Collins et al., 1981; Desmond et

al., 1985; Morgenlander, 2010; Nathanson, 2002; Valkenberg et al.,

1998; Watkins et al., 1980; Williams et al., 2002; Wright et al., 2001)

의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은 만 4세 유아의 비평

적 이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주, 그리고 만 2세 유아의 비평적 이해 및

그 외 영상이야기 이해의 범주 및 하위 범주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

았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가

일부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인 어머니들의 특성 때

문으로 해석된다. 연구대상 어머니들의 교육수준은 대부분 대졸이며, 가

정의 월소득 수준 또한 대부분 중산층이었다. 또,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거의 동질적인 어

머니 집단이 표집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수준과 유아의 영

상이야기 이해의 관계가 만 4세에서만 일부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

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관련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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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8>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

범주
2세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4세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문해적 이해 .03 -.02

사실 -.05 .01

인과 .16 -.05

추론적 이해 -.13 .00

감정추론 -.22 .15

내용추론 .00 .05

비평적 이해 .10 .27*

영상이야기 이해 -.08 .08

* p<.05

3.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3)

1)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연구문제 2에 따른 결과에서는 유아의 주중 및 주말 영

상 시청시간이 영상이야기 이해의 일부 범주들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이에 따라 유아의 주중 및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

해의 일부 범주들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의

주중 및 주말 영상 시청시간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단순회귀분석을 각

각 따로 실시하였다. 또, 주중 및 주말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

의 관계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가 각각의 연령에서 그 양상이 다르게 나

타났기 때문에, 만 2세 유아와 만 4세 유아에 대한 단순회귀분석을 따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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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만 2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문해적 이해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Ⅴ-9>

와 같다. 주중 영상 시청시간의 설명력은 11.0%로, p<.0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인 만 2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

이 종속변수인 문해적 이해를 11.0%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주

중 영상 시청시간이 문해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은 β=-.36으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만 2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

간이 1분 증가할 때 문해적 이해점수가 .36점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9> 만 2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문해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문해적 이해

R2 Adj. R2 F
B β

상수 4.99

주중

영상 시청시간
-.01 -.36** .13 .11 7.91**

** p<.01

다음으로, 만 2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사실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Ⅴ

-10>과 같다. 주중 영상 시청시간의 설명력은 8.0%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인 만 2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

시간이 종속변수인 사실 이해를 8.0%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중 영

상 시청시간이 사실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은 β=-.30으로, p<.05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만 2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1

분 증가할 때 사실 이해 점수가 .30점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10> 만 2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사실 이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사실 이해

R2 Adj. R2 F
B β

상수 3.78

주중

영상 시청시간
-.01 -.30* .09 .08 5.4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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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영상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Ⅴ-11>에 제시되

어 있다. 주중 영상 시청시간의 설명력은 7.0%로, p<.05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인 만 4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

이 종속변수인 영상이야기 이해를 7.0%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영상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은 β=-.29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만 4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

간이 1분 증가할 때 영상이야기 이해 점수가 .29점 감소하는 것을 의미

한다.

<표 Ⅴ-11> 만 4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영상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영상이야기 이해

R2 Adj. R2 F
B β

상수 15.42

주중

영상 시청시간
-.01 -.29* .08 .07 5.37*

* p<.05

만 4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추론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Ⅴ-12>에 제시되어

있다. 주중 영상 시청시간의 설명력은 7.0%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인 만 4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종속변수인 추론적 이해를 7.0%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중 영상 시

청시간이 추론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은 β=-.29로, p<.05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만 4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1분 증

가할 때 추론적 이해 점수가 .29점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12> 만 4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추론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추론적 이해

R2 Adj. R2 F
B β

상수 5.42

주중

영상 시청시간
-.01 -.29* .08 .07 5.4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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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내용추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Ⅴ-13>에 제시되어 있다.

주중 영상 시청시간의 설명력은 17.0%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인 만 4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종속변

수인 내용추론을 17.0%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내용추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β=-.43으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이는 만 4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1분 증가할 때 내

용추론 점수가 .43점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13> 만 4세 유아의 주중 영상 시청시간이 내용추론에 미치는 영향

변수
내용추론

R2 Adj. R2 F
B β

상수 3.70

주중

영상 시청시간
-.01 -.43** .19 .17 13.44**

** p<.01

다음으로, 만 2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문해적 이해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Ⅴ-14>에

제시되어 있다. 주말 영상 시청시간의 설명력은 13.0%로, p<.01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인 만 2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종속변수인 문해적 이해를 13.0%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문해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은 β=-.38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만 2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

간이 1분 증가할 때 문해적 이해 점수가 .38점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14> 만 2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문해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문해적 이해

R2 Adj. R2 F
B β

상수 5.01

주말

영상 시청시간
-.01 -.38** .15 .13 9.03**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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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사실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Ⅴ-15>에 제시되어 있

다. 주말 영상 시청시간의 설명력은 13.0%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인 만 2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종속변수인 사실 이해를 13.0%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말 영상 시청

시간이 사실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은 β=-.38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만 2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1분 증가할

때 사실 이해 점수가 .38점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15> 만 2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사실 이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사실 이해

R2 Adj. R2 F
B β

상수 3.93

주말

영상 시청시간
-.01 -.38** .15 .13 9.12**

** p<.01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영상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Ⅴ-16>에 제시되

어 있다. 주말 영상 시청시간의 설명력은 10.0%로, p<.0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인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

이 종속변수인 영상 이야기 이해를 10.0%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영상 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은 β=-.33이며,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1분 증가할 때 영상이야기 이해 점수가 .33점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16>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영상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영상이야기 이해

R2 Adj. R2 F
B β

상수 15.57

주말

영상 시청시간
-.01 -.33** .11 .10 7.39**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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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문해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Ⅴ-17>에 제시되어

있다. 주말 영상 시청시간의 설명력은 9.0%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인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종속변수인 문해적 이해를 9.0%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말 영상 시

청시간이 문해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은 β=-.33이며,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1분

증가할 때 문해적 이해 점수가 .33점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17>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문해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문해적 이해

R2 Adj. R2 F
B β

상수 7.08

주말

영상 시청시간
.00 -.33* .11 .09 7.00*

* p<.05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사실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Ⅴ-18>에 제시되어 있

다. 주말 영상 시청시간의 설명력은 14.0%로,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인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종속변수인 사실 이해를 14.0%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말 영상 시청

시간이 사실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은 β=-.39이며, p<.01 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1분 증가

할 때 사실 이해 점수가 .39점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18>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사실 이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사실 이해

R2 Adj. R2 F
B β

상수 5.61

주말

영상 시청시간
.00 -.39** .16 .14 10.82**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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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추론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Ⅴ-19>에 제시되어

있다. 주말 영상 시청시간의 설명력은 6.0%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인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종속변수인 추론적 이해를 6.0%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말 영상 시

청시간이 추론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은 β=-.27로, p<.05 수준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1분 증

가할 때 추론적 이해 점수가 .27점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19>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추론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추론적 이해

R2 Adj. R2 F
B β

상수 5.37

주말

영상 시청시간
.00 -.27* .07 .06 4.48*

* p<.05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내용추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Ⅴ-20>에 제시되어 있다.

주말 영상 시청시간의 설명력은 17.0%로,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인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종속

변수인 내용추론을 17.0%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말 영상 시청시간

이 내용추론에 미치는 영향력은 β=-.43이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는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1분 증가할

때 내용추론 점수가 .43점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20> 만 4세 유아의 주말 영상 시청시간이 내용추론에 미치는 영향

변수
내용추론

R2 Adj. R2 F
B β

상수 3.69

주말

영상 시청시간
-.01 -.43*** .19 .17 13.64***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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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결과들은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이 영상이야기 이해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상물에 대한 시청시간이 길수록 낮은

인지 또는 언어 발달 수준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들(Christakis et al.,

2004; Landhuis et al., 2007; Linebarger & Walker, 2005; Tomopoulos

et al., 2010; Zimmerman & Christakis, 2005, 2007; Zimmerman et al.,

2007a)의 경우와 맥을 같이 한다.

2)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앞서 살펴본 연구문제 2에 따른 결과에서는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만 4세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일부 범주와 관련이 있었다. 이에 따

라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만 4세 유아의 비평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표 Ⅴ-21>과 같

다.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의 설명력은 6.0%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 이는 독립변수인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종속변수인 만

4세 유아의 비평적 이해를 6.0%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언어

적 개입이 만 4세 유아의 비평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력은 β=.27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만 4세 유아의 영상이야기

시청 내용에 관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1점 증가할 때 만 4세 유아의

비평적 이해 점수가 .27점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Ⅴ-21>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만 4세 유아의 비평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

변수
비평적 이해

R2 Adj. R2 F
B β

상수 1.89

언어적 개입 .03 .27* .07 .06 4.67*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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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영상 시청 내용에 관한 언어적 개입이 영상이야기 이

해에 도움을 준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Collins et al., 1981; Desmond et

al., 1985; Morgenlander, 2010; Nathanson, 2002; Valkenberg et al.,

1998; Watkins et al., 1980; Williams et al., 2002; Wright et al., 2001)

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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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현대의 유아들은 생애 초기부터 영상물을 접한다. 최근에는 영유아

대상의 영상이야기가 많이 제작되고 그 수요 또한 높아졌기 때문에, 나

이 어린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영상

이야기 이해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만 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

으로 하였다. 또, 아동의 영상 시청시간과 인지 및 언어 발달의 관계, 영

상 시청 내용에 관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아동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알아본 연구들은 있었지만, 나이 어린 유아의 영상이

야기 이해와 영상 시청시간 및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의 관계를 함께 살

펴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만 4세 유아를 대상

으로 영상이야기 이해의 발달적 양상을 알아보고, 이것이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 및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 2세 및 만 4세 유아 116명과

그들의 어머니 116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아에게는 영상이야

기 두 편을 보여주고 이에 관한 이해를 측정하였다. 유아의 어머니에게

는 질문지를 배포하여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 및 유아의 영상이야기 시청

내용에 관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연령이 높아지면 영상이야기 이해는 향상된다. 즉, 연령이 높은

유아는 연령이 낮은 유아보다 영상이야기 내용을 더 잘 기억하고 추론한

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이야기 이해를 문해적 이해, 추론적 이해, 비평적

이해로 나누어, 선행 연구들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

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문해적 이해 및 문해적 이해의 하위 범

주인 사실, 인과 이해, 추론적 이해 및 추론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내용

추론, 그리고 문제 해결에 관한 비평적 이해에서 만 4세 유아가 만 2세

유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보였다. 이는 유아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영상이야기 전달 방식에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기억용량이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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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지식이 풍부해지면서 이야기 도식이 더욱 정교해짐을 보여주는 결과

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추론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감정추론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만 2세, 만 4세 유아 모두에게 영상이야기에 등장

하는 동물의 감정을 유추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기존 연구들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나이 어린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

해에 관한 이상의 결과는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대한 접근이 보다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영상 시청시간이 길수록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는 낮아진다.

본 연구에서 만 2세 유아는 영상 시청시간(주중, 주말)이 길수록 문해적

이해 및 문해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사실 이해 점수가 낮았다. 한편, 만

4세 유아는 영상 시청시간(주중, 주말)이 길수록 영상이야기 이해와 그

범주인 추론적 이해, 추론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내용추론 점수가 낮았

다. 또, 만 4세 유아는 영상 시청시간(주말)이 길수록 문해적 이해 및 문

해적 이해의 하위 범주인 사실 이해 점수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에서 아동의 영상 시청시간이 길수록 인지 혹은 언어 발달 점수가

낮다고 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 이러한 결과는 교육적인 내용의 영

상일지라도 유아가 영상 시청을 많이 할수록 그것으로 인한 교육적 효과

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아의 어머니들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자녀에게 유아용 영상이야기를 보여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그러한 어머니들의 기대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유아의 영상이야기 시청에 관한 어머니의 인식에는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영상이야기 시청 내용에 관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많을수

록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는 향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영상이야기 시청

내용에 관한 평소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높을수록 만 4세 유아의 비평

적 이해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아의

영상이야기 시청 내용에 관한 어머니 혹은 양육자의 적절한 언어적인 개

입이 영상이야기 시청을 통한 교육적인 효과 도출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증진을 위해서는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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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영상이야기 시청 내용과 관련된 언어적 개입을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했던 나이 어린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

평소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어떠한 범주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는 자녀의 영상이야기 이

해 향상을 위해 유아의 어머니가 평소에 해야 할 시청 지도 방법을 시사

한다.

최근 나이 어린 유아를 겨냥한 영상물의 공급이 급증하고 그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아에게 적절한 영상이야기 제공

에 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를 계기로 유아에 대한 영상이

야기의 교육적 제공에 관하여 논의가 더욱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기관에서도 유아의 영상이야기 시청

에 대한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상 시청시간

및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므로, 추후 관련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다양한 특성을 가진 연구대상을 연구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동질적인 어머니 집단이 연구대상으로 표집되었다. 이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는 일부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추후 관련 연구에서 동질적이지 않은 어머니 집단을

표집한다면,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영상이야기 이해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시청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가 갖는

경향성에 대해 처음으로 밝혔다. 그러나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도움

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상 시청시간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관련 연구에서 이를 제안한다면, 유아의 영상 시청

지도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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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영상이야기 이해 과제

[영상 1] 질문 및 보기 그림

1. 방금 본 이야기에 나온 곳은 어디인가요? (바다, 풀밭, 방)

2. 이야기에는 누가 나왔어요? (토끼, 강아지, 참새)

3. 이 중에 나나 장난감은 무엇인가요? (토끼인형, 양말, 블록)

4. 나나는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크게 말했어요, 인형을 던졌어요)

5. 장장이가 곰인형을 갖고 놀 때, 장장이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즐거운 얼굴, 슬픈 얼굴, 화난 얼굴)

6. 장장이가 혼자 곰인형을 갖고 놀 때, 나나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즐거운 얼굴, 슬픈 얼굴, 화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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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장이는 왜 혼자 놀았어요?

(잠이 와서, 곰인형을 갖고 놀려고, 블록을 갖고 놀려고)

8.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강아지들이 무엇을 할 것 같아요?

(놀아요, 화내요, 울어요)

9. 장장이가 곰인형 갖고 놀 때 나나가 어떻게 했으면 친구들 모두 더 잘 놀았을까요?

(장장이랑 양말 놀이를 해야, 장장이한테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잠을 잘 자야)

10. 동동이가 어떻게 해서 모두 함께 놀게 되었나요?

(달리기 하자고 해서, 잠을 푹 자서,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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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질문 및 보기 그림

1. 방금 본 이야기에 나온 곳은 어디인가요? (바다, 풀밭, 방)

2. 이야기에는 누가 나왔어요? (거북이, 호랑이, 강아지)

3. 이 중에 동동이는 무엇을 갖고 놀았어요? (양말, 공, 인형)

4. 친구들이 공 던지기 하고 싶다고 하니까, 장장이는 무엇을 했어요?

(잤어요, 공 던지기 했어요, 화를 냈어요)

5. 장장이는 술래잡기 했을 때,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즐거운 얼굴, 슬픈 얼굴, 화난 얼굴)

6. 장장이가 다른 쪽으로 갔을 때, 나나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즐거운 얼굴, 슬픈 얼굴, 화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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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나나는 왜 장장이랑 안 놀았었나요?

(밥 먹느라, 공 던지기 하느라, 자느라)

8.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강아지들이 무엇을 할 것 같아요?

(놀아요, 화내요, 울어요)

9. 장장이가 어떻게 했으면, 나나가 화를 안 냈을까요?

(잠을 잘 자야, 부드럽게 말해야, 책을 열심히 읽어야)

10. 동동이가 무엇을 해서 친구들이 모두 같이 놀 수 있었나요?

(술래잡기 하자고 해서, 잠을 푹 자서, 공으로 술래잡기 하자고 해서)



- 78 -

<부록 2> 유아의 영상 시청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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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 모집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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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참여 유아, 어머니용 설명서 및 동의서



- 84 -



- 85 -



- 86 -

Abstract

Comprehension of Media Contents,

Media Viewing, and Instructive Mediation

of 2- and 4-Year-Olds

Kim, Eunkyung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1. To investigate 2- and 4-year-olds' comprehension of media

contents including literal, inferential, and critical

comprehension.

2.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mprehension of

media contents and children's amount of media viewing,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mprehension of media contents

and instructive mediation of children' mothers.

3. To investigate the direct effects of the amount of media

viewing on the comprehension of media contents, and the

direct effects of instructive mediation on the comprehension of

media contents.

The subjects were one hundred sixteen 2- and 4-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recruited from three day-care centers and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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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ergartens in Busan. Each child was presented with two media

stories, and content comprehension scores were assessed. Mothers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in order to investigate

children's amount of media viewing and the mothers' degree of

instructive mediation.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ies, percentiles, means, standard deviations, Cronbach α,

two-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s, and sim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0.0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comprehension of media contents including literal, inferential,

and critical comprehension according to age. 4-year-olds

scored higher in the literal, inferential, and critical

comprehension categories than 2-year-olds.

2. Children's amount of media viewing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content comprehension, and instructive mediation of

children's mother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vel of

content comprehension.

3. The amount of media viewing and instructive mediation had

significant effects on content comprehension scores. When the

amount of media viewing was high, comprehension scores

decreased. However, when instructive mediation was high,

comprehension scores increased.

Keywords: children, media content, comprehension, media

viewing, instructive mediation

Student Number: 2010-23605


	Ⅰ. 문제제기
	Ⅱ. 선행 연구 고찰
	1.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1) 영상이야기 이해의 개념
	2)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발달

	2. 영상 시청시간,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
	1)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
	2)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


	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1. 연구문제
	2. 용어의 정의
	1) 영상이야기
	2) 영상이야기 이해
	3) 영상 시청시간
	4)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


	Ⅳ.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1) 영상이야기 이해 과제
	2) 영상 시청 질문지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2) 본조사

	4. 자료의 분석

	Ⅴ. 연구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1)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전반적인 경향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 차이

	2. 영상 시청시간,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
	1)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과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의 전반적인 경향
	2)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과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
	3)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과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의 관계

	3.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1) 유아의 영상 시청시간이 영상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2) 어머니의 언어적 개입이 유아의 영상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Ⅵ. 결론 및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