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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이들은 이야기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간다. 4,5세 때는 할머니의 무
릎에 누워 도깨비 이야기를 듣고, 6,7세 때는 친구들과 인형을 손에 하나
씩 들고 이야기를 함께 지어내며 상상의 세계로 빠져든다. 한글을 배운
이후에는 스스로 동화책을 골라 읽으며 이야기의 세계를 확장하고, 8,9세
경부터는 인기 있는 동화책 시리즈의 신작이 발간되면 이를 먼저 읽기 위
해 또래 간에 서로 경쟁하기도 한다. 아이들은 이야기로 세상을 받아들이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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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야기로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도 아이들은 이미 훌륭한 이야기꾼이다. 자기
가 읽고, 보고, 상상한 것을 이야기 상대와 서로 상호작용하며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낼 줄 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고, 여
러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제법 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야기 능력은 서서히 발달한다. ‘그리고’를 연발하며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사태를 나열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원인과 결과를 의식하며 이
야기를 말하는 수준으로 발달한다. 들려주는 이야기의 길이는 점점 길어
지고 이야기의 구조는 복잡해진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서술자가 1년 동안 들려준
이야기를 대화분석법으로 분석하여, 서술자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이
야기 능력이 이 시기에 어떤 발달 양상을 보였는지를 기술(記述)하고 설
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초등학교 1-4학년에 걸친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 발달이 발달 단계별로 어떻게 구획될 수 있는지도 모색해 보
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생태학적 종단연구로 수행되고 있는 유동엽(2009, 2011, 2012)
의 후속 연구이다. 선행 연구와의 비교․대조를 위해 전체적인 연구 틀을
이전 연구와 동일하게 유지하였다.1) 이 연구에서 조사한 서술자는 선행
연구와 동일한 아동이다. 조사 당시 대전 시내 모(某)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평범한 아동으로 우리 주변의 4학년 교실에서 흔히 만날 수 있
1) 연구 논리와 연구 방법에 대해서는 유동엽(2009: 133-14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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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동이다.2)
2011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구자는 가능하면 매주 서술자와 만나 서

술자에게 친숙한 상황에서 서술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캠코더(Sony
HDR-CX130)로 녹화하는 생태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수집하였다.3) 이미

다년간 이야기를 녹화해 와서 서술자는 이야기를 녹화하는 데 별다른 거
부감을 보이지 않았다. 서술자가 자신의 이야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조사자가 맞장구나 질문의 형태
로 이야기의 서술에 자연스럽게 참여하였다.4)
이 연구에서 분석한 이야기는 서술자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인 만 9세
3개월(이하 9.03세)에서 만 10세 2개월(10.02세) 사이에 들려준 36개의 이야

기이다. 서술자가 경험한 것을 들려준 이야기가 17개, 서술자가 지어낸 이
야기가 1개, 서술자가 동화책이나 영화에서 보았던 것을 회상하여 들려준
이야기가 18개였다.5) 서술자가 또래 친구들과 인형 놀이를 하지 않게 된
시기와 맞물리면서 지어낸 이야기의 채록이 어려웠다.6) 이 연구에서 분
2) 아동의 이야기 능력을 진단하는 도구가 있다면, 연구 대상의 선정에 객관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이야기 능력 발달에 대한 질적․양적 연구를 토대로 이야기
능력을 판별하는 진단 도구가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3) 조사자와 서술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종결하였는지(시작과 종결의
교환 구조)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준비 중이다.
4) 실험 상황보다 생태학적인 상황에서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이 제대로 발휘된다는 점
에 대해서는 유동엽(2009: 140) 참고. 다만, 이 경우 분석을 통해 드러난 이야기 능력
이 오롯이 서술자 본인만의 능력이냐 서술자와 조사자의 공동 능력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근접발달영역(ZPD)과도 맞닿아 있는 이 논점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 상대와 함께 이야기를 생성․소통하는 것도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이라고 보
았으나 추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이야기를 갈래별로 유형화하여 접근한 것은 이야기의 갈래에 따라 서술자의 이야기
양상이 달리 나타나기 때문이다(유동엽, 2011: 2012). 이 연구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
야기의 개념과 이야기의 갈래 분류에 대해서는 유동엽(2009: 136-137) 참고.
6) 이 시기에 서술자가 ‘지어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것도 발달의 중요한 지표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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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이야기의 목록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분석한 이야기의 목록

조사날짜

제

목

연령

시간(초)

갈래7)

2011-01-09

개구리 신부

9.03

465

3

2011-01-09

옥수수이야기

9.03

195

3

2011-01-15

별난 박물관 견학

9.03

799

1

2011-01-25

서민이랑 놀이

9.04

454

1

2011-02-01

노빈손 우주탐험대

9.04

568

3

2011-02-11

노잉고 오렌지

9.04

297

3

2011-02-27

존 아저씨의 꿈의 목록

9.05

466

3

2011-03-05

셋이서 논 이야기

9.05

369

1

2011-03-13

사람이 아름답다

9.05

333

3

2011-03-19

정현이의 생일파티

9.05

446

1

2011-03-27

피라미드 대탐험

9.06

1311

3

2011-04-07

밴드마녀와 빵 공주

9.06

503

3

2011-04-14

마린스포츠에서 뜀틀

9.06

404

1

2011-04-21

수족관 현장체험

9.06

686

1

2011-05-06

체육대회

9.07

471

1

2011-05-11

수영장 현장체험

9.07

486

1

2011-05-22

잠옷파티2

9.07

492

1

2011-06-02

루치와 파치

9.08

570

3

2011-06-07

개와 인간의 전쟁

9.08

328

2

2011-06-19

인천 치즈마을 체험

9.08

807

1

2011-07-05

마녀를 잡아라

9.09

969

3

2011-07-18

수영 첫날

9.09

362

1

2011-07-21

오딧셈의 수학대모험

9.09

1522

3

2011-08-06
2011-08-16
2011-08-26
2011-09-05

여름 잠옷파티
에밀리가 특별한 이유
돌아온 진돗개 백구
독서 골든 벨

9.10
9.10
9.11
9.11

416
907
1017
318

1
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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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0
2011-10-01
2011-10-15
2011-10-23
2011-10-28
2011-11-14
2011-11-25
2011-12-10
2011-12-23

마법에 걸린 학교
고고씽
토요놀이
에버랜드에서
장기자랑
베네딕트 비밀클럽
개미이야기
과학대공원 견학
슬플 땐 떡볶이

9.11
10.00
10.00
10.00
10.01
10.01
10.02
10.02
10.02

1963
721
346
352
564
1309
1243
1196
783

111

3
3
1
1
1
3
3
1
3

채록한 이야기를 꼼꼼하게 전사(轉寫)한 후, 이어지는 장에서 설명할
분석 범주에 따라 코딩하였다. 전체 이야기의 코딩이 끝난 후8) 엑셀과
SPSS(11.0)를 활용하여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 발달을 분석하였다. 서술자

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짧은 것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2011년 1월 9
일, <개구리 신부 이야기>).9)
01 조사자 : 응, 어떤 이야기 해 줄 건데?
02 서술자 : 음- (3초)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요. 제일 재밌었던 게요, 어떤

세 왕자가 있어요, 세 명의 (조사자 : 응) 근데 아빠가 쫌 그니까 성격이
안 좋아요 왕인데. (조사자 : 응) 그래가지고 일꾼 부르면 돈 쓴다고 아
들을, 아들들을 고용해가지고 다 집안일을 하게 해요.
03 조사자 : 왕자들인데도 ?
04 서술자 : 네. 그래가지고 막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 1은 ‘경험한 이야기’를, 2는 ‘지어낸 이야기’, 3은 ‘회상한 이야기’를 나타낸다.
8) 전체 이야기를 코딩하는 데만 다섯 달 이상이 소요되었다. 코딩의 일관성을 유지하
려 노력하였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코딩한 연유로 일관성이 다소 흔들리는 것이 느
껴지는 경우도 있었다. 전체 코딩을 끝낸 후 범주별로 검토․수정하는 과정을 거쳤
지만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9) 이어지는 각 장의 설명에서 <개구리 신부 이야기>의 분석을 예로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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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밖에 나가게 해줬는데, 1년 동안 밖에 나가 놀고 오라고 했어
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은을 엄청 많이 가져오래, 은! (조사자 : 응)
그래가지고 막 다 제각각 갔는데요. 막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목소리가
들려와요 조그만 숲에서. 그래서 그쪽 주인이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서
“누구 없어?” 이러면서 막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조사자 :

응) 첫째가 그런 거예요. 누구 없냐면서 막 (조사자 : 응응) 네, 무례하
게. 그래가지고 또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 노 노래를 부르는 사
람이 너 딸이냐?” 하면서 맞다 그랬더니 너 딸이랑 결혼한다고 했어요.
05 조사자 : 보지도 않고?
06 서술자 : 네. 그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왜 안 되냐고 난 왕자고 넌 막 어

쩌고저쩌고 한 거예요. (조사자 : 응)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데려왔는
데 개구리에요. (조사자 : 오호) 그래서 결혼 못한다 한 거예요. 둘째도
((두 손가락을 피며)) 둘째도 그렇게 해가지고 딱 봤는데 개구리에요?
(조사자 : 응) 셋째도 딱 봤는데 개구리에요. 근데 실망 안 하고 결혼을

했어요. 진짜.
⋮
28 서술자 : 그래가지고 근데 또 그 개구리가 또 그거를 그니까 벽에 막 내

동댕이쳐요. 던져서. (조사자 : 응) 그리고 또 다음날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아지를. 갔는데 그쪽에서 비둘기랑 음 같이 나와가지고 강아지가 춤
추고 위에서 비둘기가 이렇게 ((손가락을 돌리며)) 빙빙 돌면서 막 짹짹
거리고. 그래가지고 또 잘해가지고 첫째 둘째 또 질투 나고 그리구 또
이번에는 왕이랑 왕비가요, 이번엔 셋째 집을 오고 싶다는 거예요. (조
사자 : 응) 그니까 왕궁보다 더 멋진 그니까 이만한 ((손가락으로 동그
라미를 그리며)) 집이었다 쳐봐요? (조사자 : 응) 이만한 ((큰 원을 그리
며)) 집이 돼 있어요. 은으로 된. (조사자 : 응)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다아내가 아마도 음
29 조사자 : 마녀?
30 서술자 : 글쎄요 몰라요. 어쨌든 그래가지구요. (조사자 : 응) 이렇게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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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혼해가지구 행복하게 살았대요. (조사자 : 응) 끝이에요.
31 조사자 : 엄마는? 왕과 왕비는?
32 서술자 : 몰라요. 이야기가 그래요. 그리구여 음- (조사자 : 응) 또 어떤

이야기 해주지? ((7분 45초))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야기는 모두 서술자 한 사람의 이
야기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초등학교 4학년 아동 전체의 이야
기 능력에 관한 것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 능력 발
달에 관한 일반 원리를 도출하기보다는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한 아동의 이야기 능력 발달을 추적함으로써 이야기
능력 발달의 한 사례(혹은 전형)를 기술․설명하려 하였다.10) 이어지는
장에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보인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 발달을 ‘이야
기의 구성 능력’, ‘이야기의 표현 능력’, ‘이야기의 소통 능력’ 세 차원에서
기술․설명하고자 한다.11)

Ⅲ. 이야기 구성 능력의 발달
1. 이야기의 주제성
앞서 예시한 <개구리 신부 이야기>는 개구리 신부와 결혼한 셋째 왕
10) 이 연구가 통계처리와 같은 양적인 연구 기법(method)을 활용하고 있지만, 전체적
인 연구 논리(logic)는 질적 연구에 해당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일반화를 지향하지
않는다.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학교 현장에 많이
있을 것이므로 소수의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도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
해․성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11) 이야기 능력을 세 층위로 구조화한 논리에 대해서는 유동엽(2009: 137-13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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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개구리 신부의 도움으로 형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부모님의 인
정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이다. 4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
준 이야기 중에서 <개구리 신부 이야기>처럼 주제가 명확한 이야기의 비
율이 무려 89%에 달하였다(전체 36개 이야기 중 32개). 주제가 다소 불명
확한 이야기는 11%에 불과하였고, 서술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는 한 개도 없었다.
주제가 명확한 이야기의 비율은 1학년 시기에 69%였던 것이 2학년 시
기에 79%로 증가한 후, 3학년 시기에는 88%, 4학년 시기에는 89%에 도달
하였다. 이야기의 주제성에 있어서 초등학교 1학년 시기와 2,3,4학년 시기
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p=.04). 이는 서술자가 이미 초
등학교 2학년 시기부터 주제가 뚜렷한 이야기를 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
이 없었음을 나타낸다.

2. 에피소드의 수와 길이
<개구리 신부 이야기>는 짧은 길이에도 불구하고, [#1 개구리 신부와

결혼] → [#2 형들과 은(銀) 가져오기 대결] → [#3 형들과 예쁜 식탁보 가
져오기 대결] → [#4 형들과 무도회 대결] → [#5 형들과 개 훈련시키기 대
결] → [#6 부모님께 대궐 같은 집 보여주기]라는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
되어 있었다. <개구리 신부 이야기>처럼 4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주
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여러 개의 하위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의 이야기였다.12)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1개에서 12개 사이
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었다(평균 5개). 1학년에서 4학년 시기 간의 에

12) 에피소드의 수와 이야기 구조의 복잡성 간의 상관계수는 r=.5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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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4학년 간 에피소드 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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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드 수 변화를
나타낸 <그림 1>13)
에서 확인할 수 있
듯이, 초등학교 4학
년 시기(9.03세-10.02
세)의 에피소드 수
는 초등학교 2,3학년
시기(7.02세-9.02세)
와 구별되는 도드라

진 증가세를 보였다(p=.000). 유독 4학년 시기의 이야기에 에피소드의 수
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 시기에 이야기의 길이가 이전 시기에 비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길어진 것과 관련이 높아 보인다.14)
한편,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이야기에서 이야기를 구
성하는 개개 에피소드의 길이 자체는 이전 시기의 에피소드 길이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개개 에피소드는 66초에서 400초 사이의
길이였고(평균 161초),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에피소드 수와 에피소드
의 길이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r=-.49).
요컨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서술자의 이야기 구성 능력은 개개 에
피소드의 길이는 안정을 이룬 상태에서 하나의 이야기에 많은 에피소드
를 포함시켜 풍부하게 구술하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13) <그림 1>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짙은 선은 연령에 따른 에피소드 수의 변화를
나타내고, 가운데 있는 완만한 흐린 선은 변화의 양상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추세선
을 나타낸다. 이하 모든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4) 에피소드의 수와 이야기 길이 간의 상관계수는 r=.8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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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야기의 구조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의 구조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Westby(1998)의
‘이야기 구조 결정 나무’를 활용하였다. Westby(1998)에 따르면, 이야기는

낮은 구조 수준에서 높은 구조 수준까지 다음과 같이 8개의 층위로 구분
이 된다.15)
1. 기술적 순서 : 묘사나 나열에 불과한 이야기
2. 행위적 순서 : 시간의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나 등장인물의 행동 간에 인

과가 부족하며, 주로 ‘그리고’의 연쇄로 이루어진 이야기
3. 반응적 순서 : 등장인물의 행동의 그 나름의 이유는 있으나 뚜렷한 목표

가 없는 이야기
4. 축소된 일화 : 하나의 짧은 에피소드는 성립하나 인물의 행동에서 계획

이나 의도가 불분명한 이야기
5. 완전한 일화 : 위의 모든 경우가 충족되는 그럴 듯한 이야기
6. 복합적 일화 : 핵심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그 에피소드를 확장해 주는 여

러 작은 에피소드가 부가되어 있는 이야기
7. 다수의 일화 : 여러 개의 에피소드가 비교적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하나

의 긴 이야기를 이루는 이야기
8. 상호작용이 삽입된 일화 : 서로 다른 운명을 타고난 두 주인공이 각기 다

른 환경에서 성장한 후, 극적인 시기에 서로 대결하는 이야기

‘이야기 구조 결정 나무’에 의하면 <개구리 신부 이야기>는 ‘7. 다수의

일화’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이야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판별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서술자의 이야기는 ‘4. 축소된 일화’에서 ‘8. 상
15) ‘이야기 결정 나무’에 관해서는 강정숙(2003: 11) 참고. 각 층위에 대한 설명은 연구
자가 일부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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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이 삽입된 일화’ 사이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평균 5.94 수준), 가장 높은 수준인 ‘8. 상호작용이 삽입된 일화’에 해
당하는 이야기도 2번 있었다(2011년 3월 27 채록, <피라미드 대탐험>;
2011년 11월 14일 채록, <베네딕트 비밀클럽>). 1학년에서 4학년 시기 간

의 이야기 구조 변화를 나타낸 다음의 <그림 2>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림 2> 1-4학년 간 이야기 구조의 변화

서술자가 들려준 이야
기의 구조는 1-4학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
로 발달하고 있었다.
t-test 결과 1,2,3학년

시기(6.03세-9.02세)의
이야기 구조보다 4학
년

시기(9.03세-10.02

세)의 이야기 구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구조의 수준이 높았다(p=.008). 이를 통해 초등학
교 4학년 시기에 이야기 구조와 관련한 서술자의 이야기 구성 능력이 한
단계 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도 서술자가 경험
한 것을 들려준 이야기에 비해 서술자가 다른 동화책을 읽고 회상하여 들
려준 이야기의 구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수준이 높았다(p=.000). 이
는 서술자가 4학년 시기에 읽은 동화책의 이야기 구조가 조사자에게 들
려준 이야기에 투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1-4학년 시기에 걸쳐
유사한 양상이 거듭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회상한 이야기’에서 촉발된
이야기 능력의 발달이 ‘경험한 이야기’와 ‘지어낸 이야기’로 차례로 파급

16) <그림 2>의 세로축의 수는 각각 이야기 구조 결정 나무의 수준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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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 이야기 능력 발달의 한 경향인 것으로 여겨진다.17)

4. 이야기의 구성 요소
서술자는 부지불식간에 이야기 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야기를
꾸민다. <개구리 신부 이야기>에서도 [#4 형들과의 무도회 대결] 에피소
드에 다양한 이야기 구성 요소가 활용되었다.
‘배

경’ : 어떤 세 왕자가 있어요. 왕이 세 아들에게 1년 동안 밖에 나가서
은을 구해오게 했어요.

‘시작사건’ : 왕이 세 왕자에게 무도회에 아내를 데려오래요.
‘내적반응’ : ‘근데 개구린데 어떻게 데려오지?’
‘내적계획’ : 헌 수레 같은 거를 그냥 구해가려고 가고 있었어요.
‘시 도’ : 말 네 마리가 끄는 은으로 된 마차를 타고, 아내가 개구리였잖아

요. 공주로 변해 있었어요.
‘결

과’ : 무도회에서 첫째, 둘째 왕자의 아내가 샘을 냈어요.

‘결

말’ : 이렇게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들 이야기 구성 요소 외에도 ‘갈등’이나 ‘평가’ 등의 이야기 구성 요소
도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시기 간 이야기 구성 요소의 활용 비율을 나
타낸 <그림 3>을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도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내적반응’, ‘내적계획’, ‘갈등’의 활용 비율이 다른 구성 요소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3학년 시기에 일시적으로 활용 비율이

17) 아동의 이야기 능력 발달을 판별하는 도구를 개발할 경우에 어떤 이야기 갈래를 대
상으로 할 것인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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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4학년 간 이야기 구성 요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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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졌던 ‘갈등’은 4학년 시기
에 평균 수준으로 회귀하였
다. ‘갈등’이 포함된 이야기는
이야기 구조의 수준18)과 이
야기의 서사성19)이 높으므로
‘갈등’의 활용 비율은 5, 6학년

시기의 이야기 구성 능력 발
달을 가늠하는 주요한 지표
로 해석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평가’ 요소의 활용 비율이 4학년 시기에 급격히 높아졌다
는 점이다. ‘평가’는 다음 서술의 밑줄 친 부분처럼 이야기에 대한 전반적
인 느낌이나 인상, 시사점 등을 평(評)하며 이야기를 갈무리하는 기능을
하는 이야기 구성 요소이다.
18 서술자 : ((고개를 끄덕거린다)) 처음엔 슬펐어요. 되게, (4초) 재미있었

고,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에 주희 언니랑 친해졌어요. 참. 그리고 USB
그거요 (조사자 : 응) 그걸 놓고 갔는데요, 그걸 엄마, 아 그니까 그 주희
가 본거에요. 엄마라고 (조사자 : 응) 다 보고 , 편지도 써놨어요. 딱 이
편지 써놓고 그래서 친해졌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2011년 4월 7
일, <밴드 마녀와 빵 공주>).

‘평가’는 성인 서술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삶의 교훈이나 깨달음을

제시하는 형태로 흔히 나타나는 구성 요소이지만(“그러니까 어린이 여러
분, 혹부리 영감처럼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는 안 돼요.”), 초등학교 저학년

18) ‘갈등’의 포함 여부와 이야기 구조 수준 간의 상관계수는 r=.78이었다.
19) ‘갈등’의 포함 여부와 이야기 서사성 간의 상관계수는 r=.93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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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이야기에는 드물게 나타나는 구성 요소이다(유동엽, 2012: 191). 성
인과 달리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이야기를 굳이 평가하여 교훈을 끄집
어내기 보다는 이야기 자체를 즐기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4
학년 시기에 들어 서술자의 이야기에 1,2,3학년 시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가’ 요소가 증가하였다는 점은(p=.000), 4학년 시기에 서술
자가 성인의 이야기 관습을 하나 더 학습하기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것으
로 판단된다.

5. 이야기의 서사성
서술자가 들려준 이야기가 어느 정도의 서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
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서사성에 관한 박진(2005: 79-85)의 9가지 질문
을 활용하여 서사성 정도를 양화하고자 하였다. 각 질문에 2점씩 배점하
여 <개구리 신부 이야기>의 서사성 정도를 양화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야기 되는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화자나 이야기하는 행위에

대한 이야기보다 내용이 더 많은가?

------ (2점)

2. 시간의 흐름이 분명히 느껴지는가?

------ (2점)

3. 갈등이 분명히 드러나는가?

------ (2점)

4. 진술이 구체적인가?

------ (2점)

5. 우연성보다는 필연성이 작용하고 있는가?

------ (1점)

6. 처음, 중간, 끝이 있는 완전한 구조물인가?

------ (2점)

7.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그럴듯한가?

------ (2점)

8. 이야기의 흐름에 어떤 지향이 있는가?

------ (2점)

9. 요점이 분명한가?

------ (2점)

18점을 만점으로 하였을 때 <개구리 신부 이야기>는 서사성 점수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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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나 되어 서사성이 무척 높은 이야기로 판별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제보자의 이야기는 7점에서 18점 사이의 서사
성 점수를 가지고 있었다(평균 13점). 이야기의 갈래에 따라 서사성의 정
도에 차이가 있었는데,20) ‘경험한 이야기’의 서사성(평균 9.47점)보다 ‘회상
한 이야기’의 서사성(평균 13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00).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시기 간에 ‘회상한 이야기’ 갈래의 서사성 변화
를 나타낸 <그림 4>를 보면, ‘회상한 이야기’의 서사성이 초등학교 1-4학
<그림 4> 1-4학년 간 회상한 이야기의 서사성 변화

년 시기에 걸쳐 지속
적으로 발달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t-test 결과 1,2학년 시

기(6.03 세-8.02 세) 의
‘회상한

이야기’보다

3,4학년

시기(8.03세

-10.02세) ‘회상한 이야

기’의 서사성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01).
요컨대, 이전 시기보다 높아진 이야기의 구조와 서사성, 더 많아진 에
피소드의 수, 그리고 ‘평가’와 같은 성인의 이야기 구성 요소의 학습 등의
단서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서술자의 이야기 구성 능력
이 이전 시기보다 한 단계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 이야기의 갈래와 이야기 서사성 간의 상관계수는 r=.8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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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야기 표현 능력의 발달
1. C-unit의 수
이야기에 관한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표상하
는 단위로 C-unit을 사용한다. C-unit 한 개가 하나의 사태(事態)를 표상
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행동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어 문장을 단위로
하는 것보다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단문은 C-unit 한 개로 표상되고, 연이
은 사태를 표상하는 대등절은 두 개 이상의 C-unit으로 분절된다. 인과절
처럼 주절과 동시간대에 발생한 사태를 서술하는 종속절의 경우에는 주
절과 함께 하나의 C-unit으로 분석된다.21) <개구리 신부 이야기>의
C-unit 분석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04 서술자 : 네. 그래가지고 막 밖에 나가고 싶어하는 거에요. /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밖에 나가게 해줬는데, / 1년 동안 밖에 나가 놀고 오라고 했어
요. /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은을 엄청 많이 가져오래, 은! / (조사자 :
응) 그래가지구 막 다 제각각 갔는데요. / 막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목
소리가 들려와요 조그만 숲에서. / 그래서 그 쪽 주인이 이렇게 똑똑 두
드리면서 / “누구 없어?” 이러면서 / 막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거 있잖아
요. / (조사자 : 응) 첫째가 그런 거에요. 누구 없냐면서 막 / (조사자 :
응응) 네, 무례하게. / 그래가지고 또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에요. / “저
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너 딸이냐?” 하면서 / 맞다 그랬더니 너 딸이
랑 결혼한다고 했어요./

C-unit 분석 결과, <개구리 신부 이야기>는 120개의 C-unit으로 표상되
21) C-unit의 개념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김기순(2006), 신수진(200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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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서술자의 이야기는 52개에서 472개 사이의
C-unit으로 구성되어 있었다(평균 185.8개). 1학년에서 4학년 시기 간의
C-unit 수 변화를 나타낸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등학교 4학

년 시기(9.03세-10.02세)에 이야기의 C-unit 수가 1,2,3학년 시기(6.03세-9.02
세)와 구별되는 도드라진 증가세를 보였다(p=.000). 유독 4학년 시기의 이
<그림 5> 1-4학년 간 C-unit 수의 변화

야기에 C-unit 수가
많았던 것은 이 시
기의 이야기가 이전
시기에 비해 현저하
게 길어졌기 때문으
로 보인다.22) 이전
시기에 비해 이야기
를 길게 서술했다는
것만으로도 초등학

교 4학년 시기에 서술자의 표현 능력이 발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편, ‘회상한 이야기’ 갈래와 ‘경험한 이야기’ 갈래 간의 C-unit 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서(p=.06), 적어도 표현 차원에서는 이야기 갈
래별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 문장의 접속
1) 접속 부사의 사용

22) C-unit 수와 이야기 길이(시간) 간의 상관계수는 r=.9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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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시기 사이에 서술자가 어떤 접속 부사를 사
용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이야기에 사용된 접속 부사의 평균 빈도

그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그런데

그렇지만

1학년

12.3

0.36

6.8

1.2

5.5

0

2학년

12.5

0.06

10.8

2.8

6.3

0.1

3학년

14.6

0.07

8.7

1.8

7.8

0.1

4학년

12.1

0.25

29.6

2.2

14.9

0

그래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어쨌든

하여튼

1학년

0

0

0

0

0

0

2학년

0.1

0.7

0.2

0.16

0

0

3학년

0.1

2.5

0.4

0.1

0.1

0.02

4학년

0.3

5.4

0.4

0.5

0.6

0.03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래야지

하지만

1학년

0

0

0

0

2학년

0

0

0

0

3학년

0

0

0

0

4학년

0.61

0.83

0.14

0.06

<표 2>를 보면, 서술자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도 이전 시기와 마찬

가지로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를 주로 활용하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래서’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높아졌는데, 이
는 ‘그랬더니’, ‘그러면’,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러니까’ 등의 사용과 맞
물려 이 시기에 서술자가 인과관계를 강하게 의식하며 이야기를 전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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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음을 의미한다. 3학년 말엽(9.01세)에 서술자의 이야기에 ‘어쨌든’, ‘하
여튼’이 처음으로 사용되었지만, 이들 접속 부사의 사용 빈도가 4학년 시
기에 들어 높아지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래야지’, ‘하지만’
등의 접속 부사는 4학년 시기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강정숙(2003: 77)에 따르면 ‘그러나’, ‘하지만’과 같이 반대 개념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가 평균 7.04세에 발견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
서 조사한 서술자의 경우에는 4학년 시기까지도 ‘그러나’가 사용되지 않
았고, ‘하지만’의 사용 빈도도 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이 연구에서 조사한 서술자만의 독특한 개인 특성인지, 아이들의 언어생
활에서 ‘하지만’이나 ‘그러나’가 구어에 잘 사용되지 않는 문어투 표현인
지는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2) 부가관계비율, 인과관계비율, 연결어미비율

이 연구에서는 서술자가 부가관계와 인과관계를 어떻게 활용해 이야기
를 전개해 나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부가관계비율과 인과관계비율을 분
석해 보았다. 부가관계비율은 한 이야기에 사용된 부가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그리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하지만’, ‘그러면서’, ‘그
러다가’ 등)와 연결 어미(‘-고’, ‘-가지고’, ‘-다가’ 등)의 총합을 그 이야기
의 C-unit 수로 나눠 표준화한 비율을 가리키고, 인과관계비율은 이야기
에 사용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그래야지’ 등)와 연결 어미(‘-서’, ‘-더니’, ‘-니까’, ‘-면’

등)의 총합을 C-unit 수로 나눠 표준화한 비율을 가리킨다. 분석 결과,
<개구리 신부 이야기>의 부가관계비율은 48%였고, 인과관계비율은 38%

였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시기 간의 부가관계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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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등학교 1-4학년 시기에 걸쳐 부가관

계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t-test 결과, 1,2학년 시기(6.03
세-8.02세)보다 3,4학년 시기(8.03세-10.02세)의 부가관계비율이 통계적으
<그림 6> 1-4학년 간 부가관계비율의 변화

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p=.000). 이는 초등학교
3,4학년이 되어서도 부가

관계로 이야기를 전개하
는 것이 서술자에게 가
장 손쉬운 이야기 전개
방법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보이는 인과관계비율의 유의미한 증가이다. 1학년에서 4학

년 간의 인과관계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다음의 <그림 7>에서 4학년 시기
(9.03세-10.02세)에 인과관계비율이 확연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test 결과, 인과관계비율에 있어서 1학년 시기(6.03세-7.02세)와 2,3학년

시기(7.03세-9.02세)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p=.001), 2,3학
<그림 7> 1-4학년 간 인과관계비율의 변화

년 시기와 4학년 시기 간
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0). 이
는 부가관계비율의 증가
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인과관계를 강하게 의식
하며 이야기를 전개하였
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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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비율이 높은 이야기는 서사성이 높고,23) 이야기 구조의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24)
한편, 서술자가 단문과 단문을 접속 부사로 연결하며 이야기를 전개하
였는지, 연결어미를 활용하여 복문(複文)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야기에 사용된 연결어미의 사용 비율을 분석해 보았다.
1학년에서 4학년 시기 간의 연결어미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학년 시기(9.03세-10.02세)에 연결어미의 사용 비율이
<그림 8> 1-4학년 간 연결어미비율의 변화

1,2,3학년

시기(6.03세

-9.02세)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p=.000). 이는 4학년 시

기에 서술자가 연결어미
를 활용하여 복문으로
이야기를 전개한 경우가
많았음을 나타내는 것으
로 서술자의 이야기 표
현 능력이 4학년 시기에 한 단계 발달하였음을 나타내는 단서로 해석된
다.25)

23) 인과관계비율과 이야기 서사성 간의 상관계수는 r=.449이었다.
24) 인과관계비율과 이야기 구조 간의 상관계수는 r=.460이었다.
25) 단문의 나열보다는 복문의 구사가 보다 진보한 이야기 표현 방식이라는 데에는 이
론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적어도 초등학교 급에서는 복문의 구사가 단문의 나열
보다는 더 발달한 표현 방식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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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장의 표현 : 낱말로 본 평균 절 길이
이 연구에서는 서술자의 문장 표현력을 파악하기 위해 ‘낱말로 본 평균
절 길이(MLCw)’를 분석해 보았다. ‘낱말로 본 평균 절 길이’는 하나의
C-unit에 포함되어 있는 낱말의 평균 개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낱말로 본

평균 절 길이’가 길수록 사태를 표상하는 서술자의 문장표현력이 풍부함
을 나타낸다. <개구리 신부 이야기>의 ‘낱말로 본 평균 절 길이’는 5.08개
였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서술자의 이야기는 하나의 C-unit이 4.21개에서
5.78개의 낱말로 표현되어 있었다(평균 4.99개).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시기 간의 ‘낱말로 본 평균 절 길이’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2학년 시기에
특이 값을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 학년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에 이미 아동의 문장표
현력이 충분히 성숙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장표현력이 획기적으
로 신장하는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후속 연
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이야기 갈래에 따라서는 ‘낱말로 본 평균 절 길이’에 차이가 있었
다. 4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회상한 이야기’의 ‘낱말
로 본 평균 절 길이’(평균 4.97개)가 ‘경험한 이야기’의 그것(평균 4.72개)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길었다(p=.000). 이는 서술자가 동화책에서
읽은 것을 회상하여 이야기할 때 수식언 등을 첨가하여 보다 풍부하게 표
현하였음을 나타낸다. ‘회상한 이야기’를 할 때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된다는 본 논문 3장의 논의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요컨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이야기를 구성하는 C-unit의 수에 뚜렷
한 증가가 있었다. 또한 이 시기에 서술자는 인과관계를 강하게 의식하며
이야기를 전개하였으며, 복문의 사용 비율이 이전 시기에 비해 증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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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단서에 비추어 볼 때,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서술자의 이야기
표현 능력은 이전 시기에 비해 한 단계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Ⅴ. 이야기 소통 능력의 발달
1. 연행의 수와 연행비율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연행하며 이야기하길 좋아한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서술자도 <개구리
신부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밑줄 친 부분처럼 연행을 하며 이야기하였
다.
04 서술자 : (앞부분 생략) 그래서 그쪽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

며)) 이렇게 똑똑 두드리면서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누구
없어?” 이러면서 막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조사자 : 응) 첫
째가 그런 거에요. 누구 없냐면서 막 (조사자 : 응응) 네, 무례하게. 그래
가지고 또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에요.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흉내 내
며)) “저 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너 딸이냐?” 하면서 맞다 그랬더니
너 딸이랑 결혼한다고 했어요.

연행이 들어 있는 이야기는 재미있고 흡입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훨씬
이해도 잘된다. 여성 서술자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연행하는 습관
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만, 성인 남성 서술자의 경우에는 개그를 하거
나 흉을 볼 때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연행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연행을 통해 이야기의 소통성을 증가시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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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느 시기에 어떤 양상으로 발달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야기에 나
오는 연행의 수와 연행비율26)을 분석해 보았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서술자는 3개에서 115개의 연행을 곁들여 이야
기를 소통하였다(평균 36.8개). 4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이야기의
길이(시간) 자체가 길어졌으므로 연행의 수도 비례해서 증가한 결과이
다.27) 이야기 길이(시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연행비율의 변화를 분
석한 결과는 다음의 <그림 9>와 같다. <그림 9>를 보면, 1,2,3학년 시기
<그림 9> 1-4학년 간 연행비율의 변화

(6.03세-9.02세)에 감소하

던 연행비율이 4학년 시
기(9.03세-10.02세)에 오
히려 반등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1,2,3학년
시기에 보이는 감소 추
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고(p=.002),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행비율이
감소할 것이란 유동엽(2012: 200)의 예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4
학년 시기에 이루어진 연행비율의 반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현재
로선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반등이 연행비율의 안정기를 의미하는 것
인지, 일시적인 반등 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이어질 것인지는 후속 연
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26) 이야기에 나오는 연행의 수를 그 이야기의 C-unit 수로 나눠 표준화한 비율을 가리
킨다.
27) 연행의 수와 이야기 길이(시간) 간의 상관계수는 r=.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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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대표현의 수와 초대표현비율
서술자는 이야기 상대를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기 위해 ‘이야기 상대를
등장시키는 표현’, ‘호기심을 유발하는 표현’, ‘비교 기준을 맞추는 표현’,
‘호응을 유도하는 표현’, ‘상대역을 요청하는 표현’, ‘주목을 요구하는 표

현’, ‘현실에 적용하는 표현’, ‘공유 정보를 확인하는 표현’, ‘말하려는 내용
에 대해 물어보는 표현’, ‘이야기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언급하는 메타적
표현’ 등과 같은 다양한 초대표현을 구사한다.28) <개구리 신부 이야기>
에도 다음과 같은 초대표현이 여럿 구사되었다.
28 서술자 : (앞부분 생략) 그니까 왕궁보다 더 멋진 그니까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이만한 집이었다 쳐봐요? (‘비교 기준을 맞추는 표
현’) 이만한 ((큰 원을 그리며)) 집이 돼 있어요. 은으로 된.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다- 아내가 아마도 음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서술자는 한 이야기에 1개에서 26개 사이의 초
대표현을 구사하였다(평균 8.39개). 이야기 길이(시간)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초대표현비율29)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초대표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학년 시기(6.03세-7.02세)에 비해 2,3,4학년 시기
(7.03-10.02세)의 초대표현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p=.025). 연행과 마찬가지로 초대표현이 많이 구사되면 이야기의 소통성

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야기에 초대표현의 구사

28) 초대표현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는 유동엽(2009: 167-169) 참고.
29) 이야기에 나오는 초대표현의 수를 그 이야기의 C-unit 수로 나눠 표준화한 비율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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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4학년 간 초대표현비율의 변화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
을 현재로선 설명하기
어렵다. 이 연구에서 조
사한 서술자의 개인 특
성인지, 체면(face)과 같
은 사회언어학적 요소
가 작용하는 보편적인
발달 양상인지는 후속
연구를 통한 규명이 필
요하다.

3. 이야기의 속도 : 10초당 낱말 수
이 연구에서는 서술자가 자신감을 가지고 얼마나 유창하게 이야기를
소통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서술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속도를 분석하
였다.30) 이야기의 속도는 10초당 평균 몇 개의 낱말이 포함되어 있는지로
양화하였는데, <개구리 신부 이야기>의 10초당 낱말 수는 13.12개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이야기의 10초당 낱말 수는
10.88개에서 16.56개 사이였다(평균 13.60개). 1학년에서 4학년 시기 간의
10초당 낱말 수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 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4학년

시기(9.03세-10.02세)에도 10초당 낱말 수가 이전 시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10초당 낱말 수에 있어서 1학년 시기(6.03세-7.02세)와
2,3학년 시기(7.03세-9.02세)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p=.000),
30) 유동엽(2009, 2011, 2012)에서는 ‘이야기의 속도’를 이야기 표현 능력의 일부로 보았
지만, 이 논문에서는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이야기 소통 능력의 일부로 재범주화하
였다. 통찰력 있는 심사 의견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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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학년 시기와 4학

년 시기 간의 차이
도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p=.000). 이
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서술자의 이
야기 유창성이 이전
시기보다 발달하였
음을 나타낸다.

4. 소통의 양상 : 순서당 평균 C-unit의 수
이야기하기는 서술자 한 사람만의 과업이 아니다. 서술자와 이야기 상
대가 상호작용하며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 서술자와 이야기 상대 간
의 힘(power)31) 차이, 친밀함 정도, 화제에 대한 이해 정도 등과 같은 다
차원적인 요인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서술자는 아동이고, 조사자는 성인이므로 서로 아무리 친밀하였
다고는 하나 이야기 참여자 간에 힘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였다. 그러나
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술자인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은 이야기 행위의
주체로서 이야기의 소통을 주도하였다.
서술자가 이야기의 소통을 어떤 양상으로 주도하였는지는 서술자가 자
신의 순서(turn)에서 얼마나 길게 이야기하였는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서술자가 조사자의 질문32)에 짧게 답을 하는 형태로 이야기를 짤막하게
31)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권력과 같은 사회언어학적 개념을 가리킨다.
32) 조사자가 어떤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여 서술자의 이야기 행위를 도왔는지에 관해
서는 별도의 논문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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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어서 가쁜 호흡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자신의 순서에서 길게 내용을
뽑아서 유려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 <개구리 신부 이야기>의 경우에
서술자는 자신의 순서에서 평균 7.5개의 C-unit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수치는 서술자가 조사자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비교적 짤막하게 끊어
서 이야기했음을 나타낸다.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서술자는 자신의 순서에 4.8개에서 37.2개의
C-unit으로 이야기를 서술하였다(평균 14.1개). 1학년에서 4학년 시기 간의

순서당 C-unit 수의 변화를 나타낸 다음의 <그림 12>을 보면, 1-4학년 시
기에 걸쳐 순서당 C-unit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그림 12> 1-4학년 간 순서당 C-unit 수 변화

다. 1,2학년 시기(6.03
세-8.02세)보다 3,4학년
시기(8.03세-10.02세)에
순서당 C-unit 수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다(p=.000). 그리고
자신의 순서에서 길게
말하는 경우에는 이야
기의 속도도 빠른 경

향을

보였다.33)

요컨대, 연행비율이나 초대표현비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주도
권을 쥔 채 자신감을 가지고 유창하게 이야기를 소통하는 능력은 지난 시
기에 이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순서당 평균 C-unit 수와 이야기 속도(10초당 낱말 수) 간의 상관계수는 r=.4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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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지금까지 초등학교 4학년 시기(9.03세-10.02세)에 서술자가 들려준 36개
의 이야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 발달을 ‘이야기의
구성 능력’, ‘이야기의 표현 능력’, ‘이야기의 소통 능력’ 세 차원에서 기
술․설명해 보았다.
서술자의 이야기 구성 능력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이전 시기보다
한 단계 발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야기의 구조 수준과 서사성이 지난
시기보다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길이가 이전 시기보다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길어진 것과 맞물려 더 많은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수준
높은 이야기가 다수 만들어졌다. 또한 이야기 문법 중 ‘평가’와 같이 성인
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구성 요소가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발현되기 시작
하였다.
서술자의 이야기 표현 능력도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이전 시기보다
한 단계 발달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C-unit의 수가 지
난 시기에 비해 뚜렷이 증가하였고, 서술자가 인과관계를 강하게 의식하
고 이야기하였음이 인과관계비율의 유의미한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단
문보다는 복문을 이전 시기보다 더 많이 구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러다가’, ‘그래야지’, ‘하지만’ 등의 접속 부사가 4학년 시기에 처음으로 사
용되었다.
반면, 서술자의 이야기 소통 능력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다소 혼란
스런 발달 양상을 보여주었다. 1-3학년 시기 동안 감소 추세를 보이던 연
행비율이 4학년 시기에 오히려 반등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초대표현비율
은 이전 시기에 이어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고 자신
의 순서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유창하게 소통하는 능력은 지난 시기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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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4학년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동엽(2012: 205)에서는 이야기의 수준과 관련이 높은 ‘이야기의 구성
요소’, ‘이야기의 구조’, ‘이야기의 서사성’, ‘C-unit의 수’, ‘부가관계비율과
인과관계비율’ 등의 발달 양상을 고려할 때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 발달
단계를 <1학년 시기>와 <2,3학년 시기>로 구획할 수 있다고 보았다. 4학
년 시기의 이야기 능력 발달을 탐구한 본 연구의 결과,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이전 시기보다 한 단계 발달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선행 연구과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에서
는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 발달 단계가 <1학년 시기>, <2,3학년 시기>, <4
학년 시기>로 구획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물론 이러한 발달 단계 구획은
이 연구에서 조사한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 발달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조
사 대상을 달리하는 광범위한 후속 연구가 축적되기 전까지는 초등학생
일반의 이야기 능력 발달 단계로 일반화될 수 없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이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와 비
교․대조할 수 있는 선행 연구가 부족하여 이야기 능력 발달을 두텁게 기
술(deep description)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금처럼 가는 기술․설명만으
로 화법 교육에 관한 시사점을 감히 도출하기도 조심스러웠다. 연령과 성
(性), 지역, 계층, 언어 능력을 달리하는 다양한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 발

달에 관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서 국어 교육과정이나 교재, 진단․평가 도
*

구의 개발이 굳건한 이론적․경험적 토대 위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34)

* 이 논문은 2013. 4. 26. 투고되었으며, 2013. 5. 20. 심사가 시작되어 2013. 6. 3. 심사가 완
료되었고, 2013. 6. 7.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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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학교 4학년의 이야기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유동엽
이 연구는 유동엽(2009, 2011, 2012)의 후속 연구로서 초등학교 4학년인 서술
자가 1년 동안 들려준 이야기를 대화분석법으로 분석하여, 서술자의 이야기 능
력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만 9.03세-만 10.02세)에 어떤 발달 양상을 보였는지
를 기술․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초등학교 1-4학년에 걸친 서술
자의 이야기 능력 발달이 발달 단계별로 어떻게 구획될 수 있는지도 모색해 보
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이야기의 구조 수준과 서사성이 지난 시기
보다 높아졌으며 이야기의 길이가 유의미하게 길어진 것과 맞물려 더 많은 에피
소드로 이루어진 수준 높은 이야기가 다수 만들어졌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C-unit의 수가 지난 시기에 비해 뚜렷이 증가하였고, 서술자가 인과관계를 강하
게 의식하였음이 인과관계비율의 유의미한 증가로 나타났다. 복문을 이전 시기
보다 더 많이 구사하게 되었다. 연행비율과 초대표현비율에서는 감소 추세가 이
어졌지만 자신의 순서를 장악한 채 유창하게 소통하는 능력은 지속적으로 발달
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으로 삼은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 발달
단계를 1학년 시기를 1그룹, 2,3학년 시기를 하나의 단계로 묶어 2그룹, 4학년 시
기를 따로 떼서 3그룹으로 구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
단계 구획을 초등학교 4학년 전체의 것으로 일반화해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연
령과 성(性), 지역, 계층, 언어 능력을 달리하는 다양한 서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로 보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이야기 능력 발달, 생태학적 종단 연구, 초등학교 4학년, 화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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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ory Telling Ability Development of Fourth-Grade
Student in the Elementary School
Yoo, Dong-yup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story telling ability of
forth-grade student in the elementary school, and to induce suggestions to
the oral communication education. This is the fourth ecological longitudinal
research of Yoo(2009, 2011, 2012). This research aims to answer to following
two questions.
First, How does the story telling ability develop during the fourth-grade?
Second, How can we divide developmental phase during 1st～4th grade?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 story telling ability of fourth grade was
different from third grade at many points. Not only was the structure of story
complicated, but also was the quality of story(so called 'narrative-ness')
improved. And the causal connection of story, the number of episode, and the
number of C-unit which construct story were remarkably increased. So,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developmental phase of story telling ability could be
divided as 3 group; <1st grade>, <2nd + 3rd grade>, and <4th grade>.
[Key words] story telling ability development, ecological longitudinal study,
fourth-grade student, oral communication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