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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아이들은 ‘이야기(story)’의 세계에 살고 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을 친구

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길 즐기고, 어떤 놀이보다 이야기 책 읽기를 좋아

하며, 손에 든 인형을 주인공 삼아 이야기를 만들며 논다. 아이들은 이야

기를 통해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배우고, 이야기로 자아를 형성한다

(White & Epston, 1990; Winslade & Monk, 1999). 어쩌면, 사실과 정보를 갈

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성인들도 삶에 부족한 이야기를 보충하기 위해 드

라마에 열광하는지 모른다. Bruner(2002)는 사실로 여겨지는 법조문이나 

역사 기록조차 이야기라고 하였고, 이야기를 역사 연구의 토대로 삼는 연

구도 활발하다(윤택림·함한희, 2006; 한국구술사연구회, 2005).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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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인간의 존재에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교육의 내용과 방법으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근자에 이야기의 힘에 주목한 수학교육 연구자

들이 수학 수업을 일신할 강력한 도구로 이야기(스토리텔링)를 활용하겠

다며 여론의 주목을 끈 바 있다. 뒤늦게나마 다른 교과에서 이야기에 주

목한 것이 반갑기도 하고, 이야기에 관해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책무감을 

느끼기도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에도 듣기·말하기 영역과 문학 영역을 중

심으로 이야기와 이야기 능력에 관한 많은 [내용 성취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적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가 국어교육 공

동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야기 능력의 발달을 탐구하기 위해, 종단 연구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는 유동엽(2009, 2011, 2012, 2013)의 후속 연구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서술자1)의 이야기 능력은 어떤 발달 양

상을 보이는가?

둘째, 초등학교 1-5학년에 걸쳐 이루어진 이야기 능력의 발달은 학년군

으로 어떻게 묶어질 수 있는가?

셋째, 이야기 갈래에 따라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

는가?

1) 본 연구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서로 소통하며 함께 이

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관점에 기초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든 대화가 그러하

듯이 이야기 참여자들 간의 공동 작업이다.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혼자서 일방

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고, 일상적이지도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 화자’, ‘청자’라는 용어대신에 ‘서술자’, ‘조사자’, ‘이야기 상대’ 등

의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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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술자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1년 전인 2007년에 시

작하여 2014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종단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

다. 연구의 기본적인 설계는 유동엽(2009)에 기초하고 있으며 연구의 과정

에서 일부 사항은 조정하였다. 종단적 사례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한 아동의 이야기 능력 발달을 심층적으로 두텁게 기술(記述)하는 장점

을 가진 반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연구가 수

행된 절차에 따라 연구 방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료 수집

서술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2012년 1월부터(만 10세 3개월, 이하 

10.03세) 동년 12월(11.02세)까지 서술자의 이야기를 캠코더로 채록하였다. 

서술자가 편안해 하는 공간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서술자가 마음껏 이야

기를 하도록 허용하였고, 조사자도 별다른 목적의식 없이 여느 사람과 이

야기하듯이 맞장구를 치거나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의 생성에 참여하였다. 

다년간의 채록 경험으로 서술자는 캠코더로 녹화하는 상황을 전혀 불편

해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채록한 이야기는 실험 상황에서 

도출한 이야기와는 달리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이 마음껏 발휘된 이야기 

자료라 하겠다. 

수년에 걸쳐 수행되는 종단 연구에서는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과 유지 

관리가 연구의 성공에 관건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 주에 이야기 

한 개를 채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37개의 이야기를 채록하였지만 전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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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록일 제  목 연령 시간(초) 갈래 2)

2012-01-02 동물나라 이야기 10.03 386 3 

2012-01-04 스케이트 강습 첫날 10.03 543 1 

2012-01-18 매직 트리 2권 10.03 1825 3 

2012-01-31 연금술사 10.04 1637 3 

2012-02-24 몬스터와 함께 한 모험 10.04 1220 2 

2012-03-05 어둠 속의 참새들 10.05 1471 3 

2012-03-12 오케스트라 첫 날 10.05 820 1 

2012-03-20 수련회 계획 10.05 274 2 

2012-03-28 줄넘기 시간 10.06 477 1 

2012-04-05 육상 대회 10.06 677 1 

2012-04-15 송연이랑 논 이야기 10.06 506 1 

2012-04-30 운동회 예행연습 10.07 274 1 

2012-05-04 즐거운 수련회 10.07 1716 1 

2012-05-16 연아처럼 당당하게 10.07 290 3 

2012-05-27 잠옷 파티1 10.08 554 1 

2012-06-10 길모퉁이 행운 돼지 10.08 1142 3 

2012-06-20 말 안하기 게임 10.08 725 3 

2012-06-29 우리 반 특별 답사 10.09 821 1 

2012-07-08 사춘기 드라큘라의 일기 10.09 641 3 

2012-07-11 드라큘라 백작 10.09 632 3 

2012-07-27 열혈 수탉 분투기 10.10 783 3 

2012-08-01 계곡 피서 10.10 537 1 

2012-08-20 쌀뱅이를 아시나요 10.10 337 3 

2012-08-22 솔로몬의 법정 10.10 647 1 

2012-08-30 오이대왕 10.11 884 3 

2012-09-03 손자와 할아버지의 사랑이야기 10.11 459 2 

2012-09-20 야구 수업 10.11 312 1 

2012-09-24 생일 파티 10.11 527 1 

2012-10-20 모모와 다락방의 요괴 11.00 895 3 

2012-10-22 잠옷 파티2 11.00 859 1 

이야기 1개가 유실되어, 최종적으로 36개의 이야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이야기의 목록은 다음의 <표 1>과 같다.2)

<표 1> 연구 자료로 삼은 이야기의 목록

2) 1은 ‘경험한 이야기’, 2는 ‘지어낸 이야기’, 3은 ‘회상한 이야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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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5 학교에서 11.01 386 1 

2012-11-18 잭과 콩나물 11.01 544 1 

2012-11-26 상림 언니 결혼식 11.02 372 1 

2012-12-12 매직 트리 1권 11.02 1038 3 

2012-12-17 마법 게임 11.02 1948 3 

2012-12-21 지영이 집에서 논 이야기 11.02 464 1 

서술자가 자신이 경험한 일을 들려준 이야기(이하 ‘경험한 이야기’)가 

18개였고, 서술자가 즉석에서 지어낸 이야기(이하 ‘지어낸 이야기’)가 3개

였다. 그리고 서술자가 읽거나 본 이야기를 회상해서 들려준 이야기(이하 

‘회상한 이야기’)가 15개였다. 이야기의 생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서술자에

게 일련의 그림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만들게 하는 ‘산출한 이야기’는 4학

년 시기에 이어 5학년 시기에도 채록하지 않았다.

2. 자료 전사

본 연구에서는 대화분석법을 적용하여 이야기 능력 발달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술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2차에 걸쳐 꼼꼼히 전사(轉

寫)하였다. 1차 전사는 2013년 1월에서 동년 9월까지 실시하였고, 2차 정

밀 전사는 2013년 10월에서 동년 12월까지 실시하였다. 이야기의 전사에 

사용한 기호는 다음과 같다. 

01, 02 : 순서(turn)를 표시한다. 

☆ ★ : 이야기 참여자들의 발화가 서로 중복되는 시작점과 끝점을 나타낸다. 

  = : 앞 순서의 발화에 다음 순서의 발화가 바로 이어짐을 나타낸다. 

(2초) : 2초간 휴지(休止)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 : 상승 억양을 나타낸다. 

( ? ) : 발음이 부정확하여 전사하지 못하거나 전사한 것이 정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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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   )) : 서술자의 몸짓을 기술한다. 

서술자가 5학년 시기에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지어낸 이야기 한 개를 

예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2012년 2월 24일, <몬스터와 함께 한 모험>3)).

01 서술자 :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요. 그니까, 그니까 어제요, (조사자 : 응) 

아니, 꿈꾼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생각난 거였거든요? 근데 좀, 

등장인물이 좀 신기해요. 좀 약간 잔인했어요. (조사자 : 으흠) 

등장인물이 (조사자 : 응) 구미호랑요 (조사자 : 응) 나도 있었

어요. (조사자 : 응) 나는 그냥 보통 펄슨

02 조사자 : 그냥 보통 사람이고?

03 서술자 : 네, 그리고 그렇게 둘이 있었거든요, 우리 둘이? (조사자 : 으흠) 

근데 어딘진 잘 모르겠는데요 (조사자 : 응) 어떤 좀 금상만4) 

선생님이 나왔어요. (조사자 : 응) 으흐흐흐흐. 그래서 금상만 

선생님이 어 다른 그 다른 서윤이도 있고, 정희도 있고 다 있었

거든요, 거기에? (조사자 : 으흠) 모든 애들이 다 있었어요. 근

데 구미호가 내 친구였어요. (조사자 : 어허) 근데 거기는 엄청 

어두컴컴하고, 좀 습기도 많고, 식물들이 많은 데거든요? (조사

자 : 응)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식물 이렇게, 우리가 식물인가를 

화분에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구미호도. (조사자 : 응) 구미호

가 좀 착하게 생겼는데 무서워요. (조사자 : 응) 으흐흐흠 그래

가지구요, 식물을 으 자리 있는 데마다, 그니까 식물이 이런 식

으로 ((팔을 크게 움직여 길쭉한 원 모양을 그리는 동작)) 이렇

게 많은 게 있었거든요? (조사자 : 응) 그게 소나무에요. (조사

3) 본 논문 3∼5장의 논의는 <몬스터와 함께 한 모험>을 주된 예로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4) 본 논문에 제시된 인명은 모두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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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응) 그래가지구 이렇게 화분 놓는 자리처럼 이렇게 돼 있

는 데 거기에 자기 화분을 이렇게 놓고 노, 놀으래요. (조사자 : 

응) 그래서 구미호랑 같이 놀았죠. (조사자 : 응) 걘 꼬리가 아

홉 개가 진짜 보이게 났어요. (조사자 : 응) 허허허. 근데요=

04 조사자 : =걸어 다닐 때도?

    ⋮

39 서술자 : 내가 구출해줬어요. 해독제 라면 같은 거를 (조사자 : 음) 아무

거나 먹여야죠. (조사자 : 으흠) 그래서 스낵면이랑 튀김우동이

랑 새우탕이랑 모두 다 먹여봤어요. (조사자 : 음) 그러다가 새

우탕 먹였더니 새우가 (조사자 : 음) 해독제였나 봐요. 그래서 

서윤이랑 저랑 같이 놀다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조사자 : 

으흠) 그 다른 구미호는 어떻게 했을까요? (조사자 : 으흠) 저 

구미호랑 절친이 됐어요. (조사자 : 음) 그 구미호 엄청 예뻤을 

거예요. (조사자 : 음) 구미호들은 원래 보통 예쁘잖아요. (조사

자 : 음) 그래가지고 두 명이 서로 놀고 있고, (조사자 : 음) 우

리는 이렇게 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워터파크에 가가지고 또 

놀고 그랬을걸요? (조사자 : 으흠) 워터파크는 근데 좋았어요, 

덕산 ○○캐슬이랑 겹쳤나 봐요. (조사자 : 음) 근데 미끄럼틀

도요 이렇게 덕산 ○○캐슬보다 엄청 좋았어요. 길이가 엄청 

높았어요.

40 조사자 : 응, 아까 이야기는 다 한 거야, 인제 그러면?

41 서술자 : 네. 

42 조사자 : 끝이야?

43 서술자 : 네. 별로 약간 재미없죠? 꿈이어서 그래요, 마지막에 깨면 (조사

자 : 음) 없어지거든요. 

44 조사자 : 음, 알았어.               [20분 52초 - 32초 = 1220초5)]

5) 서술자가 들려준 전체 이야기 시간(길이)에서 서술자가 중간 중간 멈춘 시간(즉, 휴

지)을 뺀 실제 이야기 시간(길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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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코딩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 발달을 <이야기 구성 능력>, <이

야기 표현 능력>, <이야기 소통 능력>의 세 차원에서 기술하는 전략을 

취하였다.6) 이들 세 이야기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구성 요소를 본 논문의 

3～5장에 설명된 것처럼 양화하여, 엑셀 파일에 코딩하였다. 코딩의 일관

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의 코딩은 2014년 1월에서 동년 3월 초순까지 집중

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의 코딩이 완성된 후, 2014년 3월부터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엑

셀 프로그램(excel 2010)과 SPSS(21.0)를 이용하여 기술통계에서부터 이야

기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상관관계 및 각 이야기 구성 요소의 학년 

시기 간의 차이, 각 구성 요소의 발달 양상 등을 분석하였다. 

Ⅲ. 이야기 구성 능력의 발달7)

1. 에피소드의 수와 길이 

서술자가 5학년 시기에 들려준 이야기는 대부분 여러 개의 에피소드로 

6) 이야기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이야기 이해 능력’에 관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상정하는 ‘이야기’와 ‘이야기 능력’의 개념에 관해서는 

유동엽(2009: 136-138) 참고. 

7) 유동엽(2009, 2011, 2012, 2013)에서는 ‘이야기의 주제성’을 이야기 구성 능력의 주요 

요소로 기술하였다. 이야기의 주제성에 있어서 1학년 시기와 2-5학년 시기 간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그러나 주제가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 능력을 

서술자가 2,3학년 시기에 이미 완전히 습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유동엽, 2013: 114), 

본 논문에서 이 요소를 따로 기술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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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는 긴 이야기였다. 20분이 넘게 이야기된 <몬스터와 함께 한 

모험>도 다음과 같이 10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었다. 

[#1 구미호와 친구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독에 중독됨] → [#2 저승사자 마

을을 지나다가 저승사자가 일행이 됨] → [#3 나무 마을을 지나다가 나무 

인간이 일행이 됨] → [#4 버섯 마을을 지나다가 꼬마 구미호가 일행이 됨] 

→ [#5 강철 마을을 지나다가 강철 인간이 일행이 됨] → [#6 워터파크에서 

놀다가 물귀신이 일행이 됨] → [#7 좀비 마을 전투에서 저승사자가 희생됨] 

→ [#8 다리 위 전투에서 물귀신이 희생됨] → [#9 녹지에서 벌이진 최종 전

투에서 나무 인간과 강철 인간이 희생됨] → [#10 새우 라면으로 주변 사람

들을 모두 해독시키고, 구미호와 친구들이 어울려 신나게 놈]

일종의 로드 무비처럼 보이는 이 이야기에서 모험을 떠난 주인공은 지

나가는 마을에서 동료를 한 사람씩 얻지만, 적과의 전투 중에 차례로 동

료를 잃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여 독에 중독된 주변 사람들을 구

하고, 살아남은 등장인물들이 행복하게 노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소

설 <오즈의 마법사>를 연상시키는 이 이야기가 20분이 넘는 긴 이야기였

음을 고려할 때,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발생한 중독 문제가 이야기 내내 

유지되었다가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풀렸다는 데서 서술자의 이야기 구성

이 얼마나 능숙한지를 엿볼 수 있다. 5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이야

기는 평균 4.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에피소드 한 개는 87초

에서 312초의 길이였다(평균 177.6초). 

주목할 점은 이 시기에도 개별 에피소드의 길이가 이야기의 구조(r=.24) 

및 서사성(r=-.13)과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었던 반면, 이야기를 구성하는 

에피소드의 수는 이야기의 구조(r=.58) 및 서사성(r=.50)과 상관관계가 높

았다는 것이다. 또한 전체 이야기의 길이와 에피소드의 수 간에도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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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가 있었다(r=.87). 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 서술자가 에피소드 한 

개를 길게 서술해서 이야기를 늘인 게 아니라, 다수의 에피소드를 유기적

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서사성이 높고 이야기 구조가 복잡한 이

야기를 구성해 갔음을 의미한다. 

2. 이야기의 구조

본 연구에서는 Westby(1998)의 ‘이야기 구조 결정 나무’를 활용하여 서

술자가 들려준 이야기의 구조 수준을 판별하고자 하였다. 이야기 구조 결

정 나무8)에서는 이야기의 구조가 ‘1. 기술적 순서’에서부터 ‘2. 행위적 순

서’, ‘3. 반응적 순서’, ‘4. 축소된 일화’, ‘5. 완전한 일화’, ‘6. 복합적 일화’, ‘7. 

다수의 일화’, ‘8. 상호작용이 삽입된 일화’까지 구조 수준이 점차로 높아

진다. 이야기 구조 결정 나무를 활용해 <몬스터와 함께 한 여행>의 이야

기 구조를 판별하면, 이 이야기는 핵심 에피소드(구미호와 모험을 떠남)

를 중심으로 그 에피소드를 확장해 주는 여러 작은 에피소드(여러 마을에

서 동료를 만나서 적과 싸움)가 부가되는 이야기이므로 ‘6. 복합적 일화’ 

수준으로 판별된다. 5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4. 축소된 

일화’에서 ‘8. 상호작용이 삽입된 일화’까지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었

고, 이야기 구조의 평균은 5.8 수준이었다. 

다음의 <그림 1>은 서술자가 1학년 시기에 들려준 이야기부터 5학년 

시기에 들려준 이야기까지 이야기 구조의 변화를 시각화한 것이다. 세로

축의 숫자는 이야기 결정 나무에 따른 이야기 구조의 수준을 나타내고, 

그래프를 관통하는 선은 변화의 양상을 요약해 주는 추세선이다. 이 추세

선을 통해 서술자의 이야기 구성 능력이 ‘5. 완전한 일화’ 수준을 넘어서 

8) 강정숙(2003: 11), 유동엽(2009: 148; 2013: 1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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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5학년 간 이야기 구조의 변화 ‘6. 복합적 일화’ 수준의 

이야기를 능숙하게 들려

줄 만큼 발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점은 5학년 시

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지

어낸 이야기의 이야기 구

조로도 방증된다. <몬스

터와 함께 한 여행>을 포함하는 지어낸 이야기 3개가 각각 6, 6, 5 수준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발달의 정도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지

어낸 이야기에서조차9) ‘6. 복합적 일화’ 수준의 이야기 구조가 수차례 나

타났다는 것은 서술자가 ‘6. 복합적 일화’ 수준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

을 이 시기에 완전히 습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야기 구조의 발달에 있어서 학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4학년 시기와 5학년 시기 간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p=.66), 1-3학년 시기와 4-5학년 시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8). 이는 서술자의 이야기 구

성 능력 발달이 1-3학년군과 4-5학년군으로 묶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론, <그림 1>의 추세선이 계속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이 6학년 시기에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9) 유동엽(2013: 117-118)에서 논하였듯이 “‘회상한 이야기’에서 촉발된 이야기 능력의 

발달이 ‘경험한 이야기’와 ‘지어낸 이야기’로 차례로 파급되는 것이 이야기 능력 발

달의 한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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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5학년 시기 이야기 구성 요소

3. 이야기의 구성 요소

본 연구에서는 Stein & 

Glenn(1979), Stein & 

Trabasso(1981) 등의 이야

기 문법(story grammar) 

요소에 ‘갈등’과 ‘평가’ 두 

요소를 추가하여, 서술자

의 이야기에 이야기 문법

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위의 <그림 2>는 5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36개의 이야

기에 활용된 이야기 구성 요소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를 보

면, ‘배경’, ‘시작 사건’, ‘시도’, ‘결과’, ‘결말’ 등의 이야기 구성 요소는 거의 

모든 이야기에 빠짐없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내적 반응’이 4학년 시기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지만,10) 여전히 다

른 이야기 구성 요소에 비해 빈도가 현저히 낮았다. 이 현상의 원인을 규

명하기 위해 갈래별로 ‘내적 반응’의 활용 정도를 분석해 보았더니 이야

기 갈래별로 차이가 있었다. 경험한 이야기의 경우는 18개 이야기 중에서 

단지 3개에 ‘내적 반응’이 나타난 반면(16.7%), 지어낸 이야기는 3개 모두

에 ‘내적 반응’이 나타났다(100%). 회상한 이야기의 경우에도 15개 이야기 

중에서 12개의 이야기에 ‘내적 반응’이 나타났다(80%). 이러한 결과는 경

험한 이야기에서 활용 비율이 낮았을 뿐, 다른 이야기 갈래에서는 ‘내적 

반응’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갈등’도 ‘내적 반응’과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였다. 경험한 이야기의 경

10) 4학년 시기에는 36개 이야기 중에서 11개 이야기에만 내적 반응이 나타났었다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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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겨우 2개 이야기에 ‘갈등’이 나타났지만(11.1%), 지어낸 이야기는 3개 

중 2개에 ‘갈등’이 있었고(66.7%), 회상한 이야기의 경우는 15개 이야기 중

에서 무려 14개 이야기에 ‘갈등’이 포함되어 있었다(93.3%). 따라서 경험한 

이야기의 갈래 특성으로 인해 ‘갈등’과 ‘내적 반응’의 사용 빈도가 낮아 보

이는 것뿐이지, 5학년 시기에 서술자는 다른 이야기 구성 요소와 마찬가

지로 ‘갈등’과 ‘내적 반응’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는 성인의 이야기에 흔히 나타나는 이야기 구성 요소여서 초등학

생인 서술자가 ‘평가’를 언제 습득하는지가 이야기 발달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유동엽(2012: 191)에서 논하였듯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평가’

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평가’가 나타난다고 해도 성인의 그것처럼 교훈

이나 깨달음을 명시적으로 서술하는 것이기보다는 이야기를 갈무리하면

서 자신이 들려준 이야기의 재미나 흥미를 서술하는 게 고작이다. 그러던 

것이 2012년 11월 18일에 서술자가 들려준 다음의 <잭과 콩나물>처럼 완

전한 형태의 ‘평가’가 서술되는 이야기가 5학년 시기에 나타났다. 이 이야

기에서 서술자는 동화 <잭과 콩 나무>를 패러디한 그림자 연극을 친구들

과 준비하면서 갖은 고생을 하였음을 9분에 걸쳐 이야기한 후, ‘아무리 재

밌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고 힘들면 안 좋다’는 깨달음을 들려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갈무리하였다. 

06 서술자 : <전략>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냥, 그냥 종이만 이렇게 만

들고 녹음 한 번 하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조사자 : 음) 근데 

애들이 너무 힘들어 해서 점점 목소리가 쳐져요. (조사자 : 음) 

막 하면서 엄청 힘들어 해요, 막. (조사자 : 흐흐흐흐) 애들이 

막 마지막 하는데 “어후” 그러면서 막.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거 같애요. 나중엔 안 할 거에요, 학예회 때. (조사자 : 음) 재밌

긴 했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소비되고. 

07 조사자 : 음, 다 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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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서술자 : 네. 

‘평가’의 활용에 있어서 4학년 시기와 5학년 시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455). 반면 1-3학년 시기와 4-5학년 시기 간의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0). 이는 4학년 시기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높아진 ‘평가’의 활용이 5학년 시기에도 유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5학년 시기에 서술자는 거의 모든 이야기 구성 요소를 자유자

재로 활용하여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이야기 

구성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평가’의 활용에 있어서는 성인의 그것에 못 

미치지만, 4학년 시기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를 학습하고 있는 중으로 판

단된다. 

4. 이야기의 서사성

본 연구에서는 서사성에 관한 박진(2005: 79-85)의 질문을 활용하여 서술

자가 들려준 이야기의 서사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서사성의 정도는 질문당 

2점으로 양화하여 합계 점수 18점을 최고 점수로 판정하였다. 유동엽(2012: 

192)에서 논의하였듯이, 서사성 점수가 높을수록 “이야기에 갈등이 분명이 

드러나고, 우연성보다 필연성이 작용하며, 요점이 분명하고, 처음-중간-끝

이 갖추어진 이야기다운 이야기임”을 나타낸다. 이 양화 방식에 따르면 <몬

스터와 함께 한 모험>의 서사성 점수는 17점으로, 매우 높은 서사성을 갖춘 

이야기로 판별되었다. 5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7점에서 18

점 사이의 서사성을 가지고 있었다(평균 13.6점).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서사성이 높은 이야기는 이야기 구조의 수준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r=.85)

다음의 <그림 3>은 서술자가 1학년부터 5학년 시기까지 들려준 이야기

의 서사성 변화를 시각화한 것이다. 추세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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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5학년 간 이야기 서사성의 변화

증가와 함께 이야기의 서사성이 점차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야기의 

서사성에 있어서 1-2학년 시기와 3-5학년 시기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고(p=.048), 1-3학년 시기와 4-5학년 시기 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45). 그러나 3학년 시기와 4학년 시기 간의 차이(p=.519)나 

4학년 시기와 5학년 시기 간의 차이(p=.55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

다. 이는 이야기의 서사성과 관련하여 서술자의 이야기 구성 능력 발달이 

두 개의 학년군으로 묶어지지만 1-2학년군과 3-5학년군으로 묶일지, 1-3학

년군과 4-5학년군으로 묶일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이전 시기와 마

찬가지로 이야기 갈래별

로 서사성에 차이가 있었

다. 5학년 시기에 서술자

가 들려준 경험한 이야기

의 서사성 평균은 12.3점

이고, 지어낸 이야기의 서

사성 평균은 14점이었다. 

이에 비해 회상한 이야기의 서사성 평균은 16.9점으로, 경험한 이야기의 

서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00).

Ⅳ. 이야기 표현 능력의 발달

1. C-unit의 수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에 관한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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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1-5학년 간 C-unit 수의 변화

따른 행동의 변화를 표상하는 기본 단위로 C-unit을 적용하였다.11) C-unit

은 하나의 사태를 한 개 C-unit으로 표상하므로 중문이나 복문의 처리에 

있어서 문장을 기본 단위로 하는 것보다 정확성이 높다. 5학년 시기에 서

술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70개에서 605개 사이의 C-unit으로 표상되어 있

었다(평균 229.3개, 표준편차 140.8개). <몬스터와 함께 한 모험>은 324개

의 C-unit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5학년 시기의 평균보다 많은 사태로 

표상된 이야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왼쪽의 <그림 4>는 서

술자가 1학년부터 5학년 

시기까지 들려준 이야기

의 C-unit 수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그림 4>에서 

연령이 높아지면서 C-unit

의 수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학년 시기의 C-unit 수가 4학년 시기(평균 185.8개)보다 많았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146). 1-3학년 시기와 4-5학년 시기 간

의 C-unit 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0). 이는 서술자의 이야

기 표현 능력 발달이 1-3학년군과 4-5학년군으로 묶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

는 것이다. 4-5학년 시기에 C-unit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은 연령이 높

아지면서 이야기의 길이가 길어지고(r=.973), 이야기를 구성하는 에피소드

의 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r=.852). 

한편, 5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회상한 이야기의 C-unit 수(평균 

277.1개)가 경험한 이야기의 C-unit 수(평균 197.8개)나 지어낸 이야기의 

11) C-unit의 분석에 대해서는 김기순(2006: 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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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nit 수(평균 179)보다 많았다. 하지만,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야기 

갈래 간 C-unit 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113). 

2. 문장의 접속

본 연구에서는 서술자가 문장과 문장의 연결에 어떤 접속 부사(구)를 

사용하였는지, 특정 접속 부사(구)가 어느 연령 시기에 처음으로 출현하

는지, 접속 부사(구)의 사용 양상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야기에 나오는 모든 접속 부사(구)의 빈도수를 확인

하였다. <몬스터와 함께 한 모험>의 경우, 문장의 접속에 ‘그리고’(16번), 

‘그래서’(49번), ‘그랬더니’(4번), ‘그런데’(24번), ‘어쨌든’(1번), ‘하지만’(1번), 

‘그러면서’(6번), ‘그러다가’(12번), ‘그래도’(2번), ‘그러니까’(2번), ‘그러면’(1

번) 등의 접속 부사가 사용되고 있었다. 

다음의 <표 2>는 1학년 시기에서 5학년 시기까지 서술자가 들려준 이

야기에 사용된 접속 부사(구)의 평균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2>를 보

면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의 3대 접속 부사가 1-5학년 시기에 걸쳐 가

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접속 부사의 사용 양

상에는 변화가 있었다. 1-3학년 시기에는 ‘그리고’-‘그래서’-‘그런데’ 순서

로 많이 사용되었다면, 4-5학년 시기에는 ‘그래서’-‘그런데’-‘그리고’로 빈

도 순위가 바뀌었다. 4-5학년 시기에 ‘그래서’와 ‘그런데’의 사용이 비약적

으로 증가한 것은 이 시기에 서술자의 이야기가 서사성이 높아지고 에피

소드 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이 높다.

4학년 시기에 처음 출현한 ‘하지만’은 5학년 시기에도 사용 빈도가 낮

았다. ‘그러나’는 5학년 시기까지도 서술자의 이야기에 출현하지 않았다. 

이야기에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반면(에)’ 등과 같이 반대 개념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구)의 사용이 저조한 것은 토의·토론과는 구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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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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12) 0.4 0.1 0.1 0.02

4학년 0.3 0.6 0.4 0.5 0.6 0.03

5학년 0.9 0.8 0.4 0.8 0.4 0.58

예를 들어 아무튼 한편 말하자면 아니면 만약(에)

1학년 0 0 0 0 0 0

2학년 0 0 0 0 0 0

3학년 0 0 0 0 0 0

4학년 0 0 0 0 0 0

5학년 0.14 0.14 0.03 0.03 0.14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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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학년 0.56 3.44 0.03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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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학년 13.0 0.14 34.6 3.1 14.2 0

이야기의 갈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5학년 시기에 ‘예를 들어(10.03세 초출)’, ‘아무튼(10.03세 초출)’, ‘한편(10.03

세 초출)’, ‘말하자면(10.05세 초출)’, ‘아니면(10.07세 초출)’, ‘만약에(10.7세 초

출)’ 등의 접속 부사(구)가 서술자의 이야기에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표 2> 이야기에 사용된 접속 부사(구)의 평균 빈도

12) 서술자는 ‘그러니까’를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군더더기 말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

다. 유동엽(2013: 124)에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니까’와 군더더기 말인 ‘그러니

까’가 구분되지 않은 채 평균 빈도 조사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오류를 바로 잡아 

평균 빈도수를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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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5학년 간 부가관계비율의 변화

3. 부가관계, 인과관계, 전환관계의 표현 

본 연구에서는 서술자가 부가관계, 인과관계, 전환관계를 어떤 접속 부

사(구)와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야기 길이가 길어지면 접속 부사(구)와 연결 어미의 수가 비례

해서 많아지기 마련이므로 이야기 길이의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야기에 사용된 모든 부가관계(또는 인

과관계, 전환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구)와 연결 어미의 수를 합한 후, 

이를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C-unit 수로 나누어 표준화하는 방식을 취하

였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 길이에 상관없이 하나의 사태 안에 어떤 접속 

부사(구)와 연결 어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몬스터와 함께 한 모험>에는 앞서 기술한 접속 부사(구) 이외에도 부

가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115번)와 ‘-는데’(33번), 인과관계를 나

타내는 연결어미 ‘-서’(43번)가 사용되었다. 이 이야기에서 부가관계를 표

준화한 비율인 부가관계비율은 57%였고, 인과관계를 표준화한 비율인 인

과관계비율은 31%였다. 전환관계를 표준화한 비율인 전환관계비율은 8%

였다. 5학년 시기에 부가관계비율의 평균은 53.9%였고, 인과관계비율의 

평균은 29.8%, 그리고 전환관계비율의 평균은 6.8%였다.

왼쪽의 <그림 5>는 1

학년 시기에서 5학년 시

기까지 서술자가 들려준 

이야기의 부가관계비율의 

변화를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에서 위의 짙은 선은 

‘-고’, ‘-는데’와 같이 부가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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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5학년 간 인과관계비율의 변화

미의 사용 양상을 나타낸 것이고, 아래의 옅은 선은 ‘그리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그러면서’, ‘그러다가’, ‘하지만’, ‘예를 들어’ 등과 같이 부가관

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구)의 사용 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에

서 부가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의 사용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점차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부가관계를 나타내는 접속 부사(구)의 사

용은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학년 시기에도 서술자는 부가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를 사용하여 C-unit과 C-unit을 연결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왼쪽의 <그림 6>은 1

학년 시기에서 5학년 시

기까지 인과관계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6>에서 연령이 높

아지면서 서술자의 이야

기에 인과관계비율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인과관계비율에 있어서 1학년 시기와 2-3학년 시기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p=.001), 2-3학년 시기와 4학년 시기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0). 또한 4학년 시기와 5학년 

시기 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21). 이는 인과관계를 의

식하며 이야기를 전개하는 서술자의 이야기 표현 능력이 각 학년 시기를 

거치면서 뚜렷하게 발달하였음을 의미한다. 5학년 시기에도 인과관계비

율이 높은 이야기는 이야기 구조의 수준이 높고(r=.51), 이야기의 서사성

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r=.69).

‘그런데’, ‘어쨌든’, ‘하여튼’, ‘아무튼’, ‘한편’ 등과 같은 접속 부사를 사용

하여 전환관계를 표현하는 비율은 평균 7% 내외의 사용 비율을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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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1-5학년 간 접속부사비율의 변화

<그림 8> 1-5학년 간 연결어미비율의 변화

(표준편차 3.2%), 전(全) 연령 시기에 걸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4. 단문과 복문의 구사

본 연구에서는 서술자가 단문(單文)과 복문(複文)을 어떻게 구사하여 

이야기를 전개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접속 부사(구)와 연결 어미의 사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접속 부사(구)가 많이 사용되면 이야기에 단문이 많

이 구사되었음을 의미하고, 연결 어미가 많이 사용되면 이야기에 복문이 

많이 구사되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도 이야기 길이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C-unit 수로 표준화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왼쪽의 <그림 7>은 1

학년 시기부터 5학년 시

기까지 서술자가 들려준 

이야기의 접속부사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8>은 연결어미비

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

다. <그림 7>에서 연령이 

높아지면서 접속 부사(구)

의 사용 비율이 안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에서는 연결 어

미의 사용 비율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뚜렷이 증가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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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어미비율에 있어서 4학년 시기와 5학년 시기 간의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598). 그러나 1-3학년 시기와 4-5학년 시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0). 이는 4-5학년 시기에도 여

전히 단문이 많이 구사되고 있지만, 복문의 구사 정도가 이전 시기보다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연결어미비율의 증가로 확인되는 복문의 증가는 

서술자의 이야기 표현 능력 발달이 1-3학년군과 4-5학년군으로 묶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또 하나의 지표이다.13) 

Ⅴ. 이야기 소통 능력의 발달

1. 연행

서술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연행하

곤 한다. 연행을 할 때 서술자는 자신이 등장인물인 양 표정이나 몸짓을 

취하고, 목소리나 말의 속도 등도 등장인물이 말하는 것처럼 바꾼다. 5학

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이야기에는 3개에서 165개 사이의 연행이 곁

들어져 있었다(평균 33.9개). 연행이 곁들여진 이야기는 훨씬 생동감 있고, 

몰입도가 높으며 이해도 잘 된다. 

그런데 연행을 곁들여서 이야기의 소통성을 높이는 것이 좋은 전략임

13) 유동엽(2009, 2011, 2012, 2013)에서는 ‘낱말로 본 평균 절 길이(MLCw)’를 이야기 표

현 능력의 한 요소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5학년 시기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낱

말로 본 평균 절 길이’에 있어서 모든 학년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p=.06). 이는 서술자의 문장 표현력이 초등학교 취학 전에 이미 충분히 발달하

였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낱말로 본 평균 절 길이’가 서술자의 문장 표현

력 발달을 탐색하는 도구로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 요소를 별도의 항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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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1-5학년 간 연행비율의 변화

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성인이 되면서 연행의 정도가 줄어든다. 체면

(face)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이 현상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지를 파악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술자의 이야기에 연행이 얼마나 나타나는지

를 분석하였다. 연행의 수는 이야기 길이가 길어지면 많아지기 마련이므

로(r=.691), C-unit 수를 활용하여 표준화하였다. 5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이야기의 연행비율은 3%에서 43% 사이의 분포를 보였다(평균 

14.5%). <몬스터와 함께 한 모험>의 연행비율은 8.3%로, 학년 평균보다 

연행이 적은 편이었다. 

왼쪽의 <그림 9>는 1

학년 시기부터 5학년 시

기까지 연행비율의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9>에서 연령이 높아지면

서 연행비율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다. 1-3학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연행비율이 4학년 시기에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지

만(유동엽, 2013: 130), 5학년 시기의 이야기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연령

의 증가와 함께 연행비율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임이 재확인되

었다.

연행비율이 학년 간에 차이가 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t-test 결

과, 1-3학년 시기에 있었던 감소 추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2). 

4학년 시기와 5학년 시기 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4). 

이는 서술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야기에 연행을 곁들이는 정도가 급

격히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야기 갈래에 따른 연행비율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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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대표현

서술자는 이야기 상대와의 소통성을 높이기 위해 상대를 이야기 속으

로 초대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한다. 이야기 상대를 이야기 속 등장

인물로 끌어들여서 이야기를 전개하거나(‘상대역을 요청하는 표현’) 앞서 

들려준 이야기를 상대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중간 중간 확인하기도 하고

(‘공유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 <몬스터와 함께 한 모험>의 다음 대목처

럼 이야기 도중에 상대가 호기심을 느끼고 반응을 하도록 질문을 던지기

도 한다(‘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 

17 서술자 : <전략> 그 적이 그 위를 지나갔어요. (조사자 : 음음) 그래가지

구 이렇게 해가지구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동작)) 이렇게 숨

어 있고, 계속. 그러다가 그, 자리가 없으니까 (조사자 : 음) 할 

수 없이 한 명이 죽어야 돼요. (조사자 : 음) 그래가지고 (6초) 

누가 죽었을 것 같애요?

18 조사자 : 니가 희생했을 것 같애.

19 서술자 : 하 아니에요. 

20 조사자 : 음 몰라. 

21 서술자 : 물귀신이 죽었어요. <하략>

이 같은 초대표현을 통해 이야기의 소통성이 높아지고, 이야기 참여자

들의 이야기에 대한 몰입도도 높아진다. <몬스터와 함께 한 모험>에는 

‘이야기 행위에 대해 말하는 표현’, ‘말하려는 내용에 대한 질문’, ‘호기심

을 유발하는 질문’, ‘공유 정보를 확인하는 질문’, ‘비교 기준을 맞추는 표

현’ 등의 초대표현이 17개 사용되었다. 5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이

야기에는 2개에서 33개 사이의 초대표현이 사용되었다(평균 9.8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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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5학년 간 초대표현비율 변화

데, 연행과 마찬가지로 초대표현도 이야기 길이가 길어지면 많아지기 마

련이므로(r=.807) C-unit 수로 표준화하였다. 5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

준 이야기의 초대표현비율은 1%에서 15% 사이의 분포를 보였다(평균 

4.6%). <몬스터와 함께 한 모험>의 초대표현비율은 5.2%였는데, 학년 평

균을 약간 상회하는 것이었다. 

왼쪽의 <그림 10>은 1

학년 시기부터 5학년 시기

까지 초대표현비율의 변

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

림 10>에서 1학년 시기에 

높았던 초대표현비율이 2

학년 시기부터 급격히 낮

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대표현 비율에 있어서 4학년 시기와 5학년 시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p=.936), 1학년 시기와 2-5학년 시기 간의 차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다(p=.001). 이야기를 하면서 초대표현을 구사하는 것이 이

야기의 소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좋은 전략임에도, 연령이 높아지면서 

초대표현의 구사가 현격히 줄어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체면’으로 설명되

지 않는 이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별도의 사회심리학적 연구가 필요하다.14) 

한편, 이야기 갈래에 따라 초대표현의 구사에 차이가 있었다. 1-5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경험한 이야기의 초대표현비율(평균 4.9%)과 회

상한 이야기의 초대표현비율(평균 5.1%)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14) 이 현상에 대해 심사위원 한 분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셨다. “연행이나 초대 표현

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체면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청자를 

고려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즉 연행이나 초대 표

현이 없어도 청자가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줄 것이며 내용 파악에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고려와 믿음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고견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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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5학년 간 10초당 낱말 수 변화

이가 없었지만(p=.758), 지어낸 이야기의 초대표현비율(평균 9.5%)은 다른 

두 갈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00). 이는 서술자가 자

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이야기 상대의 도움과 참여, 소통을 더 

많이 의식하였음을 의미한다. 

3. 이야기의 속도 

본 연구에서는 서술자가 얼마나 유창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는지를 파

악하기 위해 이야기의 속도를 분석하였다. 이야기의 속도는 10초당 낱말 

수로 양화하였다. 10초당 낱말 수가 많으면 그 만큼 이야기의 속도가 빠

르고, 서술자가 유창하게 이야기했음을 나타낸다. 5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이야기의 10초당 낱말 수는 12.45개에서 18.55개 사이였다(평균 

15.35개). <몬스터와 함께 한 모험>의 10초당 낱말 수는 12.76개였는데, 학

년 평균보다 비교적 느린 속도로 말해진 이야기였다. 

왼쪽의 <그림 11>은 1

학년 시기에서 5학년 시

기까지 서술자가 들려준 

이야기의 10초당 낱말 수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에서 연령이 높

아지면서 이야기의 속도

가 지속적으로 빨라졌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야기의 속도에 있어서 1학년 시기와 2-3학년 시기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p=.000), 2-3학년 시기와 4학년 시

기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0). 4학년 시기와 5학년 시

기 간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0). 이는 이야기의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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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되는 서술자의 이야기 유창성이 각 학년 시기를 거치면서 뚜렷하게 

발달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야기 갈래에 따라서 이야기의 속도에 차이가 있었다. 1-5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경험한 이야기의 속도(평균 12.35개)와 회상한 이

야기의 속도(평균 12.75개)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p=.33), 지어낸 이야기의 속도(평균 11.67개)는 다른 갈래에 비해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 느렸다(p=.048). 다른 이야기 갈래가 장기 기억에서 내용

을 바로 인출해서 내용을 조직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지어낸 이야기 갈래

의 경우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까지도 생성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이

야기의 속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4. 소통의 양상 

본 연구에서는 서술자가 이야기의 소통을 얼마나 주도하였는지를 파악

하기 위해 서술자가 자신의 순서(turn)에서 들려준 이야기의 길이를 분석

하였다. 서술자가 자신의 순서에서 얼마만큼 길게 이야기하였는지는 ‘순

서당 평균 C-unit 수’로 양화하였다. ‘순서당 평균 C-unit 수’가 많으면 서

술자가 발언권을 확실히 장악한 채 이야기를 충분히 길게 서술하였음을 

의미하고, ‘순서당 평균 C-unit 수’가 적으면 이야기 상대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했음을 의미한다. 5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

려준 이야기의 ‘순서당 평균 C-unit 수’는 4개에서 42개 사이였다(평균 

12.6개). <몬스터와 함께 한 모험>의 ‘순서당 평균 C-unit 수’는 14.7개로, 

지어낸 이야기임에도 서술자가 주도권을 쥐고 자신의 순서에 길게 이야

기했음을 나타낸다. 

다음의 <그림 12>는 1학년 시기에서 5학년 시기까지 ‘순서당 평균 

C-unit 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에서 연령이 높아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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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5학년 간 순서당 C-unit 수 변화 ‘순서당 평균 C-unit 수’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서당 평균 C-unit 

수’에 있어서 4학년 시기

와 5학년 시기 간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다(p=.339). 1-2학

년시기와 3-5학년 시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0). ‘순서당 평균 C-unit 수’와 

이야기의 속도 간에는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r=.539), 이는 서

술자가 주도권을 쥔 채 자신의 순서에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경우에는 빠

른 속도로 유창하게 이야기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야기 갈래에 따라서 ‘순서당 평균 C-unit의 수’에 차이가 있었

다. 1-5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회상한 이야기의 ‘순서당 평균 

C-unit의 수’(평균 11.7개)가 경험한 이야기의 ‘순서당 평균 C-unit의 수’

(평균 8.4개)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많았다(p=.002). 지어낸 이야기의 

‘순서당 평균 C-unit 수’(평균 10.1개)도 경험한 이야기의 그것보다는 많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p=.311). 경험한 이야기를 할 때 서

술자가 자신의 순서에서 이야기를 짧게 하며 상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는 것은 경험한 이야기 갈래의 에피소드 수가 적고 이야기의 구조나 서사

성이 낮은 것과 맞물려서,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술자에게 어려운

(또는 재미가 없는) 과제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이야기의 시작 방식과 종결 방식

서술자가 5학년 시기에 들려준 36개의 이야기 중에서 제보자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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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겠다고 제안한 1개(2013년 3월 20일, <수련회 계획>)를 제외한 나머

지 35개의 이야기는 조사자가 서술자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97%). <몬스터와 함께 한 모험>의 경우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는 조사자의 요청에 서술자가 응해서 시작된 이야기였

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조사자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서술자와 

조사자 간의 힘(power)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서술자가 5학년 시기에 들려준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시작되었다. 첫째 유형은 “옛날, 옛날에”와 같은 ‘동화 구문’으로 

시작하는 방식이다. 2012년 1월 2일에 서술자가 들려준 <동물나라 이야

기>도 다음과 같이 ‘동화 구문’으로 시작되었다. 

01 서술자 : 옛날에요, 옛날이 아닌 (조사자 : 응) 그니까 이천 오백년 (조사

자 : 응) 정도에 (조사자 : 응) 모든 동물의 나라가 있어요, 각각. 

(조사자 : 응) 근데 각각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자 : 

응) 그 리더들이 이렇게 전쟁을 모두 다 일으켰는데 (조사자 : 

응) 그때 이천 오백여 년 뒤에 (조사자 : 응) 그 캣 나라가 이긴 

거예요. 

02 조사자 : 고양이 나라가 이천 오백년 뒤에? (서술자 : 네) 이천 오백년 동

안 싸워서? <후략>

서술자가 5학년 시기에 들려준 36개의 이야기 중에서 3개의 이야기가 

이와 같은 ‘동화 구문’으로 시작되었다(8.3%).

둘째 유형은 등장인물을 소개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야기의 

배경을 도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방식이다. 구미호, 금상만 선생님, 서윤

이, 정희 등의 등장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몬스터

와 함께 한 모험>의 경우도 이 유형에 해당한다. 서술자가 5학년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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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려준 36개의 이야기 중에서 17개가 ‘배경 도입’으로 시작되었다(47.2%).

셋째 유형은 사태가 일어난 순서대로 그냥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방식이다. 2012년 8월 1일에 서술자가 들려준 <계곡 피서>도 다음과 같이 

사태를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01 조사자 : 이야기 해 주렴.

02 서술자 : 음, 처음에요 내가 여덟 시 사십구 분쯤에 갔잖아요? (조사자 : 

음) 가가지구, 근데 아줌마 아저씨가 준비가 안 되셔가지구 수

현이랑 과학 동화 읽다가 (조사자 : 음) 출발해서요, (조사자 : 

음) 그때 딱 아홉 시 반이었어요, 출발했을 때가. (조사자 : 으

흠) 그, 출발해서 계속 인제 가는 길 진짜 안 좋았어요. <후략>

서술자가 5학년 시기에 들려준 36개의 이야기 중에서 16개의 이야기가 

사태를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44.4%).

주목할 점은 5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경험한 이야기 18개 중에

서 14개(77.8%)가 사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시작되고, 회상한 이야기 15

개 중에서 10개(66.7%)가 배경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동화 구문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모두 회상한 이야기였다. 이는 이야

기의 갈래에 따라 이야기를 시작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서술자가 갈

래 관습에 따른 이야기 시작 방식을 5학년 시기에 이미 습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5학년 시기에 들려준 36개 이야기 중에서 이야기가 끝났다며 서

술자가 종결을 선언한 이야기가 10개(27.8%)였고, <몬스터와 함께 한 모

험>의 경우처럼 이야기를 다했는지 조사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끝난 이야

기가 24개(66.7%)였다. 그 외에 서술자가 화제를 바꾸어서 이야기가 종결

되거나 조사자가 종결을 선언하여 이야기가 끝난 경우(“음 그 이야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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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하자.”)가 각각 하나씩 있었다. 4학년 시기에도 서술자가 이야기가 끝

났음을 선언하는 방식으로 종결된 이야기가 22.2%고, 이야기가 끝났는지 

조사자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종결된 이야기가 69.4%였다. 이는 이 두 가

지 종결 방식이 힘에서 차이가 나는 서술자와 조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전

형적인 이야기 종결 방식임을 의미한다. 

Ⅵ. 결론

지금까지 서술자가 초등학교 5학년 시기(만 10.03세～11.02세)에 들려준 

36개의 이야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몬스터와 함께 한 모험>을 예로 

들어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 발달을 기술하였다.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 문

제에 답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5학년 시기에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은 어떤 발달 양상

을 보이는가?

5학년 시기에 서술자는 평균 4.8개의 에피소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서사성이 높고(평균 13.6점), 이야기 구조가 복잡한(평균 5.8 수준) 긴 이야

기를 구성하고 있었다. ‘6. 복잡한 일화’ 수준의 구조를 가진 이야기를 구

성하는 능력을 완전히 습득하고 있었고, 거의 모든 이야기 문법 요소를 

자유자재로 활용하여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만큼 뛰어난 이야기 

구성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5학년 시기에 서술자는 평균 229.3개의 C-unit으로 구성된 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고’를 사용하여 C-unit을 서로 연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

나(부가관계비율의 평균 53.9%), 인과관계로 C-unit을 서로 연결하는 경우

도 이전 시기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인과관계비율의 평균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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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부사(구)의 사용에 있어서도 ‘그리고’보다 ‘그래서’, ‘그런데’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복문을 이전 시기보다 많이 구사하였으며, ‘예를 들어’, ‘아

무튼’, ‘한편’, ‘말하자면’, ‘아니면’, ‘만약에’ 등의 접속 부사(구)를 이 시기

에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5학년 시기에 서술자는 평균 33.9개의 연행(연행비율의 평균 14.5%)과 

평균 9.8개의 초대표현(초대표현비율의 평균 4.6%)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

고, 몰입도 높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연행과 초대표현의 구사가 

이야기의 소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용은 지속

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서술자는 자신의 순서에서 주도권을 쥐고 길게 

이야기하였으며(순성당 평균 C-unit 수의 평균 12.6개), 이야기 속도(10초

당 낱말 수의 평균 15.35개)로 대표되는 유창성도 이전 시기보다 발달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갈래 관습에 따른 이야기 시작 방식을 완전히 습득

하고 있었다. 

둘째, 초등학교 1-5학년에 걸쳐 이루어진 이야기 능력의 발달은 학년군

으로 어떻게 묶어질 수 있는가?

서술자가 1학년 시기부터 5학년 시기까지 들려준 이야기를 분석한 결

과, 이야기 능력을 구성하는 많은 하위 요소(이야기의 구조, 이야기 구성 

요소 중 ‘평가’의 활용, 이야기의 서사성, C-unit의 수, ‘그리고’-‘그래서’-

‘그런데’ 3대 접속 부사의 사용 양상, 연결어미비율 등)에서 1-3학년 시기

와 4-5학년 시기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4학년 시기와 5

학년 시기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내는 요소(인과관계

비율, 10초당 낱말 수)는 적었다. 

1학년 시기와 다른 시기가 구분됨을 나타내는 요소(이야기의 주제성, 연

행비율, 초대표현비율)는 상대적으로 소수였지만, 이야기 주제성에 있어서 

1학년 시기와 2-5학년 시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는 사

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p=.01). 이야기 상대가 주제를 알아들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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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야기 능력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

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1학년 시기를 따로 분

리해서,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 발달이 [1학년], [2-3학년군], [4-5학년군]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물론 이 결론은 잠정적인 것이어서 6

학년 시기의 이야기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면 수정될 수 있다.

셋째, 이야기 갈래에 따라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

는가?

5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경험한 이야기에는 이야기 구성 요소인 

‘갈등’과 ‘내적 반응’의 사용 빈도가 현저히 낮았다. ‘갈등’과 이야기의 서

사성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r=.86) 경험한 이야기의 서사성이 

회상한 이야기의 서사성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을 수밖에 없었다

(p=.000). 또한 경험한 이야기의 ‘순서당 평균 C-unit 수’가 회상한 이야기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적었고(p=.002), 본문에 기술되어 있지 않

지만 ‘낱말로 본 평균 절이’도 다른 갈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짧았다(p=.000). 이는 서술자가 경험한 이야기를 할 때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의 짧은 문장으로 짤막짤막하게 사태를 서술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5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회상한 이야기는 다른 갈래

에 비해 서사성이 높고, 이야기에 포함된 C-unit 수도 많았다. 또한 ‘순서

당 평균 C-unit 수’도 다른 갈래에 비해 많았으며, 대부분의 이야기가 ‘배

경 도입’이나 ‘동화 구문’과 같이 회상한 이야기의 갈래 관습에 맞게 시작

되었다. 이는 서술자가 회상한 이야기를 할 때 갈등을 중심으로 여러 에

피소드를 짜임새 있게 조직하여, 서사성이 높은 긴 이야기를 유려하게 들

려주었음을 나타낸다. 회상한 이야기 갈래에서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이 

최대로 발휘되었다. 

한편, 5학년 시기에 서술자가 들려준 지어낸 이야기는 즉흥적으로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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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회상한 이야기에 못지않은 서사성과 ‘순서당 

평균 C-unit 수’을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 능력을 구성하는 많은 요소에서 

경험한 이야기보다는 높고, 회상한 이야기보다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

어낸 이야기의 초대표현비율은 다른 갈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으며(p=.000), 이야기 속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느렸다(p=.048). 

이는 서술자가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이야기 상대의 도움과 참여를 

더 많이 필요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야기 갈래에 따라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서술자가 이야기 갈래에 따른 갈래 관습을 초등학교 시기를 거치면서 점

진적으로 학습하며,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이 이야기 갈래에 따라 달리 구

현됨을 의미한다. 이는 이야기에 관한 교육 내용을 구안하거나 이야기를 

활용한 평가 도구를 개발할 때 이야기 갈래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

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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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등학교 5학년의 이야기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유동엽

본 연구는 이야기 능력의 발달을 탐구하기 해, 종단 연구의 형태로 수행되

고 있는 유동엽(2009, 2011, 2012, 2013)의 후속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세 연구 

문제에 답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첫째, 등학교 5학년 시기에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은 어떤 발달 양상을 보이

는가?

둘째, 등학교 1-5학년에 걸쳐 이루어진 이야기 능력의 발달은 학년군으로 

어떻게 묶어질 수 있는가?

셋째, 이야기 갈래에 따라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를 해 서술자가 등학교 5학년 시기(만 10.03세～11.02세)에 들려  36

개의 이야기를 분석하여, 5학년 시기의 이야기 능력 발달을 소상하게 기술하

다. 연구 결과, 이야기 능력을 구성하는 많은 하  요소(이야기의 구조, 이야기 

구성 요소  ‘평가’의 활용, 이야기의 서사성, C-unit의 수, ‘그리고’-‘그래서’-‘그

런데’ 3  속 부사의 사용 양상, 연결어미비율 등)에서 1-3학년 시기와 4-5학

년 시기 간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미하 다. 하지만 2학년 시기부터 이야기 

주제성이 히 높아진다는 데 주목해서 본 연구에서는 서술자의 이야기 능력 

발달이 [1학년], [2-3학년군], [4-5학년군]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

다. 그리고 서술자가 이야기 갈래에 따라 이야기 방식을 달리하고 있음을 논증

하고, 이야기에 한 교육 내용을 구안하거나 이야기를 활용한 평가 도구를 개

발할 때에 이야기 갈래에 따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 다. 

[주제어] 이야기 능력 발달, 종단 연구, 등학교 5학년, 이야기 갈래 습, 화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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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ory Telling Ability Development of Fifth-Grade 

Student in the Elementary School

Yoo, Dong-yup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story telling ability of a 

5th-grade student/narrator. It aims to answer to following three questions. 

First, how does the story telling ability of narrator develop during the 

5th-grade? 

Second, how can be developmental phase divided during 1st～5th grade? 

Third, are there any genre-specific features in story telling?

This study analyzed 36 stories of a 5th-grade narrator(10.03-11.02 age) in 

3-dimensions; story construction, story expression, story communication. 

This study described the story telling of the narrator elaborately as to this 

frame. According to this study, the story telling ability of 5th grade was 

similar to 4th grade, but different from 1st-3rd grade at so many feature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development of story telling ability 

could be phased as [1st grade], [2nd-3rd grade], and [4th-5th grade]. And 

this study proved many genre-specific features in story telling, and 

suggested that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e differences in the story 

genres when developing the educational contents or assessment tools. 

[Key words] the development of story telling ability, longitudinal study, 

5th-grade student/narrator, genre-specific features in story 

telling, oral communication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