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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fferences and relationships between environmental print reading ability,

vocabulary, and print concepts of children at ages 3 and 4. The subjects comprised 90 children, who

could not read letters. The Children’s Reading Ability of Environmental Print Scale(Son, 2012),

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Kim et al., 2009) and Concepts About Print(Kim & Kim,

2004) were used in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in terms of Illiterate Korean children, aged 3 to 4 years,

their scores on the environmental print reading task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vocabulary and

print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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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언어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부호이며, 여러 생

각과 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관습적인 상징들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체계로(Owens, 2005) 우리

가 생각하고, 세상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도

구이다. 특히 문자언어의 발명 및 사용은 시간

과 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

고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산할 수 있게

하였다(Lee, 2004).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

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로 문자의 사용 및 해독

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러

한 시대에 효과적으로 기능하며 살아가기 위해

서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필요한 글을 적절

히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언어발달이 급

속히 이루어지는 영유아기 부터 의미 있는 상황

속에서 문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자 사회에서 인쇄물은 어디에나 편재되어

있으며 영유아들은 형식적 교육이 시작되기 전

부터 실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쇄물을 집과

지역사회 등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한다(Goodman,

1986; McGee & Richgels, 1996). 실생활의 기능

을 담은 특정한 맥락을 담고 있는 간판, 교통표

지판, 텔레비전, 과자 상자 등과 같은 환경인쇄

물(Adams, 1990)은 유아들이 책을 읽기 전에

만나는 첫 인쇄물로(Clay, 2002) 문어에 대한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Goodman,

1986). 환경인쇄물(environmental print)은 크고,

굵고, 다양한 형태의 글씨체와 색깔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인 책과 같은 인쇄물과 비교해 보았

을 때 유아에게 시각적으로 매력적이고, 유아

개인에게 의미가 있어 즉각적인 흥미와 관심을

자극한다(Adams, 1990). 유아는 곧 인쇄물이 환

경에서 경험하는 시각적 패턴들과 다른 종류라

는 것을 배우게 되며(Yamagata, 2007) 상징화된

언어이며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Adams, 1990). 즉, 유아가 환경인쇄물을 읽는

과정은 유아로 하여금 상징으로부터 의미를 형

성하게 하며, 읽기와 실제 세계를 연결하도록

하여 언제 어디에서나 읽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Prior, 2009).

유아의 읽기 발달은 여러 단계를 걸쳐 발달

하는데 Mason(1980)은 유아의 읽기발달 단계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단계는 맥락 의존

(context dependency) 단계로 유아가 그림, 색깔,

모양 등과 같은 환경인쇄물의 시각적 단서에 의

존해 자신이 알고 있는 맥락에서 관심 있는 간

판이나 상표(예：멈춤, 비상구)를 읽는다. 2단계

는 시각적 인식(visual recognition) 단계로 유아

는 맥락 없이 약 3글자 길이의 단어를 인식할

수 있고, 몇몇 유아는 초기자음을 인식하기도

하며, 대․소문자의 변화를 알아차리기도 한다.

3단계는 철자-발음 분석(letter-sound analysis)

단계로 유아는 보통 3∼5글자의 단어를 읽으며,

보다 복잡한 단어를 읽을 수 있고 3글자로 된

단어도 쓸 수 있다.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 능력은 관례적 읽기

가 가능한 단계보다 Mason (1980)의 맥락 의존

(context dependency) 읽기 단계와 관련이 깊다.

이 읽기 단계의 유아는 환경인쇄물 읽기에 있어

철자-발음의 분석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

인쇄물을 읽을 때 문자의 의미와 형태를 연결시

키기 위해 그림이나 색깔과 같은 인쇄물의 시각

적 맥락단서에 의존한다. 유아의 읽기 능력은

단기간에 습득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시

기부터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의 문해 경험을

통해 연속적으로 발달한다는 출현적 문해 관점

의 연구자들은 글자를 정확히 읽을 수 있기 전

수준의 유아도 환경인쇄물의 구체적인 지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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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를 통해 ‘출현적 읽기’ 를 수행 한다고 본

다. 출현적 문해의 관점에서는 글자를 읽지 못

하는 유아의 읽기 관련 활동이나 행동들이 읽기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는 유아

가 환경인쇄물을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

을 통해 인쇄물의 뜻, 형태, 기능 등을 이해하게

되므로 유아가 환경인쇄물을 읽는다는 것은 단

순히 글자를 읽는 것만이 아닌 인쇄물에 포함된

맥락과 기능에도 반응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

이다(Berry, 2000).

최근 들어 국내에서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

능력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Son(2012)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유아들이

친근하게 접하는 환경인쇄물 20개를 선정하여

환경인쇄물 읽기능력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글

자를 읽지 못하는 만 3∼4세 유아 111명을 대

상으로 전반적인 환경인쇄물 읽기능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만 3세 유아의 경우 환경인쇄

물의 원형 그대로인 맥락과제와 색깔 단서를 제

거한 탈맥락 흑백그림과제에서는 10개 중 약 7

개를, 그림 단서를 제거한 탈맥락 칼라글자과제

에서는 10개 중 약 4개를 읽는 것으로 나타났

다. 만 4세 유아의 경우에는 맥락과제와 탈맥락

흑백그림과제에서는 10개 중 약 9개를, 탈맥락

칼라글자과제에서는 10개 중 약 7개를 읽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관례적으

로 글자를 읽지 못하는 유아도 로고나 색깔, 그

림 등의 시각적, 맥락적 단서에 의해 환경인쇄

물을 읽을 수 있으며,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

록 환경인쇄물을 더 잘 읽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국외에서는 형식적인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형성되는 어휘력, 인쇄물 개념, 음운 인식,

자모음 지식 등과 같은 출현적 문해 기술

(emergent literacy skills)이 미래의 읽기, 쓰기 능

력 및 장기간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

(Whitehurst & Lonigan, 1998)가 보고되면서 사

회문화적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유아의 문해 발

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인쇄물의 긍정적인

역할에 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과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IRA & NAEYC,

1998)은 환경인쇄물이 구체적이며 유아와 개인

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의 읽기, 쓰기

발달에 있어 의미 있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발달에 적합한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대다수의 연구자들도 환경인쇄물을 교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유아에게 자연스러운 내

적 흥미를 불러 일으키고 문자의 기능에 관한 지

식을 길러주어 유아의 출현적 문해 기술의 발달

을 촉진한다고 보았다(Neumann, Hood, Ford, &

Neumann, 2011; Vukelich, Christie, & Zen,

2012). 즉, 연구자들은 유아가 환경인쇄물을 읽

는 과정은 맥락으로부터 의미를 추출해내는 과

정이며(Goodman, 1986), 환경인쇄물에 써진 로

고(logo)에 관한 지식은 글자 읽기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므로 읽기능력을 촉진시켜

(Cronin, Farrell, & Delaney, 1999; Neumann,

Hood, & Ford, 2012) 이 후의 읽기능력을 유의하

게 설명한다고 주장하였다(Berry, 2000; Kuby,

Goodstadt-Killoran, Aldridge, & Kirkland, 1999).

또한 초기 읽기 발달에 도움을 주는 어휘력, 인

쇄물 개념, 음운인식, 자모음지식 뿐 아니라 자

기이름쓰기나 자모음쓰기 등의 출현적 쓰기 기

술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Berry, 2000;

Cronin et al., 1999; Lomax & McGee, 1987;

Neumann et al., 2012).

반면 몇몇 연구자들(Blair & Savage, 2006;

Masonheimer, Drum, & Ehri, 1984)은 유아가

환경인쇄물을 읽는 것은 환경인쇄물에 포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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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를 읽는 것이 아닌 환경인쇄물의 맥락에 단

서를 얻어 ‘가짜로 읽는 것(pseudo reading)’ 이

라고 주장하였다. 연구자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에게 로고(logo)와 색깔이 모두 포함된 원

형 그대로의 맥락과제와 로고와 색깔단서가 제

거된 탈맥락과제, 글자변경과제 등 여러 수준의

환경인쇄물 과제를 제작해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유아는 맥락과

제에서는 환경인쇄물에 있는 단어를 잘 읽었지

만 탈맥락 과제에서는 단어 읽기능력이 감소하

였고, 글자변경과제에서는 글자의 변화를 인식

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단순히

환경인쇄물을 경험하는 그 자체는 유아의 단어

읽기 발달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lair와 Savage(2006)도 글자를 읽지 못하는 유

아 38명을 대상으로 환경인쇄물과 출현적 문해

기술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환경인쇄물 인

식은 음운 인식, 철자-발음 지식, 어휘력과 상관

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국외와 국내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 및 출현적 문해

기술과의 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인쇄물에 대한 인식도 저조하고 유아의 환

경인쇄물 읽기능력 및 출현적 문해 기술과 관련

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유아들의 환경

인쇄물 읽기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환경인쇄물은 주변에서 의식, 무의식적으

로 볼 수 있는 친근한 인쇄물로 사회문화적 맥

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국 유

아들과 우리나라 유아들에게 친근한 환경인쇄

물은 매우 다르다. 유아의 읽기능력 발달 경향

은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동일한 경향성을 보

이겠지만, 유아에게 친숙한 환경인쇄물은 문화

마다 다르며 우리나라 유아들의 환경인쇄물 읽

기능력에 대한 탐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

황이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

므로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적합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환경인쇄물 읽기능

력 검사 도구를 통해 우리나라 유아의 환경인쇄

물 읽기능력에 대한 경향 및 과제 유형을 다양

하게 하였을 때 읽기능력의 변화, 출현적 문해

기술 및 관례적 읽기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구체

적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출현적 문해 기술 중 어휘력은 언어능력의

기본으로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전반적

인 언어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언

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유아의 어휘 발달은 유아들이 가장 많

이 듣게 되고, 유아들이 흥미를 느끼는 상황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수동적인 상황이 아닌

상호작용이 가능한 능동적인 상황에서 이루어

지며, 의미 있는 맥락 안에서 단어에 관한 명백

한 정보를 얻게 될 때 효과적으로 어휘를 습득

할 수 있게 된다(Harris, Golinkoff, & Hirsh-

Pasek, 2011). 연구자들은 유아가 주변에서 쉽

게 발견할 수 있으며, 유아에게 개인적으로 의

미 있는 과자 상자, TV 광고, 표지판 등의 환경

인쇄물과의 문해 상호작용이 문자의 기능 및 글

자의 형태, 그에 해당하는 소리, 상징의 요소가

상호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유아가 맥락 안

에서 단어읽기를 배우게 하고,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여 구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

였다(Kim, 2012; Vukelich et al., 2012).

국내 Kim(2012)의 연구에 의하면 만 3세 유

아의 환경인쇄물 읽기 능력 검사의 맥락과제의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어휘, 표현어휘의 수준이

높았고, 만 4세 유아의 경우에는 맥락과제와 탈

맥락과제의 점수가 높을수록 표현어휘력의 수

준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환경인쇄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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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유아의 출현적 문해

기술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것이 환경인쇄물 읽

기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Berry

(2000)는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 능력과 수용

어휘력은 강한 상관(r = .65)이 있으며, 6개월

이후의 단어 읽기 능력을 유의하게 설명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환경인쇄물 읽기 능력과 단어

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은 구어의 변화를 가져오

고 다른 출현적 문해 기술과 결합하여 단어 읽

기 능력과 수용 어휘의 발달을 촉진하였다고 보

았다. 한편 Wepner(1985)는 환경인쇄물을 사용

하여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 만 3∼4세 20명을

대상으로 8주 동안 8회기에 걸쳐 읽기훈련을

실시하였다. 각 유아에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표 책(logo book)을 제공하고, 각 회기마다 다

른 상표를 1∼2개 제공하여 문장을 만들게 하

였다. 그리고 유아가 만든 책을 연구자에게도

읽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게 하였다. 그

결과 유아는 더 많은 환경인쇄물 상표를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환경인쇄물에 대한 인식이 증

가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유아가 다른 인쇄물에

도 관심을 갖고 읽기 시작하게 되었으며 인쇄물

단어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를 적용하여 복잡한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환경인쇄물 읽기 능력이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

기 능력과 어휘력 간의 관계를 본 연구는 국외

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

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과 유아의 어휘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출현적 문해 기술 중 인쇄물 개념은 유

아의 읽기와 쓰기 능력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고

(Adams, 1990), 읽기 성취의 바탕이 되며(Storch

& Whitehrust, 2002) 읽기 능력을 예측해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Levy, Gong, Hessels, Evans,

& Jared, 2006). 연구자들은 환경인쇄물을 통한

문해 경험이 유아가 인쇄물들의 세부적인 부분

들을 탐색하고(Clay, 2002) 인쇄물의 요소 및 기

능, 특징에 대해 발견해 나가며(Reutzel, 2003)

능동적으로 인쇄물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

록 한다고 보고,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 능력

이 인쇄물 개념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왔

다(Berry, 2000; Lomax & McGee, 1987;

Reutzel, 2003). Lomax와 McGee(1987)는 만 3

∼6세 아동 81명을 대상으로 환경인쇄물 단어

읽기와 인쇄물 개념, 철자 분별, 철자 방향성, 단

어 변별과 같은 그래픽 인식(graphic awareness)

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

났다. Reutzel (2003)은 환경인쇄물 읽기 점수에

따라 집단을 나누고 인쇄물 개념을 검사한 결과

환경인쇄물을 정확하게 읽는 아동의 집단이 좀

더 높은 수준의 인쇄물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인쇄물 개념의 습득이 성숙보다 경험

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Whitehurst, Epstein,

Angell, Payne, Crone, & Fischel, 1994)를 통해

볼 때, 환경인쇄물은 유아에게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문해 자원으로 유아의

배움의 동기를 높여 문자의 기능 및 문자 언어

의 특성을 배울 수 있게 하므로 유아의 초기 인

쇄물 개념의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

듯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 능력과 인쇄물 개념

은 유아의 문해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인

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 둘 간의 관계를 밝

힌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이 인쇄물 개념 발달과 어

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3∼4세 유아의 연

령과 환경인쇄물 과제 유형에 따른 전반적인 읽

기능력을 살펴보고,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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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력 및 인쇄물 개념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글자를 읽지 못하는

만 3∼4세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과

어휘력 및 인쇄물 개념 간의 관계를 밝힘으로

유아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인쇄

물을 이용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연령과 과제유형에 따른

환경인쇄물 읽기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과

어휘력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

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과

인쇄물 개념 간에는 어떠한 관계

가 있는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서울, 경기, 대전에 있는 9개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만 3∼4세 유아 90

명이었다.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을 정확

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글자를 읽지 못하는 만 3

∼4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만 3세경부터 유아들은 환경에 있는 인쇄물이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

며 친숙한 인쇄 맥락에서 발견한 그림이나 상징

표시에 의미를 연결하여 읽기 시작하고 점차적

으로 맥락 의존성에서 벗어나 만 5세가 되면 관

례적인 읽기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진다(McGee

& Richgels, 1996)는 발달적 특징에 근거한 것

이다.

연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 대전, 경기

도에 위치한 9개의 어린이집을 임의 표집한 후

각 어린이집 담임선생님을 통해 글자를 읽지 못

하는 유아 108명을 1차로 선별하였다. 이 후 해

당 유아의 부모님에게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받

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단어읽기 검사(Choi,

2010)를 실시하여 글자를 읽지 못하는 유아 90

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 및 성별을 살펴보면, 만 3세 유아

는 45명으로 평균월령은 42.73개월이며 남아

23명(51%), 여아 22명(49%)이며, 만 4세 유아는

45명으로 평균 월령은 53.76개월이며 남아 28

명(62%), 여아 17명(38%)이다. 연구대상 유아

의 인구론적 배경을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은 30

대(부：73.3%, 모：66.7%)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모의 최종학력은 대졸(부：

58.9%, 모：57.8%)의 비율이 가장 높다. 부모의

직업은 사무직(부：67.8%, 모：52.9%)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맞벌이가 78.8%로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월평균 소득은 201∼

300만원이 8.3% 301∼400만원 16.7%, 401∼

500만원이 24.4%, 501∼600만원이 20% 601만

원 이상이 24.4%, 무응답이 6.7%로 나타났다.

2.연구도구

1)단어읽기검사

본 연구에서는 글자를 읽는 유아들을 통제하

기 위하여 Choi(2010)의 단어읽기 검사를 실시

하였다. 단어 읽기 검사는 유의미단어, 무의미

단어, 유사단어읽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당 점수는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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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이며 완전히 한 단어를 읽을 때에만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참여한 연

구대상은 단어읽기 검사에서 0점을 받은 유아

들이었다.

2)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검사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을 측정하기 위

해 Son(2012)이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개

발한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 검사 도구 중

맥락과제, 탈맥락 글자과제를 사용하였다. 맥락

과제는 환경인쇄물의 원형 그대로의 읽기 과제

를 뜻하며, 탈맥락 글자과제는 환경인쇄물 맥락

과제에서 그림과 색깔 단서를 모두 제거하고 남

은 흑백의 글자과제를 뜻한다. 또한 본 연구자

는 Son(2012)이 개발한 환경인쇄물 읽기능력

검사 도구를 바탕으로 맥락과제에서 특정 글자

를 변경한 글자변경과제(altered spelling task)를

추가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글자변경과제는

맥락과제에서 특정 글자를 하나만을 변경(예：

경찰→켱찰)한 읽기 과제로 한글의 자음가획,

모음가획 원리에 따라 유아들이 상대적으로 쉽

게 분별하는 문항을 선정하여(Choi, 2007) 변경

하였다. 글자변경과제는 맥락 안에서 유아가 환

경인쇄물 읽기를 시도할 때, 얼마나 인쇄물 글

자에 관심을 기울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제작

되었다. 글자변경과제의 경우 글자의 변화를 지

적하기 위해서는 특정 글자를 만드는 선, 모양

과 관련된 철자특질(letter features)을 구별해야

하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환경인쇄물 원형 그대

로 제시된 맥락과제를 수행하는 것 보다 좀 더

어려운 과제라 할 수 있다.

본 검사에서 사용한 Son(2012)의 환경인쇄물

항목은 지역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친숙한 환

경인쇄물을 선택하기 위해 서울, 경기, 대전, 강

원, 경상, 전라도 지역의 어머니가 평정한 것으

로 검사에 포함된 환경인쇄물은 총 3가지로 범

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아동범주로 [빼

빼로, 고래밥, 칸쵸, 짜요짜요, 치토스, 코코볼,

메로나, 새우깡, 초코파이, 마이쮸, 고깔콘]이며,

두 번째는 생활용품 및 지역사회범주로 [서울우

유, 맛있는 우유, 짜파게티,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이며, 세 번째는 안내문범주로 [횡단보도,

경찰, 비상구]이다.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

력 검사 도구는 한 문항 당 21×15cm 크기의 그

림카드로 되어있으며. 환경인쇄물 읽기능력 과

제 중 맥락과제와 탈맥락 글자과제는 각 20문

항, 글자변경과제는 [켱찰, 횡단보토, 비장구, 칸

죠, 고대밥, 파이쮸, 쿄쿄볼, 서울유유, 짜파게

타, 이마투] 1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환경인쇄물 과제는 맥락과제, 글자변경과제,

탈맥락 글자과제의 순으로 실시되며, 환경인쇄

물 읽기능력 검사는 ‘화장실’ 안내문을 통한 연

습 후, 본검사를 실시한다. 유아에게 환경인쇄

물 카드를 보여 준 후 ‘뭐라고 읽는지 아니?’라

고 물어본다. 환경인쇄물을 정확하게 읽거나 해

당 환경인쇄물의 철자를 정확히 말하며 의미가

통하는 반응은 2점, 철자에 부분적으로 반응하

거나 인쇄물이 포함되지 않은 의미관련 반응은

1점, 의미나 철자에 반응하지 못하거나 관련 없

는 대답을 하면 0점으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고래밥’ 문항에서 ‘고래밥’, ‘고래밥 과자’라고

대답하면 2점, ‘고래 과자’, ‘과자’ 등으로 인쇄

물 의미에 관계된 대답이나 철자에 부분적으로

반응하면 1점, 무응답 또는 모른다고 대답하거

나 ‘나 이거 먹어봤어요.’ 등의 관계없는 대답을

하면 0점을 부여한다. 과제의 점수는 유아의 응

답에 따라 각 문항마다 0～2점을 받을 수 있고,

총 0～4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글자변경과

제의 검사 방법은 ‘아장실’을 연습문제로 하여,

환경인쇄물 읽기능력의 본 검사방법과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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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아에게 ‘뭐라고 읽는지 알고 있는지?’ 물

어본 후 유아의 1차 반응을 적는다. 유아가 ‘고

대밥’ 문항을 보고 ‘고대밥’으로 철자가 변경

된 환경인쇄물의 철자를 정확하게 읽으면 1.5점

을 부여하고, 철자가 변경되지 않은 원형 그대

로의 환경인쇄물 ‘고래밥’으로 읽으면 1점을 부

여하고, 인쇄물 의미에 관계된 대답이나 철자에

부분적으로 반응하는 ‘과자’ 등으로 답변하면

0.5점을 부여한다. 관련 없는 대답이나, 무응답

을 할 경우 0점을 부여한다. 그 후 원래의 환경

인쇄물과 달라진 글자가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

으로 질문 한 후 유아가 변경 된 철자를 말로

지적하거나 손으로 정확히 가리키면 0.5점을 부

여한다. 즉, 글자변경과제의 점수는 각 문항마

다 1차 반응에서 글자가 변경된 환경인쇄물을

유아가 어떻게 읽었는지에 따라 0～1.5점의 점

수를 부여하고, 2차 반응에서 유아가 글자의 변

화를 지적한 경우에 추가로 0.5점을 더 부여받

게 되어 총 0～2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환

경인쇄물 읽기능력 검사의 채점자간 신뢰도는

연구 대상 아동 중 10명의 유아를 무선적으로

선택하여 채점자 두 명의 채점 결과에 대한 채

점자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각각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96으로 산출되었다.

3)어휘력검사

만 3∼4세 유아의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검사도구인 REVT

(Rceptive Expressive Vocabulary Test; Kim,

Hong, Kim, Jang, & Lee, 2009)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구성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어휘들이며 수용․표현 어휘 각각 18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는 표현 어휘력 검사를 먼

저 실시 한 후 수용 어휘력 검사를 실시하게 되

며, 검사자가 유아에게 어휘력 검사 그림 카드

를 보여주면 유아가 검사자의 질문에 대답하게

된다. 유아의 응답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

로 채점되어 점수로 평가되고, 연속적으로 8개

문항 중 6문항을 틀리게 반응할 경우 검사는 종

료된다.

4)인쇄물 개념 검사

만 3∼4세 유아의 인쇄물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Kim과 Kim(2004)이 수정․번안한 인쇄

물 개념 검사(Concepts About Print, CAP)를 사

용하였다. 이 도구는 책을 읽는 맥락에서 유아

의 인쇄물 개념의 이해를 측정한다. 검사용 동

화책은 Clay가 유아에게 더 매력적이고 반편견

적인 그림과 주제로 제작한 ‘No Shoes(신발이

없네)(Clay, 2000)’를 Kim과 Kim(2004)이 수정·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검사 책자는 총 20쪽

으로 한 쪽에는 그림, 다른 쪽에는 본문이 적혀

있고, 문항을 위해 그림이나 본문이 뒤집어져

있거나 틀린 단어가 제시되어 있다. Kim과

Kim(2004)은 인쇄물 개념 검사 문항의 요인분

석을 하여 CAP의 5개 요인을 추출하였다. 1요

인은 ‘상급인쇄물 개념’으로 쉼표, 조사의 띄어

쓰기, 따옴표, 마침표, 받침, 물음표, 단어 개념

문항이 포함된다. 2요인은 ‘인쇄물 관례’로 읽

는 방향, 왼쪽으로 돌아옴, 인쇄물이 내용을 반

영함의 문항이 포함된다. 3요인은 ‘책에 대한

개념’으로 책의 앞면, 글이 시작하는 곳 문항이

포함된다. 4요인은 ‘인쇄물 방향’에 대한 것으

로 뒤집어진 본문, 글자 하나씩 짚기, 시작과 끝

개념, 그림이 뒤집어짐, 왼쪽부터 읽는가, 뒤집

을 수 있는 단어, 글자 개념, 단어의 시작과 끝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5요인은 ‘인쇄물의 순

서’에 관한 것으로 글자 순서 바뀜(시작, 끝), 단

어순서 바뀜, 글자 순서 바뀜(중간), 줄 순서 바

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CAP는 개별검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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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s, standards and T-test of children’s reading ability according to age and

environmental print task types

Age

Environmental print task types

3 yrs(n=45) 4 yrs(n=45)
t value

M(SD) M(SD)

Contextualized task 14.04(4.18) 17.82(4.65) 4.05***

Altered spelling task 7.14(3.18) 10.82(4.16) 4.72***

Decontextualized task .38(1.25) .84(1.22) 1.79+

+p < .10. ***p < .001.

며,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의

응답이 맞으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채점되어

총 0∼24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인쇄물 개

념 검사의 채점자간 신뢰도는 연구 대상 아동

중 10명의 유아를 무선적으로 선택하여 채점자

두 명의 채점 결과에 대한 채점자간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각각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92

으로 산출되었다.

3.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에 앞서 측정도구들의 실시과정의 문

제점 및 소요시간 등을 알아보기 위해 2012년 7

월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이 아닌 글

자를 읽지 못하는 만 3～4세 유아 각각 4명에게

총 검사시간을 조사한 결과, 단어읽기 검사의

경우 약 5분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검사의 경우

약 15분, 어휘력 검사는 약 20분, 인쇄물 개념

검사는 약 10분으로 총 소요 시간은 약 50분 정

도였다. 유아에게 모든 검사를 한 번에 실시하

기에는 검사의 효율성 및 유아의 집중력을 저해

한다고 판단하여 검사를 2회에 나누어 실시하

기로 하였다. 본조사는 2012년 8월 13일～9월

25일에 본 연구자와 아동․가족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1명이 직접 기관에 방문하

여 검사대상 유아와 일대일로 조용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는 2회에 걸

쳐 실시되었으며 1차에 단어읽기 검사, 환경인

쇄물 읽기능력 검사, 인쇄물 검사를 진행하였

고, 2차에 어휘력 검사를 진행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Window용 SPSS 18.0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

다. 첫째, 유아의 연령과 과제 유형에 따른 환경

인쇄물 읽기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한 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과 어휘력 및 인쇄

물 개념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Ⅲ.결과 및 해석

1.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

유아의 연령에 따른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환경인쇄물

의 과제 유형별 검사의 총점을 40점으로 환산

하였다. 이는 맥락과제, 탈맥락과제의 총점이

40점이지만, 글자변경과제의 총점은 20점이므

로 환경인쇄물 과제의 점수비교를 위해 총점을

모두 40점으로 환산한 것이다. 이 후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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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reading ability of environmental print and REVT

Age

Environmental print

task types

Vocabulary

Contextualized

task

Altered spelling

task

Decontextualized

task

3 yrs.

(n=45)

Expressive vocabulary .51*** .53*** .41**

Receptive vocabulary .45** .33* .46**

4 yrs.

(n=45)

Expressive vocabulary .44** .29+ .35*

Receptive vocabulary .37* .19 .24
+p < .10. *p < .05. **p < .01. ***p < .001.

Table 1에 제시하였다.

만 3∼4세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 능력을 과

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맥락과제의 평균 점수가

만 3세 유아는 14.04점, 만 4세 유아는 17.82점이

고 글자변경과제에서의 평균 점수는 만 3세 유

아가 7.14점, 만 4세 유아는 10.82점이며 탈맥락

글자과제에서의 평균 점수는 만 3세 유아는 .38

점, 만 4세 유아는 .84점으로 모든 과제에서 만

4세 유아의 평균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에 따른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에

차이가 있는지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맥락과제(t

= -4.05, p < .001), 글자변경과제(t = -4.72, p <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탈맥락 글자과제(t = -1.79, p < .10)는 경계선

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환경인쇄물의 모든 과제에서 만 4세 유아의

평균 점수가 만 3세 유아의 평균 점수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과 어휘력 간의

관계

만 3∼4세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 능력과

어휘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연령

에 따라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실시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과 어휘력의 하

위 범주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만 3세 유

아의 경우 맥락과제와 표현어휘(r = .51, p <

.001), 맥락과제와 수용어휘(r = .45, p < .01)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또한

만 4세 유아의 경우에도 맥락과제와 표현어휘(r

= .44, p < .01), 맥락과제와 수용어휘(r = .37, p

< .05)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 결과는 만 3∼4세 유아가 맥락과제

를 잘 읽을수록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 수준

이 높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만 3세 유아의 경우 글자변경과제

와 표현어휘(r = .53, p < .001), 글자변경과제와

수용어휘(r = .33, p < .05)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만 4세 유아의

경우 글자변경과제와 표현어휘(r = .29, p <

.10)에서만 경계선상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

을 나타내었고 글자변경과제와 수용어휘는 유

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

3세 유아의 경우 글자변경과제를 잘 읽을수록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하고, 만 4세 유아의 경우 글자변경과제를 잘

읽을수록 표현어휘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만 3세 유아의 경우 탈맥락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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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between children’s reading ability of environmental print and Concepts

about print

Environmental print

task types

Concepts about print

Contextualized

task

Altered spelling

task

Decontextualized

task

3 yrs.

(n=45)

Concepts about book orientation .21 .15 .24

Convention of print .34* .27+ .39**

Direction of print .16 .25
+

.28
+

Order of print .17 .21 .12

Advanced print concept .19 .33* .13

Total .36* .40** .39**

4 yrs.

(n=45)

Concepts about book orientation .18 .07 .04

Convention of print .26+ .13 .23

Direction of print .46** .37* .17

Order of print .31* .16 .10

Advanced print concept .37* .20 .15

Total .52*** .34* .24
+p < .10. *p < .05. **p < .01. ***p < .001.

과제와 표현어휘(r = .41, p < .01), 탈맥락 글자

과제와 수용어휘(r = .46, p < .01)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만 4세의 유아의 경우

에는 탈맥락 글자과제와 표현어휘(r = .35, p <

.05)에서만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고, 탈맥락 글자과제와 수용어휘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만 3세 유아

의 경우 탈맥락 글자과제를 잘 읽을수록 표현어

휘력과 수용어휘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만

4세 유아의 경우에는 탈맥락 글자과제를 잘 읽

을수록 표현어휘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 한다.

3.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과 인쇄물 개념

간의 관계

만 3∼4세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과 인

쇄물 개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연령에 따라 Pearson 적률상관관계를 실시한 결

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만 3세 유아의 환경인쇄물의 모든 과제는 인

쇄물 개념 총점과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만 4세 유아의 경우 맥락과제와 글

자변경과제에서만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과 인

쇄물 개념의 하위 범주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만 3세 유아의 경우 맥락과제와 인쇄물 관

례(r = .34, p < .05)에서만 유의미한 정적인 상

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만 4세 유아의 경우에는

맥락과제와 인쇄물 관례(r = .26, p < .10), 인쇄

물 방향(r = .46, p < .01), 인쇄물 순서(r = .31,

p < .05), 상급인쇄물 개념(r = .37, p < .05)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

한 결과는 만 3세의 유아의 경우 맥락과제를 잘

읽을수록 인쇄물 관례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

다는 것을 나타내고, 만 4세의 유아의 경우 맥

락과제의 점수가 높을수록 인쇄물 관례, 인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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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인쇄물 순서, 상급인쇄물 개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글자변경과제와 인쇄물 개념의 하

위 범주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만 3세 유아의

경우 글자변경과제와 인쇄물 관례(r = .27, p <

.10), 인쇄물 방향(r = .25, p < .10), 상급 인쇄

물 개념(r = .33, p < .05)은 유의미한 정적인 상

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만 4세 유아의 경우

글자변경과제와 인쇄물 방향(r = .37, p < .05)

에서만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

러한 결과는 만 3세 유아의 경우 글자변경과제

를 잘 읽을수록 인쇄물 관례, 인쇄물 방향, 상급

인쇄물 개념을 더 잘 알고 있음을 나타낸다. 만

4세 유아의 경우에는 글자변경과제를 잘 읽을

수록 인쇄물 방향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마지막으로 탈맥락 글자과제와 인쇄물 개념

의 하위 범주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만 3세 유

아의 경우 탈맥락 글자과제와 인쇄물 관례(r =

.39, p < .01), 인쇄물 방향(r = .28, p < .10)에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만

4세의 유아의 경우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만 3세 유아의 경우 탈맥

락 글자과제를 잘 읽을수록 인쇄물 관례와 인쇄

물 방향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3～4세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고, 환경인

쇄물 읽기능력과 어휘력 및 인쇄물 개념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

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인쇄물 읽기능력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 검사

의 모든 과제에서 만 4세 유아의 평균 점수가

만 3세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환경인쇄물

을 더 잘 읽게 된다는 선행연구결과(Goodman,

1986; Kim, 2012; Son, 2012)와 일치한다. 이는

만 3∼4세 유아 모두 글자를 읽지 못하나 만 4

세 유아가 만 3세 유아보다 시간적으로 환경인

쇄물과 접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 진다. 이를

통해 볼 때, 일상생활 속에서 교사나 부모가 유

아가 친근한 환경인쇄물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의미 있는 문해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유아의 읽기 발달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환경인쇄물 과제유형에 따른 유아의 읽기능력

에도 차이가 나타나 맥락과제, 글자변경과제, 탈

맥락 글자과제의 순으로 잘 읽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환경인쇄물의 맥락이 제거 될수록 유아

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이 줄어든다는 선행연구

(Kim, 2012; Masonheimer et al., 1984; Son,

201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대상은 글자

를 읽지 못하는 유아들로 Mason(1980)의 읽기

발달 단계 중 맥락의존(context dependent) 단계

에 해당하며 환경인쇄물을 읽을 때 색깔이나 그

림, 글자 형태 등 시각적 단서에 의존하여 글자

를 읽는다. 그러므로 맥락의 단서가 제거 될수록

글자를 읽는 것이 어려워지므로(Mason, 1980;

Masonheimer et al., 1984) 모든 맥락의 단서가

제공된 환경인쇄물 원형 그대로의 맥락과제를

가장 잘 읽고, 철자가 변경 된 글자변경과제 및

그림, 색깔의 단서가 제거 된 탈맥락 글자과제는

잘 읽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몇몇 연구자들

은(Blair & Savage, 2006; Masonheimer et al.,

1984) 맥락적 단서를 통해 환경인쇄물을 읽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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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진정한 읽기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상징

표시 읽기 단계에서 유아는 환경인쇄물로부터

의미를 추출해내고, 글자 형태, 색깔 패턴, 기하

학적인 상표 디자인들을 분별해내는 시각 인지

능력을 발달시켜 읽기 발달의 기초를 형성해 가

므로(Neumann et al., 2011)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은 관례적 읽기의 중요한 시작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읽기 발달에 있어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

며 글자를 읽지 못하는 유아가 환경인쇄물의 맥

락과제, 글자변경과제, 탈맥락 글자과제를 문자

그대로 읽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둘째,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과 어휘력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 만 3세

유아의 경우 환경인쇄물의 모든 과제에서 표현

및 수용어휘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만 3세 유아는 환경인쇄물의 모든 과제에서

읽기능력의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표현․수

용 어휘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시각적 단서

가 모두 주어진 맥락과제에서만 유아의 환경인

쇄물 읽기능력과 어휘력과 연관이 된 것이 아니

라 맥락이 제거된 환경인쇄물 과제의 읽기능력

도 어휘력과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만 3세 유

아의 읽기 능력이 연속선상에서 발달한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것

은 읽기능력이 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과 상관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Snow, Burns,

& Griffin, 1998; Storch & Whitehurst, 2002)와

일관된 맥락을 갖는다. 이는 가정이나 교실에서

풍부한 언어 환경 및 인쇄물과의 경험이 풍부할

수록 유아의 어휘 발달이 촉진된다고 보고한 연

구 결과(Kim & Kim, 2011; Shin & Kim, 2008)

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만 3세 유아의

경우 만 4세 유아와 달리 환경인쇄물의 모든 과

제에서 수용어휘와 좀 더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환경인쇄물의 모든 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만 3세의 유아는 수용어휘 점수가 높게 나

타났다. 이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만 3세 유아

에게 있어 의미 있는 맥락적인 단서를 제공해주

는 환경인쇄물을 통한 문해 경험은 다양한 어휘

를 알고, 이해하는 것과 관련 된 수용어휘 발달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수용어휘

력이 어린 유아의 읽기 발달을 유의미하게 예측

하는 변인(Jang & Kim, 2003)이라는 결과와 연

결지어볼 때, 환경인쇄물을 통한 문해 경험은

나이가 어린 유아의 어휘력 발달 및 읽기발달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진다.

만 4세 유아의 경우 환경인쇄물의 모든 과제

와 표현어휘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맥락과제에서만 수용어휘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환경인쇄물의 모든 과제에서 읽

기능력의 점수가 높을수록 만 4세 유아의 표현

어휘력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표현어휘가 수용

어휘보다 몇 개월 더 늦게 발달하여 만 4세 유

아의 시기가 수용어휘보다 표현어휘가 더 활발

하게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용어휘력보

다 표현어휘력이 정적인 상관을 나타낸 것이라

는 Kim(2012)의 주장을 통해 해석 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과 수

용어휘력 간의 상관을 살펴보아 직접적인 차이

를 비교 분석해 볼 수 없지만 단어 읽기능력과

표현어휘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를 통

해 보면 읽기 발달은 표현어휘력과 상관이 있으

며 나이든 유아의 읽기 성취와 좀 더 강한 연관

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Wise, Sevcil, Morris,

Lovett, & Wolf, 2007). 이를 통해 볼 때, 환경인

쇄물을 통한 문해 경험은 좀 더 나이든 유아의

표현어휘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만 4세 유아의 환경인쇄물 맥락과제의 읽기

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수용어휘력이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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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는데, 이는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과 수용어휘

력의 관계를 살펴본 Berry(2000)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이것은 환경인쇄물을 읽는 것이

단어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

을 보여주는 결과로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는 환경인쇄물이 유아의 수용어휘력 발달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한편 만 3∼4세 유아 모두 맥락과제의 읽기

점수는 표현어휘력과 수용어휘와 지속적인 상

관을 보였는데, 이는 유아가 일상생활의 맥락적

인 상황에서 단어를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어휘력의 성장은 의미 있는 경험이노출되어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Weizman &

Snow, 2000, 재인용)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유아의 어휘 증진을 위해 환경적 맥

락 단서 없이 무분별하게 글자만 보여주고 가르

쳐주는 것보다 의미 있는 맥락에서 인쇄물과 상

호작용 하도록 하는 것이 유아의 표현어휘력 및

수용어휘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Kim,

2012)는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

경인쇄물을 통한 문해 경험은 유아에게 새로운

단어를 의미 있는 상황에서 접하게 함으로서 폭

넓은 어휘 습득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

다(Robbins & Ehri, 1994)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나이가 어린 유아의 경우 학습지와 같은 인

쇄물이 아닌, 맥락이 있는 인쇄물을 제공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진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서는 수용어휘보다는 표

현어휘가 만 3세에 이어 만 4세에서도 지속적

으로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인쇄물 읽기능력 검사

도구의 특성 상 유아의 구어로 표현되어 측정

되는 것이므로 표현어휘력과 좀 더 밀접한 관

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Berry, 2000). 또한 환경인쇄물을 접하고 읽는

상황에서 유아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쇄물을 손

으로 가리키며 소리 내어 읽는다. 예를 들어,

글자를 읽지 못하는 유아가 그림책을 읽을 때

는 성인이 읽어주고 유아는 듣는 입장일 때가

많지만, 환경인쇄물의 경우는 글자를 읽지 못하

는 유아도 그림이나 색깔, 모양을 단서로 소리

내어 환경인쇄물을 읽게 되는 경우가 많다. 글

자를 읽지 못하는 유아가 길을 가다가 횡단보

도 표지판을 보게 될 경우 그림과 색깔 단서를

이용하여 횡단보도 표지판을 소리 내어 읽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인쇄물은 다른 인쇄

물에 비해 소리 내어 읽는 경험을 격려하기 때

문에 유아의 표현어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셋째,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과 인쇄물

개념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살펴보면, 만

3세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 검사의 모든

과제에서 인쇄물 개념의 총점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맥락과제의 경우 인쇄물 개념의 하위

범주 중 인쇄물 관례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

며, 글자변경과제의 경우 인쇄물 관례와 인쇄물

방향, 상급인쇄물 개념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

다. 그리고 탈맥락 글자과제의 경우 인쇄물 관

례와 인쇄물 방향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만

3세 유아는 책에 대한 개념을 50%이상 습득하

고, 인쇄물 관례와 인쇄물 방향에 대해 습득하

게 되는데(Kim & Kim, 2004; Kim & Shin,

2011), 환경인쇄물 읽기능력 검사의 모든 과제

들은 인쇄물 관례와 인쇄물 방향에서 모두 정적

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유아가 환경인

쇄물 읽기를 통하여 인쇄물 개념 습득에 필요한

감각들을 연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책에 대한 개념에서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Berry(2000)의 주장처럼 환경인쇄물과 책이라는

인쇄물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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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유아의 경우 글자변경과제, 탈맥락 글자과제

는 인쇄물 관례, 인쇄물 방향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글자변경과제는 상급인쇄물 개

념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글자변경

과제를 잘 읽는 유아일수록 띄어쓰기, 한 단어,

물음표, 마침표와 같은 시각적 단서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관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

다. 즉, 글자변경과제와 탈맥락 글자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유아는 좀 더 세밀하게 인쇄

물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유아가 사회문화적인 지식인 인쇄물 관례에 대

해 좀 더 높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림보다

글자가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글자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관념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만 4세 유아의 맥락과제, 글자변경과제의 환

경인쇄물 읽기능력은 인쇄물개념의 총점과 유

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만 4세 유아의 맥

락과제와 인쇄물 개념의 하위 범주인 인쇄물 관

례, 인쇄물 방향, 인쇄물 순서, 상급인쇄물 개념

과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이는 만 4세 유아들

은 모든 맥락이 제공된 원형 그대로의 환경인쇄

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인쇄물과 상호작용을 하

며 그 연령에서 습득해야 할 인쇄물 관례, 인쇄

물 방향, 인쇄물 순서, 상급인쇄물 개념을 알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

한 글자변경과제를 잘 읽을수록 인쇄물 방향 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글자변경과

제를 잘 수행하는 만 4세 유아들이 철자의 방

향, 철자 분별, 단어 분별과 같은 그래픽 디테일

에 민감함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McGee, Lomax, & Head, 1988).

한편 만 3∼4세 유아 모두 환경인쇄물의 맥

락과제의 점수가 인쇄물 개념의 총점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글자만 인쇄되어 있는 탈

맥락 글자과제에 비해 맥락과제가 인쇄물 개념

습득에 있어 더 많은 시각적 단서를 유아에게

제공함을 의미한다. Neumann 외(2012)는 만 3

∼4세 유아 73명을 대상으로 환경인쇄물을 교

수도구로 사용하는 것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는

데, 맥락이 있는 환경인쇄물을 교수 도구로 중

재한 집단이 탈맥락화된 인쇄물을 교수 도구로

중재한 집단에 비해 탈맥락 과제읽기, 인쇄물

개념 등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그림 지배적 읽기가

우세한 글자를 읽지 못하는 유아에게는 탈맥락

적인 인쇄물 보다는 맥락이 포함된 인쇄물이 인

쇄물 개념을 습득하는데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

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맥락에서 환경인쇄물을

통한 문해 경험은 유아의 초기 인쇄물 개념의

습득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

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이와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취업모

의 비율이 높고 중류층 가정의 만 3∼4세 유아

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대상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해야 할 것이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환경인쇄물 읽기능력

이 출현적 문해 기술 발달과 연관되어 추후의

읽기능력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

으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이 추후의 읽기능력

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지에 관해서는 증명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 유아의 환경

인쇄물 읽기능력이 실제적으로 추후의 읽기능

력을 예측하는지에 관한 종단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환경인쇄물 읽

기능력과 출현적 문해 기술 중 2가지 요소인 어

휘력과 인쇄물 개념과의 관계만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유아의 읽기 발달은 어휘력, 인쇄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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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외에도 음운 인식, 자모음 지식 등 여러 가

지 출현적 문해 기술의 영향을 받으므로 환경인

쇄물 읽기능력이 다른 문해 기술과 어떠한 영향

을 주고받는지에 관해 다각적인 각도에서 살펴

볼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먼저 한국의 글자

를 읽지 못하는 만 3∼4세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력 및 어휘력, 인쇄물 개념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아 관례적 읽기 전 단계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 특성 및 어휘력, 인쇄물 개념

습득 과정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둘째, 유아의 환경인쇄물 읽기능

력과 유아의 추후 문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휘력 및 인쇄물 개념과의 정적인 상관관계를

밝힘으로 관례적 읽기 전 단계 유아의 환경인쇄

물 읽기능력이 어휘력 발달 및 인쇄물 개념의

습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정보를 제공하였

다. 이것은 환경인쇄물을 활용하여 문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어휘력의 확장과 인쇄물 개념 발

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결

과로 환경인쇄물을 이용한 유아 언어교육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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