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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6학년 수학수업에 적용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수학적 의사소통불안에 미치는 효과 분석1)

최 병 훈 (대구성동초등학교)

본 연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학수업이 학생

들의 수학적 의사소통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의사소통불안검사 결과가 유의한

차이가 없는 2개 학급을 선정하여 일반 스토리텔링과 디

지털 스토리텔링을 각각 10주에 걸쳐 적용한 후 사후 의

사소통불안검사를 통해 그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반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학급은 사전·사후 의사소통불안

검사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디지털 스토리텔링

을 적용한 학급은 의사소통불안 요소의 소집단과 관련하

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반 스토리텔링과 디지

털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두 학급간의 사후 의사소통불안

검사결과에서는 수학시간과 소집단의 요소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적용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시간의 발표, 소집단

에 대한 의사소통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Ⅰ. 서 론

1990년대 이후로 학교 수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세

계적인 흐름 중의 하나가 의사소통 능력의 강조이다

(NCTM, 1989, 2000).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

과정에서도 의사소통을 강조하여 수학 수업을 통해 다

양한 상황을 수학적 언어로 표현하고 타인의 수학적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며, 수학적 언어를 사용

하여 토론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

술부, 2008). 이러한 의사소통의 강조는 최근 개정한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수학과 교육과정

에서도 반영되어 ‘수학적으로 사고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길러’ 라는 교육목표를 세워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유의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그러나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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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불안

라 수학수업은 여전히 설명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

으며 교사들의 수학적 의사소통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

율성에 대한 인식은 높게 가지고 있으나 실제 수업에

서 구현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종

희․김선희, 2002).

한편 2011 국제 학업성취도 비교연구(TIMSS)를 통

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수준에 비해 낮은

수학의 정의적 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제

시된 스토리텔링형 교과서는 2013학년도부터 학교현장

에 도입되어 수업에 적용되고 있다(교육부, 2013). 스

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를 이야기한다(telling)는 사전

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는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로서의 스토리(Bruner, 1996; Clandinin

& Connelly, 2000)와 정보 및 아이디어를 조직화하고

의미를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스토리(박소화, 2012;

Temple & Gillet, 1989)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사소통은 수학교육에서 스토

리텔링 수업을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가 될 것이며 더불어 의사소통에 불안을 가지는 학생

의 경우에는 새롭게 도입되는 스토리텔링 수업에 대해

부담을 갖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학

교육에서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의사소통 연구는 미흡

한 편이며 스토리텔링과 유사한 수학동화, 이야기자료

를 활용한 연구가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일부 연구가 있을 뿐이다(김수미․신인선,

2010; 김영옥·백석윤, 2008; 설정현·백석윤, 2007; 허도

하․오영열, 2011; Ellis & Brewster, 1991). 그러나 스

토리텔링은 의사소통 능력을 활용해야 하는 수업이고

학생들은 전체 학급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모둠별 활

동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장윤경, 2001)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의사소통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김은주,

2003; 전평국․이진희,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불안을 줄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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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의 하나로 학생들의 모둠활동으로 스토리를 구

성해나가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업이 수학적 의사

소통불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 6학년 2학기의 수와 연산,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단원과 관련한 수업내용을 일반 스

토리텔링과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이 가능하도록 재

구성하여 적용하였을 때 학생들의 의사소통불안에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일반 스토리텔링과 디지

털 스토리텔링 중 어느 쪽이 의사소통불안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인지를 알아봄으로서 의사소통 측면에서 스

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를 밝혀내어 초등수학교육의

교수학습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이론적 배경

1. 의사소통

가. 수학적 의사소통

수학적 의사소통이란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상대방이 수학적 지식을 전달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다(김성준·김

수환 · 신준식 ·이대현 ·이종영 ·임문규 · 정은실 ·최창

우, 2013). 이에 따라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도 수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수학 용어, 기호, 표,

그래프 등의 수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히 사용하게

하거나 수학적 아이디어를 말과 글로 설명하거나 시각

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

술부, 2011). 하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이 수학적 의사소

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연스럽게 수학과 관련하여

말하고, 듣고, 쓰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

들은 수학수업을 통해 주어진 수학적 문제 상황에 대

해 탐구, 토의, 설명을 통해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발

전시키는데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학적 의사소통이 신장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그러나 아직까지 문제풀이

중심의 수학수업 환경에 따라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

는데 익숙할 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탐

구, 토의, 설명의 활용 등)에 대해 의사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김수미․신인선,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전검사를 통해 얻은 의사소

통불안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을 통해 어떤 변화

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서 스토리텔링의 의사소통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나. 의사소통불안

의사소통불안은 다른 사람과 실제로 의사소통을 하

거나 또는 예상되는 말하기와 관련된 개인의 내적인

공포나 불안을 의미하며 개인적인 특성 또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불안을 의미한다(McCroskey,

Richmond, 1991). 예를 들면 친숙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보다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더 많은 불안을 느

끼거나 친한 친구들과 대화할 때보다 전체학생 앞에서

발표할 때 더 많은 불안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소통 중 말하기와 관련한 담화상

황에서 겪는 심리적 불편감을 의사소통불안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해야

할 때 느끼는 긴장,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불편감은 누

구나가 겪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넘어서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면 의식적 노력에 의해 극복해야

한다(전은주, 1999).

의사소통불안은 그 수준에 따라 집단에 주는 영향

이 다를 수 있는데 의사소통불안이 높은 학생은 그 집

단에서 대화와 리더가 되기를 꺼리고 중심적인 위치나

리더의 역할을 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의사소통불안이

낮은 학생은 그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집단에 높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전평

국 이진희, 2001). 그러한 까닭에 의사소통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가치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더

라도 집단에 영향력을 끼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신

의 의견을 쉽사리 내어놓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McCroskey, 1977).

그런데 의사소통 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과목, 의사소통 기술 훈련, 행동주의 요

법 등이 검토되어 왔으나(김은주, 2003), 스피치 수업

을 통한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은 의사소통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였다(Richmond &

McCroskey, 1998, 김은주(2003)에서 재인용). 스피치

수업이 효과를 보지 못한 원인은 비자발적으로 강압적

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학 수

업에서 의사소통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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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수업참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학

생들의 수업 동기를 자극하고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는 의사소통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

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불

안 요소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2. 일반 스토리텔링

본 연구에 적용한 스토리텔링은 일반적인 구술을

통한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스토

리텔링으로 구분하여 의미를 살펴보고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가. 일반 스토리텔링의 의미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직역하면 이야기를 말하

는 것이다. 좀 더 자세하게 풀어 정의하면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현재의 행위와 음성,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행동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까닭에 가장 오래된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서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의 요소, 이미지를 언어와 목

소리, 육체적 움직임과 제스처를 사용한 예술로 정의

하기도 한다(Haven, 2000). 또한 스토리텔링은 깊숙이

내재된 인간의 본능으로 그 이야기가 이 세상을 이해

하고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간의 지식 구

조를 형성하는 기본방식이라 할 수 있다(황신웅, 2009).

이러한 의미에서 학생들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신

이 갖고 있는 스키마, 정체성 등을 이용해 스토리를

평가․비판하기도 하고 감정이입의 과정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고, 새로운 개념

은 자신의 내면화과정을 거쳐 자기만의 내적 이야기로

구성된다. 이렇게 형성된 내적 이야기는 학생들 각자

가 가진 환경에 적응하고, 주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

해 외재화되고 다시 새로운 외적 이야기로 재구성된다

(최혜실, 2011; Jahn, 2003). 외적 이야기는 새로운 지

식을 획득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내적 이

야기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 이야

기는 내면화를 통한 내적 이야기의 구성, 외재화를 통

한 외적 이야기의 구성이라는 연속적인 과정이 학습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최혜실, 2011).

그러나 스토리텔링을 단순히 이야기의 구성이라는

측면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특히 수학과 같이 추

상적인 사고가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는 이야기는 수학

적인 개념이나 용어를 포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가 상호작

용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여

러 가지 표현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 또는 창조하는 스

토리 구성까지를 포함하는 관점으로 확장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수학에서의 일반 스토리텔링은 전달하

고자 하는 수학적인 개념, 원리, 문제해결과 관련한 메

시지를 이야기의 인물, 배경, 갈등 상황으로 적절히 구

성하여 교사와 학생이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학생들의

수학적인 스키마, 상상력과 감정을 첨가하여 자신들의

언어로 생동감 있게 재구성하여 수학을 표현하는 활동

이라 할 수 있다(최병훈, 2014).

나. 일반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

스토리텔링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사실 전달과 상상

력을 키워 정서적 만족감과 감각적인 풍부함을 제공할

수 있고, 학습 과정에서 학습전략 및 사고의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Tuan, Chin,

Shieh, 2005; White, 1989).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교육

적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박소

화, 2012; 허희옥, 2006; Zazkis & Liljedahl, 2009).

첫째, 교수학습에 사용되는 이야기는 학생들의 수업

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고 편안한

수업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학생들은 스토리를 통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수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긴장이나 불안을 완화하게 된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적 문제해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고 능동적인 참여로 수

업에 집중하게 된다(Egan, 2005).

둘째, 학생들은 스토리를 통해 논리적으로 정리되고

탈 맥락적인 수학적 상황을 자신의 경험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학습의 이해를 도와 습득한 지식의 실제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포함하는 이야기는 학생들에게 풍부한 맥락을 제공하

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 이와 비슷

한 상황에서의 실제 적용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스토리텔링은 수학적 내용지식을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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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따라서 수업에서

스토리텔링의 구성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공

감적 반응을 자극하여 문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수학적인 개념, 원리, 문제해결의 참여를

유도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장기

적인 기억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넷째, 스토리텔링은 교육과정의 내용에 교육자의 개

인적인 정서를 가미하여 학습 내용으로 전달하기 때문

에, 학생과 교사 사이에 친밀한 결속력을 만들어 준다.

또한 수학 지식과 학생 사이의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

하여 학생들의 인식의 구조에 보다 밀접한 학습구성을

가능하게 한다(Egan, 2005).

3. 디지털 스토리텔링

가.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의미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일반(구술) 스토리텔링에서 디

지털 기기의 사용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디지

털 스토리텔링이란 컴퓨터, 스마트기기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서사행위, 웹

상의 상호작용적인 멀티미디어 서사창조를 말한다. 즉,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음악, 목소리, 비디오, 애니

메이션 등을 포함할 수 있다(Armstrong, 2003). 또한

한 사람의 스토리텔링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저장되어 다양한 매체로 공유

할 수 있게 된다. 즉, 멀티미디어를 통해 디지털 스토

리텔링을 접하는 사람의 관심을 끌어내고 정서적인 경

험을 제공하는 능력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기

술적으로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을 명심해야 한다(정글매거진, 2001).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 강조하는 요소 중 하나가

상호작용성이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내러티브적 속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권혁일, 2008). 과거의 수학수

업에 사용된 수학동화, 일상생활에서의 수학이야기 등

을 멀티미디어 자료로 만들어 학습자에게 제시했던 내

러티브 중심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의 상호작용이 강화된 접근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따

라서 학교수학에서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수업에 안

내된 이야기의 중심에서 자기 자신의 수학적 스키마와

상호작용하는 스토리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

한 표현방법으로 생성하여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최병훈, 2014).

나.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기존의 스토리텔링에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 등의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다

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의 스토리텔링을 가능하게 한다

(권혁일, 2008). 이러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표현방법은 학습자의 수업 참여, 프로젝트 기반 학습,

테크놀로지의 통합,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네 가지 학

습 전략을 가져올 수 있다(Barrett, 2006).

또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가장 큰 효과 중의 하나

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Barrett,

2006; Ohler, 2008).

그러한 까닭에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학습 동기유발

의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특히 영상매체에 익숙

한 현재의 학생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보고, 듣고, 읽고 쓰는 능력을 쉽게 기를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장점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적용이 학생들의 흥미와

학습동기에 정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저장 및 공유, 전달할 수 있기 때

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한 이야기 전달

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여러 번 반복 및 재생이 가능하

여 학생들의 학습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자료

의 활용이 손쉽고 장기적인 기억을 가질 수 있다. 디

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문자, 그림(사진), 애니메이션,

음성, 동영상등의 다양한 미디어 자료를 학습자가 개

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어로만 전달

될 수 있는 스토리에 영상, 음악 등을 첨가하여 장기

적인 기억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기존의 일반적인 스토리텔링

은 이야기 읽기, 이야기 재구성하기, 역할극 등의 학생

활동에서 시·공간적인 면에서 다소 제한적이었지만 디

지털 기기를 통한 수업활동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

는 학습결과물을 미디어 자료로 제작하여 공유하거나

여러 번 반복 재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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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습 결과물의 장점이 잘 부각되도록 표현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최병훈, 2014).

마지막으로 최근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결과 중심

이 아니라 과정중심이다. 이러한 측면은 수학수업에서

학습자의 사고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사고과정을 중요시하는 것과 일맥상통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수업에서 사고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기, 말하기(발표)의 방법을 전체 또는 개인에

게 적용하였다면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개인 또는 모둠원이 제작한 음성녹음, 사진,

UCC등을 통한 활동과 과정중심의 결과물을 이용한 발

표가 진행됨으로서 학습자의 제한된 의사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앞에서 발표해야 한다

는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다.

4. 스토리텔링에서의 수학적 의사소통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행위뿐만 아니

라 음성이나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활동이다(교

육부, 2013). 즉, 수학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관련된

수학적 이야기를 학생, 교사와 공유하면서 자신의 상

상력과 감정을 첨가하여 자신들의 언어로 생동감있게

표현해야 한다. 특히 수학에 스토리를 가미하여 제공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 수학에

대한 지적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도록 도움을 제공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Lipke, 1996, 서보억(2013)에서

재인용).

한편 수학적 의사소통은 토의하기, 질문하고 발표하

기, 설명하기 등의 담화(Discourse), 쓰기 중심의 다른

사람에게 생각 전달하기, 글, 그림, 표, 그래프의 사용

과 같은 표현(Representation)와 신체활동, 구체물 조

작활동, 놀이 및 게임 등의 수학에 관한 자신의 생각

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조작(Operation) 그리고 담화,

표현, 조작의 활동이 두 가지 이상 활용하는 경우로

멀티미디어 활용, 컴퓨터 활용과 같은 복합(Complex)

로 구분할 수 있다(김상화, 2010). 이러한 측면에서 스

토리텔링은 단순히 말하는 것(telling)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말, 문자, 노래와 움직임, 시청각

과 디지털 등 다양한 매체와 결합하여 스토리 구성

(story-making)을 할 수 있다(교육부, 2013, p.84). 즉,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

업을 진행해나가는 것이다.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수학

적 의사소통은 수학적 문제해결의 과정을 단순히 쓰고,

읽고, 말하고, 듣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습자간의, 또

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은

수학적 의사소통 향상에 도움을 주는 수업기법의 하나

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

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

을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다.

Ⅲ.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한 S초

등학교 6학년 12개 학급 중 사전검사를 통해 의사소통

불안 검사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2개 학급을

선정하여 한 학급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학급

(Digital Storytelling Classroom, DSC)으로, 다른 학급

은 일반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학급(Normal

Storytelling Classroom, NSC)으로 선정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S초등학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에 위

치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력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간 정도에 속하며 학생들의 대부분은 선행학

습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연구대상의 학생 수는 DSC,

NSC 각각 31명씩이고, 모두 분석되었다.

2.검사도구

의사소통불안 검사지는 McCroskey, Beatty,

Kearney, Plax(1995)의 Personal Report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과 전평국․이진희(2001)

의 연구에 사용한 검사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검사문항의 하위요소들은 수학시간에서의 발언, 일상

적 대화, 여러 사람 앞에서의 발표, 소집단 토의 등 네

가지 상황에 대한 의사소통불안을 측정하는 것이다.

검사문항진술의 일관성을 위하여 부정적으로 진술한

문항은 역채점하였으며 검사결과 신뢰도는 Cronbach

= .907로 매우 신뢰로운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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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단원명 차시 (디지털) 스토리텔링 주제

수와

연산

1.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산

1 내 친구 민지

2 민지의 생일선물

3-4 민지의 생일파티

5 스토리텔링 콘테스트

도형
2.원기둥과

원뿔

6 다영 어머니의 가게1

7 다영 어머니의 가게2

[표 4] 스토리텔링 수업 내용

[Table 4] The contents of storytelling class

하위요소 문항 번호 문항수

수학시간 1*, 5, 8*, 12, 16* 5

대화 2*, 9*, 13, 17, 19* 5

발표 3*, 6, 10, 14*, 20* 5

소집단 4, 7*, 11, 15*, 18 5

* 역채점 문항임

[표 1] 의사소통불안 검사 내용

[Table 1] The contents of CA test

3. 연구절차

가. 연구 설계

본 실험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전·사후 검

사 설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스토리텔링 관련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연구대상인 학생들의 의사소통불안 수

준을 측정하였다. 둘째, 의사소통불안 수준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2개 학급을 대상으로 한 개 학급은 일반

스토리텔링 수업, 다른 한 개 학급은 디지털 스토리텔

링 수업으로 선정하여 4개 단원 23차시 수업을 실시하

였다. 셋째, 스토리텔링 관련 수업을 실시 후 동일한

의사소통불안검사지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학급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NSC


 
DSC 
 : 의사소통불안  : 의사소통불안
 : 일반 스토리텔링  : 디지털 스토리텔링

[표 2] 이질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 실험 설계

[Table 2] Heterogeneous control group's pre and

post test design

나. 수업환경 설정 및 수업설계

먼저 DSC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및 자료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무선 공유기를 설치하였

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든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PC

및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제작하였다. 또한 동기유발형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제작하여 수업의 도입부분에 활

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DSC와 NSC의 수업방법은 동

일하지만 DSC는 학습한 내용에 대해 스마트폰을 사용

하여 디지털 스토리텔링 학습결과물(동영상, 4컷 사진,

음성녹음, 노래 녹음, 메모장, 대본 등)을 제작하여 이

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고, NSC는 스마트폰을 사용

하지 않고 학습한 내용에 대해 스토리텔링 학습결과물

(대본, 이야기, 역할극, 노래 등)을 제작하여 발표하도

록 하였다.

DSC NSC

1. 이야기를 통해 동기유발

하기

2. 스토리 갈등요소 파악

(수학적 요소 파악)

3. 스토리에 따른 해결방법

탐색

4. 이야기 조직하기(스마트

기기 사용-동영상, 4컷

사진, 음성녹음, 노래 녹

음, 메모장, 대본 제작

후 홈페이지 탑재)

5. 이야기 정리

1. 이야기를 통해 동기유발

하기

2. 스토리 갈등요소 파악

(수학적 요소 파악)

3. 스토리에 따른 해결방법

탐색

4. 이야기 조직하기(대본,

이야기, 역할극, 노래 제

작 후 전체발표)

5. 이야기 정리

[표3] 두 학급의 수학수업절차

[Table 3] The mathematics class procedures of two

classrooms

다. 스토리텔링 관련 수업내용 및 일정

본 연구에 적용한 수업내용은 6학년 2학기 1단원(분

수와 소수의 혼합계산, 수와 연산 영역), 2단원(원기둥

과 원뿔, 도형 영역), 4단원(원기둥의 겉넓이와 부피,

측정 영역), 5단원(경우의 수와 확률, 확률과 통계 영

역)으로 4개 단원 23개 차시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각

단원의 학습주제와 관련한 수업이 이루어진 후 단원의

마지막 한 시간은 학습주제와 관련한 스토리텔링 제작

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4] 참조). 수업의 일정은

2013년 8월말부터 시작하여 11월 초까지 약 10주간 실

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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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토기박물관에 들어서다

9 박물관이 살아있다

10 박물관 체험교실

11 스토리텔링 콘테스트

측정

4. 원기둥

의 겉넓이

와 부피

12 민지 어머니의 케이크 가게

13 케이크 포장하기

14
모양은 다르지만 부피는 같은

케이크

15 나만의 케이크 완성

16 스토리텔링 콘테스트

확률

과

통계

5. 경우의

수와

확률

17 설연휴 준비하기

18 고향앞으로 출발

19 설명절 놀이 순서 정하기

20 윷놀이

21 연날리기

22 이길 확률은?

23 스토리텔링 콘테스트

라. 검사 시기

먼저 의사소통불안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집단을 선정하기 위해 2013년 8월말에 사전검사를 실

시하였으며 선정된 두 집단의 독립표본 t-검정 결과는

[표 5]와 같다.

집단 N M SD t df p

DSC 31 3.77 .58
1.266 60 .211

NSC 31 3.58 .53

[표 5] 의사소통불안에 대한 두 집단의 사전검사

[Table 5] Pretest of CA of the two classes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선정된 두 집단은 의사소

통불안 검사에 대해 유의확률이 .211(p>.05)로서 유의

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사후 검사는 스토리텔링

과 관련한 수업 실시 후 2013년 11월 6일 이루어졌으

며 검사 전 담임교사에게 검사 내용에 대해 숙지시킨

후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에 의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

서 재량활동시간에 이루어졌다. 검사시간은 약 20분이

었다.

Ⅳ.결과 분석

1. NSC의 의사소통불안 검사 결과

먼저 일반 스토리텔링의 의사소통불안에 효과가 있

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NSC의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NSC의 학생들에 대한 의사소통불안검사의 사전, 사

후 검사결과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검사 M SD t df p

사전 3.90 .55
-.639 60 .526

사후 4.00 .64

[표 6] NSC의 의사소통불안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Table 6] Pre and post test of CA in NSC

[표 6]을 살펴보면 사전검사에서는 평균점수가 3.90

이었고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점수가 4.00으로 0.1점 차

이가 났다. 하지만 유의확률 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일반 스토리텔링의 적용이 의사

소통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NSC 학생들의 의사소통불안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위해 하위요소인 수학시간, 대화, 소집단, 발표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에 대한 t-검정을 살펴보고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비교하여 어떤 문항에서 많은 차이를 보

이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의사소통불안의 수학시간과 관련한 사전․사

후검사의 t-검정 결과는 [표 7]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

가 나지 않았다.

검사 M SD t df p

사전 3.89 .52
-.040 60 .968

사후 3.90 .80

[표 7] NSC의 의사소통불안의 수학시간에 대한 사

전․사후 검사

[Table 7] NSC's pre and post test of math class in CA

약 10주간의 일반 스토리텔링 수업을 적용하였지만

학생들의 사전·사후검사 점수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을 알 수 있다. 즉 의사소통불안의 수학시간에 대한

요소에 일반 스토리텔링의 적용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의사소통불안의 수학시간과 관련한 문항별 분석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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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사전
검사

사후
검사

1* 나는수학시간에보통긴장을하게된다. 4.14 4.19

5 나는 수학시간에대체로마음이편하다. 3.66 3.81

8*
수학시간에 나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두렵다.
4.21 4.03

12
수학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도록

요청 받았을 때 매우 편안하다.
3.21 3.19

16*
나는 수학시간에 친구와 의견을 교

환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다.
4.24 4.26

*문항은 역채점함.

[표 8] NSC의 의사소통불안의 수학시간과 관련한 검사

결과

[Table 8] The results of Math class of CA test in NSC

수학시간과 관련한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학시

간의 긴장, 마음의 편안함, 발표의 두려움, 의견 발표에

대한 편안함, 친구와의 의견 교환에 대한 불편함 등이

다. 그러나 [표 8]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에서 점수차

가 크게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의사소통불안의 대화에 대한 사전·사후검

사의 t-검정 결과는 [표 9]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

었다.

검사 M SD t df p

사전 4.09 .62
-.639 60 .525

사후 4.19 .64

[표 9] NSC의 의사소통불안의 대화에 대한 사전․사

후 검사

[Table 9] Pre and Post test of communication of CA

in NSC

대화와 관련한 하위문항별 사전·사후검사의 평균점

수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은데, 대체로 평균점수가

비슷하지만 13번 문항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대

체로 마음이 편안하다’는 다른 문항의 점수결과에 비

해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번
호

문항 사전
검사

사후
검사

2*
나는 친하지 않은 친구의 대화를 하

는 동안에 신경이 매우 예민해진다.
3.97 4.00

9*
나는 대화를 나눌 때는 긴장을 많이

하며 신경이 예민해진다.
4.45 4.61

13 나는대화를나눌때대체로마음이편안하다. 4.07 4.29

17
친하지 않은 친구와 대화를 나눌 때일

지라도나는마음이편안한다.
3.34 3.32

19* 나는친구와대화를나누는것이매우두렵다. 4.62 4.74

*문항은 역채점함.

[표 10] NSC의 의사소통불안의 대화와 관련한 검사결과

[Table 10] The results of communication of CA test in NSC

세 번째 요소인 의사소통불안의 발표에 대한 검사

결과는 [표 11]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검사 M SD t df p

사전 3.90 .68
-.033 60 .974

사후 3.90 .86

[표 11] NSC의 의사소통불안의 발표에 대한 사전․사

후 검사

[Table 11] Pre and Post test of speaking of CA in NSC

즉 의사소통불안검사의 하위요소인 발표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일반 스토리텔링의 적용이 불안요소를 줄

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발표요소에서는 [표 12]와 같이 사전·사후검

사의 문항별 점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

지만 예외적으로 10번 문항의 ‘수학시간에 발표할 때

마음이 편하다’는 내용이 다른 문항에 비해 스토리텔

링 적용 후 점수가 조금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번
호

문항 사전
검사

사후
검사

3*
나는 수학시간에발표하는동안내신체의

일부가매우긴장되고굳어지는것을느낀다.
4.24 4.39

6 나는수학시간에발표하는것이두렵지않다. 3.66 3.61

10 나는수학시간에발표를할때마음이편하다. 3.03 3.35

14*
나는발표를하는동안에생각이혼란스러

워지고뒤엉킨다.
4.14 3.90

20*
나는수학시간에발표를할때, 긴장을많

이해서아는사실도잊어버린다.
4.41 4.26

*문항은 역채점함.

[표 12] NSC의 의사소통불안의 발표와 관련한 검사결과

[Table 12] The results of speaking of CA test in N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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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요소인 의사소통불안의 소집단에 대한 검

사 결과는 NSC의 사후검사결과가 사전검사결과에 비

해 0.27점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유의미한 차이

는 없었다([표 13] 참조).

검사 M SD t df p

사전 3.72 .87
-.1.298 60 .199

사후 3.99 .78

[표 13] NSC의 의사소통불안의 소집단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Table 13] Pre and Post test of subgroup of CA in NSC

소집단과 관련한 하위 문항의 사전·사후검사결과를

살펴보면 [표 14]과 같다.

번호 문항 사전
검사

사후
검사

4
나는조를구성하여활동하는것이마음이

편하다.
3.59 3.84

7*
나는조별활동에참여하는동안긴장되고

신경이예민해진다.
4.17 4.48

11 나는조별활동에참여하는것을좋아한다. 3.38 3.71

15*
친하지않는친구와조별활동을할때, 나

는긴장되고신경이예민해진다.
3.79 3.97

18
나는조별활동을하고있는동안에는마음

이편안하다.
3.66 3.97

*문항은역채점함.

[표 14] NSC의 의사소통불안의 소집단과 관련한 검

사결과

[Table 14] The results of subgroup of CA test in NSC

[표 14]의 문항 7, 11, 18번을 살펴보면 조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긴장되고 신경이 예민해 지는 것이 줄

어들었고, 조별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에 대해 다른 문항에 비해 0.3점 이상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일반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학급의 의사소통불안 검사에서는 사후검사결과가 일부

높게 나왔지만 사전검사결과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음을 알 수 있다.

2. DSC의 의사소통불안 검사 결과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학급에서의 의사소통

불안검사 결과는 [표 15]와 같다.

검사 M SD t df p

사전 4.11 .62
-2.075 60 .042*

사후 4.4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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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5] DSC의 의사소통불안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Table 15] Pre and post test of CA in DSC

[표 15]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DSC의 학생들은 의사

소통불안검사에서 유의확률 5%이내의 유의미한 차이

를 보였다.

그리고 DSC 학생들의 의사소통불안의 하위 요소인

수학시간, 대화, 소집단, 발표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요소들의 사전·사후검

사에 대한 t-검정을 살펴보고 각 문항에 대한 점수결

과를 비교하여 어떤 문항에 대해서 많은 차이를 보이

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의사소통불안의 수학시간에 대한 검사 결과는

[표 16]과 같다.

검사 M SD t df p

사전 4.01 .81
-1.871 60 .066

사후 4.35 .62

[표 16] DSC의 의사소통불안의 수학시간에 대한 사

전․사후 검사

[Table 16] DSC's pre and post test of CA in math class

[표 16]을 살펴보면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에서 0.34

점 향상되었으나 유의확률 5%이내의 범위에 들지 못

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표 17]의 수학시

간과 관련한 하위문항별로 사전·사후검사 결과를 살펴

보면 5번 문항의 ‘나는 수학시간에 대체로 마음이 편

하다’의 경우 사전검사 3.52점에서 사후검사 4.42점으

로 0.9점 향상되었으며, 8번 문항 ‘수학 시간에 나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두렵다’의 경우 0.49점 향상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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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문항 사전
검사

사후
검사

1* 나는수학시간에보통긴장을하게된다. 4.42 4.32

5 나는수학시간에대체로마음이편하다. 3.52 4.42

8*
수학시간에 나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두렵다.
4.06 4.55

12
수학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도록 요청

받았을때매우편안하다.
3.42 3.68

16*
나는 수학시간에 친구와 의견을 교환하

는것은불편한일이다.
4.61 4.77

*문항은 역채점함.

[표 17] DSC의의사소통불안의수학시간과관련한검사결과 
[Table 17] The results of Math class of CA test in DSC

둘째, 의사소통불안의 대화에 대한 사전·사후검사결

과는 [표 18]과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검사 M SD t df p

사전 4.39 .53
-.576 60 .567

사후 4.46 .53

[표 18] DSC의 의사소통불안의 대화에 대한 사전․사

후 검사

[Table 18] Pre and Post test of CA of communication in DSC

의사소통불안의 대화와 관련한 하위문항의 사전·사

후검사 점수를 살펴보면 [표 19]와 같다.

번호 문항 사전검사 사후검사

2*
나는친하지않은친구의대화를하는동안에

신경이매우예민해진다.
4.42 4.29

9*
나는대화를나눌때는긴장을많이하며신

경이예민해진다.
4.74 4.68

13 나는대화를나눌때대체로마음이편안하다. 4.13 4.48

17
친하지않은친구와대화를나눌때일지라도

나는마음이편안한다.
3.81 3.97

19* 나는친구와대화를나누는것이매우두렵다. 4.84 4.90

*문항은 역채점함.

[표 19] DSC의의사소통불안의대화와관련한검사결과

[Table 19] Pre and Post test of communication of CA in DSC 

5개의 문항 중 비교적 점수차가 큰 문항은 13번

문항으로 ‘나는 대화를 나눌 때 대체로 마음이 편안하

다’의 경우 4.13점에서 4.48점으로 0.35점 향상되었다.

그러나 2, 9번 문항에서는 사전검사에 비해 점수가 더

낮게 나와 이러한 문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디지털 스

토리텔링을 적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의사소통불안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셋째, 의사소통불안의 발표와 관련한 검사 결과를 살

펴보면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표 20]참조).

검사 M SD t df p

사전 3.93 .84
-1.716 60 .091

사후 4.26 .62

[표 20] DSC의 의사소통불안의 발표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Table 20] Pre and Post test of speaking of CA in DSC

그러나 [표 21]의 의사소통불안의 발표와 관련한 하

위문항별 사전·사후검사를 살펴보면 디지털 스토리텔

링을 적용한 후 검사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10번 문항의

내용을 통해 학생들은 기존 수업에 비해 디지털 스토

리텔링을 적용한 후 수학시간에 발표하는 것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 중의 하나로 기존의 수업에 비해 학생들의 발

표가 대부분 소집단에서 이루어지고 전체발표를 대신

해서 스마트기기로 제작한 학습결과물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간접적인 발표를 하게 됨으로서 발표의 부담

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번
호

문항 사전
검사

사후
검사

3*

나는 수학시간에 발표하는 동안 내 신

체의 일부가 매우 긴장되고 굳어지는

것을느낀다.

4.35 4.51

6
나는 수학시간에 발표하는 것이 두렵

지않다.
3.74 4.10

10
나는 수학시간에 발표를 할 때 마음이

편하다.
3.23 3.68

14*
나는 발표를 하는 동안에 생각이 혼란

스러워지고뒤엉킨다.
3.94 4.32

20*
나는 수학시간에 발표를 할 때, 긴장을

많이해서아는사실도잊어버린다.
4.42 4.68

*문항은 역채점함.

[표 21]DSC의의사소통불안의발표와관련한검사결과

[Table 21] The results of speaking of CA test in NSC

넷째, 의사소통불안의 소집단과 관련한 사전·사후검

사 결과에서는 유의확률 1%이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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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M SD t df p

사전 4.12 .64
-2.793 60 .007**

사후 4.5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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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DSC의 의사소통불안의 소집단에 대한 사
전․사후 검사
[Table 22] Pre and Post test of subgroup of CA in DSC

의사소통불안의 소집단과 관련한 하위문항별 평균

점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번
호 문항 사전

검사
사후
검사

4
나는 조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
3.71 4.45

7*
나는 조별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긴장되고 신경이 예민해진다.
4.48 4.74

11
나는조별활동에참여하는것을좋아

한다.
4.09 4.51

15*
친하지 않는 친구와 조별활동을 할

때, 나는긴장되고신경이예민해진다.
4.29 4.39

18
나는 조별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편안하다.
4.06 4.58

*문항은 역채점함.

[표 23] DSC의 의사소통불안의 소집단과 관련한 검

사결과

[Table 23] The results of subgroup of CA test in DSC

[표 23]의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4번 문항의 ‘나는

조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마음이 편안하다’이

다른 문항에 비해 사전·사후검사 결과 높은 점수차가

났다. 이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적용이 학생들의 조

별활동으로 수업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조별

활동을 좋아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DSC의 학생들은 의사소통

불안 대해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졌으며

(p<.05), 특히 하위요소에서는 소집단과 관련하여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는(p<.01) 사실을 알 수 있다.

3. 두 집단간의 의사소통불안 검사 결과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는 일반 스토리텔링과 디

지털 스토리텔링의 적용이 의사소통불안과 관련하여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각각 알아보았다. 그러나 일반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스토리텔링 중 어느 쪽이 의사소

통불안을 줄이는데 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적용하기 전 의사소통불안에 대해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던 두 학급에 대해 실험 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알아보았다([표 24] 참

조).

집단 M SD t df p

DSC 4.40 .47
2.849 60 .006**

NSC 4.00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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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의사소통불안에 대한 두 집단의 사후검사

[Table 24] Post test of CA in DSC and NSC

[표 24]와 같이 DSC의 학생들은 NSC의 학생들과의

평균점수에서 유의확률 1%이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이는 일반 스토리텔링을 적용하기보다 디지털 스

토리텔링을 적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의사소통불안을

줄이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집단 간 의사소통불안의 하위요소별 t-검정 결

과는 [표 25]와 같다.

하위

요소
집단 M SD t df p

수학

시간

DSC 4.35 .62
2.485 60 .016*

NSC 3.90 .80

대화
DSC 4.46 .53

1.826 60 .073
NSC 4.19 .64

소집단
DSC 4.54 .51

3.242 60 .002**
NSC 3.99 .78

발표
DSC 4.26 .62

1.864 60 .067
NSC 3.90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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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의사소통불안 하위요소에 대한 사후검사

[Table 25] Post test of CA’s sub-elements

[표 25]와 같이 의사소통불안의 하위요소 중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인 것은 수학시간과 소집단이다. 수학시

간의 경우 유의확률 5%이내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소집

단의 경우 유의확률 1%이내에서 유의미하였다. 즉 디

지털 스토리텔링의 적용이 의사소통불안의 수학시간과

소집단 요소에서 일반 스토리텔링의 적용보다 더 효과

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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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일반 스토리텔링 및 디지털 스토리텔링

을 적용한 학습이 학습자의 의사소통불안에 어떠한 변

화를 제공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의 세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일반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학급에서는 의사

소통불안의 변화가 없었다. 수학시간에서의 발언, 일상

적인 대화, 여러 사람 앞에서의 발표, 소집단 토의 등

과 관련한 하위요소에서 사전․사후검사의 점수차는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

생들이 가진 기존의 의사소통불안을 줄이는데 일반 스

토리텔링을 적용하는 것이 비교적 큰 도움이 되지 않

았음을 의미한다.

둘째,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학급에서는 의사

소통불안의 하위요소 중 소집단 토의와 관련한 결과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모둠별 학습결과물을 만들어내

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함에 따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별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작용하

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집단 토의활동의 어려움을 줄

여준 까닭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술 스토리텔링과는

달리 학습결과물을 수정․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욱 더 활발한 소집단활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소집단활동에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학습자의 다양한

능력이나 특성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간의 실수

가 있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결과물에 대한 재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

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일반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적용

한 두 학급은 의사소통불안검사의 사후 검사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수학시간에서의 발언, 소집

단 토의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러한 원

인으로 DSC의 학급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스마

트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기존의 수업보다 조별활동을 통해 동영상, 음성녹음, 4

컷 사진 등 다양한 학습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

생들의 의사소통이 더욱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기 때문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NSC의 학생들보다 다양한 방

법으로 제작된 학습결과물은 전체 학생 앞에서의 직접

적인 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통한 간접적

인 발표의 형태를 가지게 되어 발표의 부담을 줄여주

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교육적 의의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

다.

첫째, 본 연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다른 모든 학년의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가

어렵다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지만 스마트 기기를 활용

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사소

통불안을 일부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

다. 또한 2013년부터 스토리텔링형 교과서의 도입이

되었으나 스토리를 통해 제시된 수학내용을 학생들은

다양한 수학적 표현을 통해 의사소통해야 한다. 이러

한 측면에서 스토리텔링의 적용이 학생들의 의사소통

불안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밝혀진 연구가

없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데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일반 스토리텔링의

수업보다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은 앞으로의 스토리텔링

수업을 하는 학교현장에 교육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둘째, NSC와 DSC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을 제외한

동일한 조건의 수업에서 의사소통불안에 대한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디지털 기기(스마트폰)의 활용에 대

한 부정적인 견해보다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효과는 시대의 흐름

에 따라 영상매체에 민감한 학생들이 단순히 지필을

활용한 수학학습의 결과물보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음성녹음, 영상 제작의 학습 결과물 제작이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더욱 유발시키게 되어 학생들 간의 자연

스러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학교현장에서 스마트기기를 긍

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가능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

서 디지털 기기의 활용이 능숙하지 못한 저학년 학생

들의 의사소통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스

토리텔링을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주로 계량적 분석을 통해 의사소통불

안의 결과를 제시하였으나 다양한 질적 자료의 수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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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일반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수업에서 어떤 차이로 인해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

었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스

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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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Digital Storytelling on Mathematical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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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Storytelling in Mathematics Instruction 
effects students' mathematical communication apprehension. In order to do this, I selected two 
grade six classes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Communication Apprehension(CA) test. I 
applied normal story telling and digital story telling to each of the classes for ten weeks then 
analyzed the effects through the post CA test. As a result, for Normal Storytelling Class (NSC),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ex ante and ex post CA test results. However, for 
Digital Storytelling Class (DSC),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in regards to the 
communication apprehension subgroup. Also, between the two NSC and DSC groups' post CA 
results, there was a meaningful difference in mathematics lesson and subgroup factors. 
Consequently, these results suggest the appliance of Digital Storytelling helps lower CA in  6th 
graders participation in math class and subgrou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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