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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in children’s story comprehension as they related to the types of 

reading media. The participants comprised 62 four-years-olds from two child-care centers located in a 

middle-income region of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n order to control the experience effect, newly 

developed stories published into two formats of reading media (paperback books and electronic books) 

were provided to the participan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hildren’s story comprehension depending on the types of reading media. Paperback book readers and 

electronic book reader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in story comprehension, which consists 

of recall, recognition and reasoning tasks. As literature pertaining to children’s usage of electronic 

books is limited, the present study offers 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reading media 

and may serve as a useful resource for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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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아에게 이야기 읽기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

상을 열어주는 통로다. 유아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확장하고, 아직 경험해보

지 못한 것들을 배우고, 직  경험할 수 없을 것

들을 상상한다. 한 권의 그림책은 단순히 하나

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독자인 유아에게 새로

운 지식과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며, 이후 다양

한 확장활동을 유발한다. 따라서 독서는 부

터 TV 시청이나 컴퓨터 사용과 같은 여타의 매

체 사용에 비해 유아의 발달에 정 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자책이라는 새로운 읽기매체1)가 화되면서, 

기존의 도서류 혹은 상물류로 분류할 수 없는 

이 낯선 매체가 유아의 읽기에 어떤 향을 미

칠 수 있는지에 한 심이 증하고 있다. 

부모세 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늘면서, 자녀

들이 부모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사용

하여 이야기를 읽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부모

들은 자녀의 새로운 놀잇감으로 자책을 매우 

선호하고 있다. 자책은 종이책에 비해 휴 가 

편리하고 하나의 기기에 여러 종류의 이야기를 

동시에 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는 무거운 

그림책을 들고 다니는 신, 스마트기기를 사용

하여 집 밖에서도 자녀에게 쉽게 책을 보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 에도 불구하고, 유

아의 자책 사용이 읽기에 미치는 효과에 해

서는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논쟁의 심에는 유

아의 독서상황에서 자책이 종이책과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한 의문이 자리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종이책과 자책

의 단순한 읽기매체 차이는 읽기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Zucker, Moody, & McKenna, 

2009). 반면, 읽기매체에 따라 읽기행동이나 결과

가 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종이책이 읽기에 더

욱 효과 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독자들이 

지면에 쓰인 자를 읽을 때 화면에 나타난 자

를 읽을 때보다 읽기속도가 50% 정도 빠르며

(Mitternight, 1998), 읽기에 집 할 수 있는 시간

이 더 길다고 보고하 다(Spencer, 2006). 반 로, 

자책의 효과성을 옹호하는 연구자들은 독자가 

자책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했을 때 나타나는 

신기효과(novelty effect)로 인해 단기 으로 내용

에 한 몰입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

다. 몇몇 학자들은 시청각자극이 추가된 자

책이 상호작용  읽기에서 나타나는 성인의 역할

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Wood, Pillinger, & Jackson, 2010; Zucker et al., 

2009). 그러나 지 까지 유아의 자책 읽기에 

한 연구는 유아의 흥미, 단어학습수 이나 문해

능력 향상 등에 주목했을 뿐, 궁극 으로 이야기 

이해에 한 일 된 결론을 얻어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Lefever-Davis & Pearman, 2005; 

Teplan, Krakovská, & Štolc, 2011). 읽기 매체의 

효용성은 결국 독자에게 얼마나 효과 으로 이

야기를 달하는가에 달려있으므로, 각 읽기매

체를 사용했을 때의 이야기 이해수 을 비교함

1) 읽기매체는 본래 특수교육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의 읽기를 보조하는 기기들을 가리키기 해 만들어진 개념이다

(American Printing House for the Blind, 1996; Papadopoulos & Koutsoklenis, 2009에서 재인용). 이 개념은 일반

으로 사용되는 종이책, 자책뿐 아니라 자책이나 오디오북과 같은 이야기를 달하는 모든 매체를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종이책과 자책의 개념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 인 근으로서 유아가 이야기를 읽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매체가 종이인지 컴퓨터의 화면인지에 구분의 기 을 두고자 하 다. 따라서 미국시각장애

인인쇄물 회(APH)의 정의를 참조하여 읽기매체를 유아가 이야기를 읽는 데 사용하는 모든 매체라고 조작 으

로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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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종이책  자책의 사용과 유아의 이야

기 이해의 계를 보다 논리 으로 규명할 필요

가 있다.

지 까지 자책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

에서는 공통 으로 몇 가지 문제 이 드러난다. 

먼  자책에 한 정의의 모호함으로 인한 문

제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자책이라는 개념 

안에 종이책의 내용을 그 로 화면에 옮긴 경우

(Kwon, 2011; Spencer, 2006)와 시각 인 움직

임이나 청각 인 음향 효과를 첨가한 경우

(Korat & Shamir, 2007; Wood, 2005)를 비롯하

여, 자를 읽어주는 음성지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까지도 모두 함께 포함시켰다. 따라서 

종이책과 자책을 읽을 때 나타나는 읽기 효과

의 차이가 음성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시청각자

극  어떤 요인에 근거한 것인지 구체 으로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 다. 그러나 음성지원의 

유무는 유아의 읽기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으며(Reitsma, 1988), 그 

외의 요인인 자책의 물리  형태, 시청각자극 

등도 역시 읽기에 다양한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자책에 한 기존의 연구들

은 음성지원이나 시청각자극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이책과의 비교를 시행하 다. 최근 

상용화되어 있는 자책들이 일반 으로 다양

한 자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

가효과를 포함한 상태의 자책을 사용하는 실

험이 실제 유아의 독서상황에 더욱 가까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자책에는 종

이책이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요인들이 동시에 

첨가되어 있다. 여러 가지 자극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의 복합체인 자책을 종이

책과 비교하고, 그 효과의 차이를 논하는 것은 

두 매체 간의 차이를 유발하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게 만든다. 즉, 매체 간의 차이가 음성

지원에서 비롯되는지, 시청각자극에서 비롯되

는지, 간에 삽입된 미니게임이나 단어사 에

서 비롯되는지, 혹은 이  몇몇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다. 무

엇보다, 두 매체 간의 차이가 지면과 화면이라

는 단순한 도구 차이에서부터 시작된다면, 다른 

여러 요인들의 향력은 상 으로 그 요성

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 , 

다양한 다른 변인들, 특히 자책의 부가 인 

시청각자극들을 제거하고 지면과 화면이라는 

근본  차이만을 남겨두었을 때, 읽기매체의 차

이가 유아의 읽기를 변화시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후 자책과 련된 다양한 연구의 시발

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한, 선행연구들은 실험에 사용된 종이책과 

자책 간의 물리  형태나 크기의 차이를 고려

하지 않았다. 일반 인 종이책 독서상황에서 유

아는 자신의 높이보다 낮은 곳의 씨를 읽으

며,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해 종잇장을 수평

으로 넘기게 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자책 

독서실험에서는 유아가 자신의 높이와 동일

하거나 높은 곳에 치한 모니터 화면의 씨를 

읽게 되며,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해 마우스

를 클릭해야 했다. 즉, 데스크톱 컴퓨터용 자

책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엄 한 의미에서 종이

책과 동일한 독서환경을 구 할 수 없었다. 

한 마우스와 키보드 조작이 어려운 어린 연령의 

유아를 상으로 한 연구가 불가능하 다. 그러

므로 이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종이책과 유사한 

읽기 환경을 구 하고,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별도의 장치 없이 간단히 조작 가능 한 형태의 

자책을 도구로 사용하여 종이책과의 비교를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최근 사용이 늘어

나고 있는 자책 용기기나 태블릿PC 등은 

유아의 자책 사용을 찰하는 연구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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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자책 용기

기와 태블릿PC는 본체 없이 LCD화면만으로 구

성되어 종이책처럼 유아가 기기를 손에 들고 읽

을 수 있으며, 손가락 끝으로 마우스를 르는 

‘클릭(click)’ 신 손가락 체를 사용하여 화

면을 수평으로 쓸어넘기는 ‘ 립(flip)’이라는 

보다 직 인 방식을 사용하여 다음 장으로 넘

어가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

한 기기를 실험에 활용함으로써 자책을 읽을 

때에도 종이책 사용 시와 유사한 독서상황을 구

하여 보다 정확하게 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유아의 자책 사용에 한 선행연구들이 나

타내는  다른 문제 은, 이야기 내용에 한 

경험효과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이다. 이야기 

이해는 독자가 처음 보는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받아들이고, 이를 기억하고 재구

성하여 추론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변인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시 에 매 인 종이책

과 자책을 사용함으로써, 유아가 해당 이야기

를 사 에 읽었을 가능성을 완 히 배제하지 못

하 다. 경험효과는 실험결과를 오염시켜 잘못

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유아의 경험효

과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 과제를 연

구도구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용 우화 2편을 새로 개발하여, 유아가 기존

에 한  없는 새로운 인물과 사건에 한 이

야기를 읽었을 때의 이야기 이해 수 을 살펴보

고자 하 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종이책과 자책의 사용

이 유아의 읽기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독서 후 유아의 이야기 이해수 을 측정하여 사

용하 다. 이야기 이해란 유아가 이야기를 듣고 

그 안에서 명백하게 제시된 내용은 물론 맥락에 

의해 추론해야 하는 부분까지 모두 습득하여, 

구조화된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Bonitatibus & 

Beal, 1996; Lipson & Cooper, 2002)이다. 일반

으로 이야기 이해는 내용에 한 재인과 회

상, 추론으로 분류된다(Catts & Kamhi, 2005). 

내용 재인은 독자가 이야기에서 직  드러난 사

실을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등장인물, 배경, 

주요사건, 문제와 해결방법 등에 한 표층 인 

정보 습득을 의미하며, 내용 회상은 세부 인 

사실이나 정보에 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까지

를 포함한다. 반면 내용 추론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숨겨진 사실을 추론

하는 것으로, 등장인물의 감정, 사건의 원인과 

결과, 당시의 상황, 이야기의 주제에 한 유아

의 측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이

해도를 이야기의 명시 인 부분의 정오를 별

할 수 있는 재인과 스스로 이야기에 해 떠올

려 서술할 수 있는 수 있는 회상, 암시 인 부분

을 이해하는 추론으로 나 어 측정하 다.

이 연구는 기존의 자책에 한 연구에서 

나타난 제한 을 보완하여 종이책과 자책이 

유아의 읽기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밝히기 

한 기 연구를 시행하 다. 즉, 자책의 정의

와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자책과 종이책이라

는 순수한 매체의 차이가 유아의 읽기에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해 화면과 

지면의 차이를 제외한 시청각자극의 효과, 매체

의 사용방법에 따른 향, 이야기 내용으로 인

한 경험효과 등을 엄격히 통제한 상태에서 유아

의 이해도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다.

Ⅱ. 연구방법

1.연구 상

이 연구에서는 읽기매체의 종류와 자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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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status of participants (N = 62)

Variable Min Max M SD

Age 57 68 62.13 3.47

Verbal IQ 87 131 107.42 9.86

Sentence comprehension 13 29 21.74 3.73

<Table 2> Number of participants in groups

Group
Gender

Male Female Total

Paperback book 14(22.6%) 13(21.0%) 27(43.5%)

Electronic book 21(33.9%) 14(22.6%) 35(56.5%)

Total 35(56.5%) 27(43.5%) 62(100%)

서 주어지는 자극 유형의 차이에 따라서 유아의 

이야기 이해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해 서울과 경기도 소재의 2개 유아교육기

에 재원 인 만 4세 학 의 남녀 유아 62명을 

상으로 실험을 시행하 다. 유아의 읽기에서 

나타나는 이야기 이해도를 측정하는 연구의 특

성을 고려할 때, 유아의 생물학  나이보다는 

유아가 받는 환경  향, 특히 학 에서 주어

지는 언어  경험이 요하다고 단되어 상

표집의 기 을 소속된 학 에 두었다. 

실험에 참여한 유아의 일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아의 월령은 최하 57개월에서 최고 68

개월까지로, 평균 62.13개월(SD = 3.47)이었다. 

기 에 따라 월령이 높은 유아가 재원하는 경우

가 있었으나, 담임교사  원장과의 상담을 통

해 언어능력을 포함한 반 인 인지능력에서 

다른 유아와 차이가 없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조사에 포함하 다. 유아의 언어성 지능 측정 

결과는 최  87 에서 최고 131 이었으며, 평

균 수는 107.42 (SD = 9.86)이었다. 웩슬러 

지능검사는 100 을 정상 인 기 으로 하므로, 

조사에 참여한 유아들의 언어성 지능은 일반

인 정상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구문이해

력 수는 30  만 을 기 으로 최하 13 에

서 최고 29 까지 으며, 평균 수는 21.74

(SD = 3.73)이었다. 결과 으로 이 연구는 일반

인 언어능력을 가진 만 4세 유아를 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실험에 참여한 유아의 집단 별 분포는 Table 2

에 나타난 것과 같다. 읽기매체에 따른 유아의 

이야기 이해 수 을 비교하기 해 남아 35명

과 여아 27명, 총 62명의 자료가 최종 으로 분

석되었다. 구체 으로 종이책 집단에서 남아 14

명과 여아 13명, 자책 집단에서 남아 21명과 

여아 14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연구도구

1)언어능력 검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언어능력을 통제변인

으로 사용하기 해 조사 상 유아들에게 구문

이해력검사와 언어지능검사를 실시하 다. 구문



6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5, No. 4, 2014

- 254 -

이해력검사는 Newcomer와 Hamill(1988)이 개발

한 TOLD-2(Test of Language Development-2, 

Primary)의 문항 등을 기 로 하여 서울장애인

종합복지 에서(2004)에서 10년에 걸쳐 표 화

한 검사이다. 그러나 유아가 구문이해력 외에 

언어지능검사까지 한 회기에 시행해야 하는 것

을 감안하여, 인지  부담을 여주기 해 

비조사 결과를 근거로 난이도가 무 높거나 낮

은 부분을 제외하고 30문항을 선정하 다. 선정

된 문항에 해서는 아동학 문가의 안면타당

도 검증을 시행하 다.

언어지능검사는 한국 웩슬러 유아지능검사

(Korean Wechsler Preschool and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s: WPPSI) 에서 언어성 지능검

사를 사용하 다. WPPSI는 취학  유아와 

등학교 학년용으로 만 3세에서 7세까지의 유

아의 지능을 측정하는 도구이며, 언어성 지능 

검사는 WPPSI의 12가지 소검사  상식, 이해, 

산수, 어휘, 공통성의 5가지를 사용하여 유아의 

언어 련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2)종이책  자책을 이용한 이야기 과제

이 연구에서는 읽기매체  자극 유형의 차

이에 따른 유아의 이야기 이해 차이를 알아보기 

해, 종이책과 자책으로 만들어진 동일한 내

용의 그림책을 사용하 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PC용 자책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Grimshaw, 

Dungworth, McKnight, & Morris, 2007; Korat, 

2009; Lefever-Davis & Pearman, 2005; Shamir 

& Korat, 2006; Wood, 2005), 이 연구에서는 태

블릿PC용 자책을 연구도구로 사용하 다. 태

블릿PC용 자책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

다. 먼  태블릿PC용 자책은 조작을 해 마

우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처음 사용하는 유아

의 경우에도 사용방법을 익히기가 쉽고, 유아의 

높이나 책장 넘기는 방법 등에서 종이책과 유

사한 독서환경을 구 할 수 있다. 실험 참여 유

아들은 평소 부모나 주변 성인과 함께 해본 

경험이 있어 스마트 기기에 한 흥미가 높고 

거부감이 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태블릿

PC의 보 이 늘어나면서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보다 태블릿PC를 사용하여 유아용 콘텐츠를 이

용하는 경우가 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기를 

사용한 연구가 필요한 시 이다.

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상용화된 자책 

 연구의 목 에 맞는 것을 선정하고 비교를 

해 이와 동일한 거리를 담은 종이책을 사용

하 다(Korat & Shamir, 2007; Park, 2001; 

Shamir, Korat, & Shlafer, 2011). 그러나 이런 

경우 유아의 사 지식이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책과 종이책이 완벽히 동일한 내용

을 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읽기매체의 차이 외의 다른 요인을 통제하기 

해 연구진이 직  구성한 창작동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책과 종이책을 제작하여 사용하

다. 이야기 이해 과제인 창작동화는 2011년 

국립국어원의 다문화가족 자녀 상 한국어 방

문학습지 개발제작 사업을 수행하면서 서울

학교 아동학연구실에서 개발한 ｢열두 띠 동물 

이야기｣  두 권인 ｢여름 마을에 놀러 가요｣와 

｢쿠시시 먹기 참 힘들다｣를 수정한 것으로, 개

발 당시 국어교육학 문가  아동학 문가의 

감수를 받아 해당 연령 유아에게 합한 난이도

임을 확인하 다. 당시 제작된 동화는 만 5세 

다문화가정 아동을 상으로 제작된 것이었으

므로, 본 연구의 상인 만 4세 일반가정 유아

의 수 에 맞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국어

교육학 문가 1인과 아동학 문가 2인의 재

감수를 받았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의 결과가 특정 이야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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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나 등장인물, 소재와 같은 내용 특성에

서 비롯될 가능성을 이기 해, 한 명의 유

아가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한 이야기를 2편씩 

읽도록 하 다. 따라서 한 유아가 동일한 읽기

매체의 이야기를 2회기에 걸쳐 총 2편 경험하

으며, 순서에 따른 실험효과를 제거하기 

해 이야기를 읽는 순서를 무작  배정하 다. 

연구도구를 제작하면서, 읽기매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한 차이를 최소화하기 해 책의 

크기, 책장 넘기기 효과, 음성지원 방법 등을 

통일하 다. 즉, 종이책의 크기를 태블릿PC의 

화면과 동일하게 제작하여 두 집단 유아가 

하는 씨와 그림의 크기가 같게 조정하 으

며, 종이책을 직  손으로 넘겨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자책의 화면을 유아가 직  립

(flip)2)하여 넘기도록 하 다. 일반 으로 종이

책에는 성우의 목소리를 직  첨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실험자가 직  읽어  경우에는 

조사자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책에도 음성을 넣지 않고, 

두 가지 상황 모두 동일하게 실험자가 사용하

는 노트북 컴퓨터에서 녹음된 소리를 재생하여 

들려주었다.

3)이야기 이해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Paris와 Paris(2003)의 Narrative 

Comprehension을 참고하여 이야기 이해 측정질

문의 내용을 구성하고(Lee & Kim, 2004; Paris 

& Paris, 2003), 유아의 자발  말하기(다시 말

하기)와 질문에 답하기 방식을 사용하여 유아

의 이야기 이해를 측정하 다. 유아의 이야기 

이해를 측정하기 해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방

법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Morrow, 1990). 

통 으로 사용되어온 질문에 답하기 방식은 책

을 읽은 후 조사자가 주요 내용에 한 질문을 

하고, 그에 한 유아의 답을 기 으로 측정

하는 방식으로, 유아의 수용언어 능력에 향을 

받는다. 이 방법은 상 으로 유아의 언어능력

의 향이 고, 조사자가 원하는 부분에 한 

유아의 이해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질문의 설계나 조사자의 특성에 따

라 결과가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반면 다시 말하기 방식은 책을 읽은 후 

유아가 스스로 내용을 기억하고 회상하여 이야

기하는 방법이며, 유아의 표 언어 능력에 향

을 받는다. 이 방법은 성인의 진 없이 유아가 

기억하는 바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결과가 유아의 성격이나 주변 환경, 조

사자와의 상호작용 등에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다. 이처럼 두 가지 방식이 서

로 다른 장단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연

구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Kim & Chae, 2002). 

이 연구에 사용된 이야기 이해 측정도구 역

시, 다시 말하기(회상)와 질문에 답하기(재인, 

추론)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다시 말하기

는 이야기를 읽은 직후, 방  읽은 이야기에 

해 자유롭게 말한 내용을 주요단어의 출 을 기

으로 채 하 다. 유아가 자발 으로 이야기

를 시작하지 못할 경우, 정해진 진질문을 사

용하여 유아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 다. 

질문에 답하기는 다시 재인질문과 추론질문으

로 나뉘는데, 재인질문은 이야기 에 직 으

로 제시된 내용의 주요 요소인 등장인물, 주요

2) 태블릿PC에서 화면의 한 곳을 른 채로 손가락을 좌우로 움직여 화면을 넘기는 행동을 말한다. 기존에 사용되

던 버튼 클릭(button click)보다 물리 으로 간단하며, 종이책의 책장을 넘기는 것과 직 으로 유사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8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5, No. 4, 2014

- 256 -

<Table 3> Children’s Language ability scores

Variable Group n M SD t

language ability
Paperback book 27 124.03 12.57

-.401
Electronic book 35 125.14 12.95

사건, 문제해결, 결말에 한 질문이고, 추론질

문은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추론해내야 하는 등

장인물의 감정, 사건의 인과 계, 인물 간 화, 

이후 사건 등에 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인질문의 총 은 16 이며, 회상질문은 24 , 

추론질문은 10 으로 총 은 50 이다. 따라서 

유아가 이야기 이해도 측정도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는 0 , 가장 높은 수는 

50 이었다. 

3.연구 차

이 연구의 조사는 유아 1명 당 약 15분 내지 

20분씩 총 3회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1회기에는 

연구자와 참여유아 간의 라포를 형성하고 언어

지능검사를 실시하 으며, 2, 3회기에는 구문이

해력검사를 실시하고 본실험인 이야기과제를 

시행하 다. 이야기과제에서 각 집단의 유아는 

종이책 혹은 자책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가 끝난 후 자신이 읽은 내용에 해 연

구자의 질문에 답하 다. 이야기 과제의 시행에

는 총 15분 정도가 소요되며, 유아가 이야기를 

읽는 과정에 8분, 연구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

정에 7분을 할당하 다. 이야기를 읽는 조사는 

유아와 조사자의 일 일 면  형식으로 이루어

졌고, 다른 유아의 방해로 인해 실험결과에 

향이 가는 것을 방하기 하여 기 과의 의

를 통해 특별활동실이나 강당이 비어있는 시간

을 이용하여 조사를 시행하 다. 

4.자료분석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사회자료분석 

통계 로그램인 IBM SPSS ver. 20.0(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 으며, 

통계방법으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 편차, 

공변량분석 등을 사용하 다. 실험에 참여한 유

아의 일반  특성을 살펴보기 해 빈도와 백분

율을 사용하 으며, 유아의 일반  특성과 이야

기 이해의 반  경향을 알아보기 해 평균과 

표 편차를 사용하 다. 읽기매체에 따른 유아의 

이야기 이해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 언어능력을 

통제요인으로 사용한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 다. 

Ⅲ. 결과분석

읽기매체에 따라 유아의 이야기 이해가 달라

지는지 알아보기 해, 책을 읽은 후 유아에게 

방  읽은 이야기의 내용에 해 물어보고 읽기

매체 별로 결과를 비교하 다. 유아의 언어능력

과 이야기 이해 간의 상 분석 결과 유아의 언어

능력이 이야기 이해와 높은 상 을 나타냈다. 집

단 간 언어능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이책 집단과 자책 집단 간

에는 유의한 언어능력의 차이가 없어 동일한 수

의 언어능력을 가진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유아 개인의 언어능력의 차이가 이야기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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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ildren’s story comprehension scores

Variable Group n
Adjusted

M SD M SD

Story 

comprehension

Paperback book 27 21.30 5.19 21.40 1.11

Electronic book 35 22.50 6.53 22.42 .97

Note. Language ability variables were controlled for in the statistical data analysis of the results.

<Table 5> Differences of participants’ story comprehension by groups (N = 62)

Variable Source SS df MS F

Story 

comprehension

Language ability 199.99 1 199.99 6.05*

Group 15.63 1 15.63 .47

Error 1949.64 59 33.05

Sum 32113.75 62

*p < .05.

<Table 6> Children’s story comprehension scores (sub-variables)

Variable Group n
Adjusted

M SD M SD

Recognition
Paperback book 27 10.57 2.18 10.63 .42

Electronic book 35 11.30 2.50 11.26 .37

Recall
Paperback book 27 5.44 2.80 5.50 .73

Electronic book 35 5.44 4.52 5.40 .64

Reasoning
Paperback book 27 5.28 2.04 5.30 .38

Electronic book 35 5.76 1.86 5.76 .33

Note. Language ability variables were controlled for in the statistical data analysis of the results.

에 미치는 향을 통제하기 해, 언어능력을 

공변량으로 설정하고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Table 4와 Table 5에 

제시하 다. 언어능력을 통제한 후 교정된 유아

의 이야기 이해 체 평균을 살펴보면, 종이책 

집단의 교정된 평균 수는 21.40 이었고 자

책 집단의 교정된 평균 수는 22.42 이었다.

Table 4에서 제시된 교정된 평균 수의 차이

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해 공변량

분석을 시행하 다. 그 결과, Table 5에서 나타

난 것처럼 언어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야기 

이해 평균 수는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F = .47, n.s.). 이는 동일한 언어능

력을 가진 집단에서, 종이책을 본 집단과 자

책을 본 집단이 동일한 수 으로 이야기를 이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야기를 지면에서 

읽는지 화면에서 읽는지는 유아가 이야기를 이

해하는 수 에 있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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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Differences of participants’ story comprehension by groups (Sub-variables)(N = 62)

Variable Source SS df MS F

Recognition

Language ability 50.35 1 50.35 10.37**

Group 6.05 1 6.05 1.25

Error 286.60 59 4.86

Sum 7825.00 62

Recall

Language ability 44.60 1 44.60 3.08

Group .13 1 .13 .10

Error 853.96 59 14.47

Sum 2735.75 62

Reasoning

Language ability .14 1 .14 .035

Group 3.42 1 3.42 .89

Error 225.72 59 3.826

Sum 2138.36 62

**p < .01.

유발하지 않았다.

이야기 이해의 하 변인에서 읽기매체에 따

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해, 

Table 6에 나타난 것처럼 언어능력을 통제한 후 

각 하 변인의 집단 별 평균 수를 살펴보았다. 

이야기 이해의 하 변인  재인 역에서 종이

책 집단의 교정된 평균 수는 10.63 이었고, 

자책 집단의 교정된 평균 수는 11.26 이었

다. 회상 역에서는 종이책 집단의 교정된 평균

수가 5.50 이었고, 자책 집단의 교정된 평

균 수는 5.40 이었다. 마지막으로 추론 역에

서 종이책 집단의 교정된 평균 수는 5.30 이

었고, 자책 집단의 교정된 평균 수는 5.76

이었다.

Table 6에서 제시된 교정된 평균 수의 차이

가 통계 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해 공변량

분석을 시행하 다. 먼 , 이야기 이해의 하

변인인 재인 역의 평균 수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 1.25, n.s.). 재인은 유아가 

이야기에서 직  제시된 사실에 해 기억하는 

능력이다. 종이책 집단과 자책 집단 간에 재

인 수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사용한 읽기

매체가 다르더라도 유아가 이야기에서 제시된 

내용을 기억하는 데에 차이가 없었음을 의미한

다. 다음으로 회상 역의 평균 수를 살펴보았

다. 회상 역시 종이책 집단과 자책 집단 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 .10, n.s.). 

회상은 유아가 자신이 기억한 내용을 다시 말하

기의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 하는 능력이다. 종

이책 집단과 자책 집단 간에 회상 수의 차

이가 없었다는 것은, 사용한 읽기매체가 다르더

라도 유아가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표 하는 데

에는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추론

역의 평균 수에서도, 종이책 집단과 자책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 = .89, n.s.). 

추론은 유아가 이야기에서 제시된 사실을 바탕

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논리 으로 추론하

는 능력이다. 종이책 집단과 자책 집단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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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수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사용한 읽기

매체가 다르더라도 유아가 이야기를 통해 드러

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해내는 데에는 차이가 없

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야기를 지면에

서 읽는지 화면에서 읽는지는 유아의 이야기 이

해  그 하 변인에 있어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유발하지 않았다.

Ⅳ. 논의  결론

e-book은 어린 자녀를 가진 30∼40 의 은 

부모들을 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아용 콘텐츠들이 개발되어 유료․무

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콘

텐츠들이 보 되고 어린 유아들에게 속도로 

달되는 것에 비해, 이런 콘텐츠의 사용이 유

아에게 어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매

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별히 제작된 종이책과 자

책을 연구도구로 사용하여, 두 읽기매체가 유아

의 이야기 이해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가 없음을 

밝혔다. 그간 학자들 간에 지속되어 온 종이책

과 자책의 효과에 한 논쟁(Korat & Shamir, 

2007, Kwon, 2011; Park, 2001; Zucker et al., 

2009)은 각 연구마다 자책의 개념을 다르게 

정의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몇몇 

연구의 경우에는 완 히 동일한 내용이 아닌, 

동일한 내용의 종이책을 바탕으로 개발된 자

책을 사용하여 연구를 시행하 는데(Korat & 

Shamir, 2007; Wood, 2005), 이 게 개발된 

자책에는 단어사  기능이나 미니게임 등이 포

함되어 엄 히 말해 동일한 내용의 책이라고는 

볼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자책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자극으로 인한 효과와 순수하게 화면을 통해 이

야기를 읽는 자책이라는 형태  특성에서 기

인하는 효과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없다는 문제

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완

히 동일한 내용으로 개발된 창작동화를 종이책

의 지면과 자책의 화면이라는 읽기매체의 형

태만 바꾸어 도입함으로써, 종이책과 자책의 

근본 인 차이로 인해 유발되는 유아의 읽기 효

과의 차이를 보는 데에 집 하 다. 즉, 이 연구

에서는 유아가 종이 에 쓰인 이야기를 읽을 

때와 화면에 나타난 이야기를 볼 때 주의집 과 

이야기 이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기 해, 음성의 제시방법이나 성인의 상호작용 

여부 등을 동일하게 통제하 다. 그 결과, 종이

책과 자책이라는 달 형식의 차이는 유아의 

주의집 과 이야기 이해에 직 인 차이를 유

발하지 못했다. 이는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나타

난 종이책과 자책의 읽기에 한 효과의 차이

가 읽기매체의 형태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기보다는, 자책에서 주어지는 다양한 시청각 

자극에 의해 유발된 것임을 알려 다. 

이 연구는 증하고 있는 유아의 자책 사

용에 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 연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이론  의의를 갖는다. 기존 

선행연구들이 자책에 한 모호한 정의를 사

용하 기 때문에, 자책의 효과에 한 일 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여, 종이책

과 비되는 자책의 정의를 명확히 하 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이  경험을 통제하고 

이야기 이해를 정확히 측정하기 해 연구자가 

직  연구도구를 개발하고 제작하여 사용하

다. 자책과 종이책에 한 기존의 선행연구에

서는 상용화된 자책과 이와 유사한 내용의 종

이책을 비교했기 때문에 도구 간 동일성 확보나 



12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5, No. 4, 2014

- 260 -

상자의 사 지식 통제가 엄 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

리고 많은 연구들이 데스크톱 컴퓨터용이나 노

트북 컴퓨터용 자책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 는데, 이 연구에서는 태블릿PC용 자책을 

개발 하여 사용함으로써, 유아가 종이책을 읽을 

때와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 다. 

이 연구의 장 용  의의는 무엇보다, 그간 

이어져온 자기기를 이용한 독서가 유아의 읽

기에 미치는 부정  효과에 한 의문을 제거하

다는 데에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자책과 종

이책의 사용 효과를 양  수치로 변환하여 체계

으로 제시하고 비교·분석하 다. 이 과정을 

통해 자책과 종이책이라는 읽기매체의 차이

는 유아의 읽기에 직 인 차이를 유발하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학부모와 유

아교사가 유아를 한 종이책이나 자책을 구

입할 때 굳이 종이책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주며, 도서 선택에 있어 보다 다양한 선택

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 연구의 결과를 장에 용하는 데

에 있어 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유아의 읽기에 있어 가장 요한 요인  하나

인 이야기 이해를 심으로 하여, 유아가 동일

한 내용을 지면과 화면으로 볼 때에 이해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하 다. 이는 기존

의 연구에서 나타난 종이책과 자책 간의 차이

가 기기의 차이가 아닌 다양한 부가요소에서 비

롯됨을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후속연구의 가능

성을 제시한다. 즉, 이 연구의 결과는 두 매체의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책에 추가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의 효과를 

구체 이고 과학 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사실

을 제시한다. 유아의 읽기는 단순히 이야기 내

용에 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이 아니다. 때

때로 유아는 읽기 행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기 

해서, 혹은 특정한 내용을 확 하여 상상하고 

놀이에 용하기 해서 읽기를 수행한다.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자책에 종이책과 동일한, 혹

은 다른 기능을 나타낼 지에 해서 새로운 검

증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 연구는 종이책과 

자책의 효과에 한 다양한 후속연구의 필요

성을 시사한 기 연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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