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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아 영어교육에서 유아의 음소인식과 음철법 향상을 위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유아

의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에 유용한 교육 자료를 연구하고 그 효용성을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토리

캐릭터 파닉스를 활용한 수업이 유아영어의 음소인식과 음철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스토리 캐릭터 파닉스

학습을적용하여효율적인음소인식과음철법능력향상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본 연구는충청남도 G시 S유치원

유아 24명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여 2016년 3월부터 5주간 주3회 30분, 총 15차시로 실시했다.

스토리 캐릭터 파닉스가 음소인식과 음철법에 미치는 영향을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은 동질집단으로 15차시에 걸친 수업후, 스토리 캐릭터파닉스를활용한 집단의음철법과음소인식영역의 점수

가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높았다. 둘째, 유아들은 스토리캐릭터파닉스로활용한수업을 통해학습 흥미도가 높아

진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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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Story Character Phonics on Preschoolers' Early Reading Abilities and
Affective Domai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story character phonics
on preschoolers' early reading abilities (phonemic awareness and phonics abilities) and their affective
domains. 24 participants in the present study were seven years old, and they we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groups at S kindergarten in Chungnam. There were 12 preschool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with the story character phonics, and 12 preschoolers in the control group learned English by the story
phonics focusing on phonemic awareness and vocabulary for 6 week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story character phonics was more effective in improving the preschoolers' early reading abilities than
using the story phonics. Secondly, the story character phonics had some positive effects on the
preschoolers' affective domains. This study proved that practicing with the story character phonics is more
effective for preschoolers to develop their early reading abilities of English and their affective do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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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7년 이후 영어가 초등학교 정규 교과로 편성되면

서 영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일반화되었고, 이

에 더불어유아영어교육에대한관심도높아졌다[1]. 이

러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현재 전국의 많은 어린이집

과유치원에서는방과후특별활동으로영어를가르치고

있다. 유아들은유치원이나어린이집을다니면서영어교

육을 접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영어를 접하는 연령은 만

3-5세로보고된바있다[2].이러한추세에맞추어유아기

영어교육의 효과,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 등

을 규명하려는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이

런연구들의공통적인결과를보면영어교육을실시하는

유아의나이는만 3-5세가 대부분이었고, 횟수와시간은

주 3회로각 30분씩이라고하였다[3],[4],[5]. 이와같이유

아기의영어교육이일반화되고있는시대의흐름에맞추

어 학계에서도 유치원 영어교육과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6],[7].

만 3세에서만 5세까지초등학교취학전유아를대상

으로 한 영어교육은 생활에서의 경험, 유아 대상의 기관

에서의활동, 도서나교구등을통해이루어진다. 유아시

기에영어를접할수있는다양한방법가운데가정이나

영어교육기관에서 널리 활용되는 교육방법으로 책 읽기

를 들 수 있다. [8]은 동화책은 모국어뿐 아니라 외국에

습득에있어아이들의언어능력에관련한기술들을자연

스럽게발달시키도록도와줌과동시에즐겁고, 자연스럽

게 다른 문화를 접하게 해주며, 그 문화 속에서 언어를

배우도록한다고하였다. [9]는 동화책을 활용한읽기활

동 영역이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상상력을 키운다

고 하였다. 유아기의 그림책을 통한 활동은 그림과 이야

기를통해풍부한간접경험을제공하고지적, 정서적능

력에도움을줄뿐아니라언어, 태도, 상상력, 창의력등

의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 [11]의 연구에

의하면 영어 동화 읽기 교육에 활용한 여러 선행연구의

실험결과를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영어 동

화를 활용한 읽기 교육은 인지적, 정의적 영역 모두에서

긍정적인효과를보였으며, 특히유아에서초등 2학년에

게서 더 높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유아기에 영어 동화책을 통한 영어 읽기 지도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유아의 영어 읽기지도는 좋은 그림책을 사용하여 그

림책의 맥락 안에서 파닉스의 활동과 연계하는 것이 초

기읽기지도에효과적이라고할수있다. 유아가그림책

을 통해 전체 맥락에서 의미를 파악하고, 여기에 파닉스

활동을 접목시켜 단어의 의미를 알고 글자를 읽게 하는

활동은 초기 영어 읽기 학습에 보다 효과적이다[12].

[13]은 파닉스란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음소간 관

계를 지도함으로써 문자를 읽게 해주기 때문에 원어민

학습자뿐만 아니라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학습자에게큰도움이된다고하였다. 파닉스

지도방법은문자와소리의관계를먼저가르쳐서학습자

가 자음과 모음의 결합원리를 알게 되고, 그 결과 초기

영어읽기기술을쉽게습득하도록돕는다[14]. 일반적인

파닉스지도는음성학에서다루는복잡하고정교한발음

방법을지도하는것이아니라읽기기초단계에서필요한

단어를 읽는 데 요구되는 파닉스 규칙의 일부분을 선택

해서 학습자의 연령이나 언어 수준에 맞게 지도한다. 그

러므로 발음기관이 아직 발달 단계에 있어 순차적인 발

음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유아들에게 영어의 대표적인

소리와 글자를 가르치기에 적절한 교육방법이라 할 수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영어 동화 활용의 긍정

적인효과와초기읽기능력향상을위해서필수적인파

닉스 지도방법을 결합한 스토리 캐릭터 파닉스 자료 및

지도 방법을 유아들에게 적용해보았다. 스토리 캐릭터

파닉스를활용한수업이유아들의영어음소인식과음철

법을포함한초기영어읽기능력에미치는영향을검증

하여 스토리 캐릭터 파닉스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효율

적인초기영어읽기능력향상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1.2 연구 문제
위에서 제기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유아의 초기

읽기능력향상을위한스토리캐릭터파닉스적용이유

아의초기영어읽기능력(음소인식과음철법)과학습흥

미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첫째, 스토리캐릭터파닉스가유아의초기영어읽기

능력(음소인식과 음철법) 향상에 효과가 있는

가?

둘째, 스토리 캐릭터 파닉스가 유아의 학습 흥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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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및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은 충청남도 G시에 소재

의 S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5세 24명을 대상으로하였다.

만 5세연령의유아가다른연령에비하여수업의참여도

가적극적이고, 또래집단과의결속력이강하여그룹수업

에 적당하고, 한글 인지 능력이 유아 연령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만 5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전 유치원

담당교사와연구내용에대해설명을드리고동의를구한

후, 부모님께 안내를 하여서 진행하였다. 실험 구성원은

24명의 유아를 12명씩 두 집단으로 나누었고, 음철법 사

전검사를 실시한 그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검사 결과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동질집단

임이 판명되었다.

2.2 실험설계 및 절차
본연구는 2016년 3월부터 5주간주3회 30분의수업과

정을 총 15차시로 구성하여 점심시간 후 12시 50분에서

1시 20분까지특별활동시간에실험을진행하였다. 본 연

구를위한실험수업은실험연구전사전검사 1회를제외

하고 총 15차시로 진행하였다. 실험집단은 스토리 캐릭

터 파닉스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비교집단은

스토리와 파닉스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진

행 과정에서 각 차시별로 3개의 어휘를 익히고 자음+모

음+자음으로 구성된 어휘를 사용하여 게임에서 단어 읽

기활동을진행하였다. <Table 1>은스토리캐릭터파닉

스를활용한실험집단과스토리와파닉스를활용한비교

집단의차시별수업계획표이다. 각각의 수업은 1차시마

다두개의알파벳과알파벳의음소를익히고, 그 음소로

시작하는 첫소리가 같은 세 개의 단어들을 익히게 된다.

차시별 수업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실험반과 비교반의

수업에대한총 15차시 수업에 대한세부수업지도안을

작성하였고, 각 차시별 수업 지도안에 따라서 실험반과

비교반의전체적인수업절차를아래와같이진행하였다.

<Table 1> Teaching Procedures of Experimental Group 
(Story Character Phonics) & Comparison 
Group (Story Phonics)

실험집단의차시별수업은캐릭터그림포스터를통해

서두명의캐릭터친구들을만나고그캐릭터들의이름

을 통해서 그 알파벳의 음소를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캐

릭터들의특징, 캐릭터들이사는곳, 좋아하는것등을통

해서그음소를연결시켜서단어를익히게된다. 예를들

면 1차시에 소개되는 ‘Annie Apple은 과수원(orchard)에

살고, alligator(악어), acrobat(곡예사)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Annie는 ant(개미)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ant가

Annie의몸을간지럽히기때문이죠.’ 이렇게첫소리와연

관된단어로구성해서알파벳의음소를반복하면아이들

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 스토리 캐릭터의

음소에 노출되어 음소를 익히게 된다. 비교집단의 차시

별수업은스토리그림포스터를통해서차시별로스토리

와 함께 두 개의 알파벳을 익히게 된다. 아이들은 짧은

이야기를들으면서그이야기속에서그날학습하게될

두개의알파벳과그알파벳으로시작하는세개의단어

를학습하게된다. 예를들면 ‘Great A, little a, bouncing

B. The cat is in the cupboard.’ 문장 속에서 Aa 글자와

소리를 익히고, 그림포스터 안에서 a로 시작하는 단어

(apple, ant, alligator)를 찾아본다. 수업 진행 시 두 집단

에게 모두 노래, 챈트, 게임, 이야기를 통해서 유아의 학

습 흥미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아래 그림은 스토리 캐릭

터 파닉스의 활용 예시로 처음에는 스토리 캐릭터로 유

아의 흥미와 기억을 높이고자 유도하고, 두 번째 단계에

서는 스토리 캐릭터의 색을 지우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글자만으로 지도하여 캐릭터에서 글자에 익숙해지도록

지도하였다. 처음 스토리 캐릭터 소개에서는 스토리 캐

릭터 1을 활용하고 게임이나 단어읽기에서는 스토리 캐

릭터2와 3을 활용하여서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Step Process Teaching & learning

Intro
(3‘)

-Greeting
-Review
-Objectives

-Greeting
-Review
-Learning objective

Development
(24‘)

-Picture walking

-Introduce

characters/alphabet
& sound
-Word

-Chant & action

-Song& shape
(air trace)

-Activity

-Posters of picture & Letter

-Alphabet capital letter&
lowercase letter
-Words: Learning letters
-Chant & action
Learning letters & sounds

-Characters & Sounds song
Air trace

-Activities

closing
(3‘)

-Review
-Good-bye song

-Review
-Good bye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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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Story

character 1

Story
character
2

Story
character
3

Name & characteristics of
story character

1
Annie Apple lives in an
orchard with her friends.

[Fig. 1] Examples About Teaching Steps of Story 
Character Phonics 

2.3 검사도구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 앞서 유아들의 영어 학습경험을 알아보고

자영어학습경험에대한유아들의영어학습상태를파

악하였다. 유아들에게 설문지 작성 시 영어 학습 경험에

유무에대해서이야기를나누고, 설문지작성요령을설

명한후실험자가한문제씩읽어주면서질문에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두 개의 동일집단에 각각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집단에는 스토리 캐릭터를

활용한파닉스학습을진행하였고, 비교집단에는스토리

와알파벳글자만을활용한파닉스학습을실시한후, 두

집단에게 각각 사후검사를 실시한 후, 실험처치 전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2.3.1 음소인식 검사지와 음철법 검사지
본연구에서활용한음소인식검사지는 [16]의 음소인

식 검사지를 기준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음소인식

검사지를 참고하여 [17]의 검사지를 수정하였다. 유아들

의음철법능력을알아보기위하여선행연구에서사용된

음철법검사지를 차용한 [17]의논문에서 실험도구로 사

용한 검사지를 근거로 하여 알파벳 이름 인지보다는 음

철법 인식과 실제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소문자 위주

로고려해서본연구의실험대상집단에게맞게활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음소인식 검사지와 음철법 검

사지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2.3.2 학습 흥미도 검사지
영어학습에 대한 유아의 흥미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18]의 연구에서 [19]가 소개한 [20]의 조사지를발췌하여

사용한 [17]의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4단계의 얼굴 표정

이 있는 검사지를 통해서 유아들의 영어 학습을 하면서

느낀 감정을 고르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17]의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지를 활용하였는데

검사도구의신뢰도검증결과는다음의 <Table 2>와같다.

<Table 2> Reliability of Pre- and Post- Instruments
Section Questions

Items
&Correlation
coefficient

Correlation
coefficient

phonics
paper

Alphabet
words
meaning of
words

7
5
10

0.541
0.561
0.759

0.728

phonemic
paper

Rhyme
First consonant
Last consonant
Syllable
Word
Middle vowel

3
3
3
2
3
3

0.711
0.620
0.686
0.413
0.417
0.637

0.660

Learning
interest

interest level 5 0.781 0.781

<Table 2>와같이읽기테스트에대한신뢰도분석결

과전체신뢰도는 0.728, 음소인식테스트와흥미도테스

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전체 신뢰도가 각각 0.660,

0.781이었다. 학계에서는 0.80이상일경우(학자에따라선

0.70 이상), 검사도구가 신뢰할 수있다고보고하고 있으

나, 새로운 검사지를 작성하여 검증하기에는 시간적 제

약이따라서개별항목에서신뢰도를저하시키는문항이

없어 그대로 사용하였다.

2.4 분석 방법
실험 전후를 통해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통해 수

집된 자료(음소인식, 음철법, 학습 흥미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ver. 21.0)을 사용하였다. 실험 후 결과

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평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맨-휘트니 U검증을 실시하였다. 스토

리캐릭터파닉스가음소인식과음철법에미치는영역에

관한평가는독립표본 t검증을하였고, 학습 흥미도에미

치는영향은흥미도검사지의각문항별로맨-휘트니 U

검증으로 실시하였다.

3. 분석 결과
스토리 캐릭터 파닉스가 유아의 초기 읽기 능력(음철

법, 음소인식)과 학습흥미도에어떤영향을주는지알아

보기 위하여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음소인식, 음철법, 학습 흥미도에

서 모두 동질집단임이 확인되었다. 스토리 캐릭터 파닉

스와스토리와파닉스학습이유아의음소인식과음철법

에미치는영향을알아보기위해총 15차시에 걸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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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음소인식 결과
스토리 캐릭터 파닉스와 스토리 파닉스 학습이 실험

집단과비교집단의 음소인식에차이가있는지를알아보

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는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Results of Participants’ Phonemic Awareness 
Scores               

G N M SD df t p

EG 12 72.50 19.12
22 2.139 .044*

CG 12 58.33 12.67

*p<.05

위 결과를보면 실험집단의 평균점수는 72.50이고, 비

교집단의 평균점수는 58.33이다. 두 집단의 사후검사의

평균차이는 14.17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행한 결과, t 값은 2.139이고 p 값은

.044(p<.05)로 나타나서두집단이유의한차이가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스토리 캐릭터 파닉스가 유아들의

영어 발달 중 음소인식 영역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3.2 음철법 사후 검사
스토리 캐릭터 파닉스와 스토리와 파닉스 학습이 두

집단의 음철법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실시하였는데결과는 <Table 4>와같

다.

<Table 4> Results of Participants’ Phonics Scores 
Secti

on
Group N M SD df t p

phoni

cs

EG 12 78.33 14.19
22 2.214 .037*

CG 12 64.58 16.16

*p<.05

실험집단의평균점수는 78.33이고, 비교집단의평균점

수는 64.58이다. 두 집단의 사후검사의 평균차이는 13.75

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행한

결과, t 값은 2.214이고 p 값은 .037 (p<.05)으로 두 집단

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3.3 학습 흥미도 사후 검사
두 집단의 학습 흥미도에 따른 차이가 일반적인지 알

아보기 위해 흥미도 검사지의 각 문항별 결과를 맨휘트

니 U검증을실시하였다. <Table 5>에서보는것처럼평

균순위는실험집단의경우 12.75, 비교집단의경우 12.25

로 정의적영역의차이가비슷하였으며U값은 69이고유

의확률 값이 .859로 (p>.05) 두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증결과 두 집단의

학습 흥미도의 차이가 크지않은 것은 5주의 단 기간 동

안에 연구가 진행된 탓에 유아들의 학습 효과가 나타나

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

러나 스토리 캐릭터 파닉스는 유아들이 여러 캐릭터를

통해서글자와소리를자연스럽게익히게되면서유아의

수업에관한흥미와학습동기를부여하여학습흥미도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스토리 파닉스 수업은 스토리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그림과 스토리를 읽으면서 친근하게

글을 읽게 되면서 유아들의 수업에 관한 흥미와 학습동

기를부여하여정의적영역에긍정적인영향을주었다고

생각된다. 연구가 신학기의 시작인 3월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서학습분위기가안정되지않았다는점도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Table 5> Results of Participants’ Affective Domains 
by Mann-Whitney Analysis  

Section Group N A U p

Affective
domain

EG 12 12.75
69 .859

CG 12 12.25

p<.05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언어학습에 기초가 되는 초기 읽기

능력이필요한유아들을대상으로스토리캐릭터파닉스

가 음소인식과 음철법의 향상, 그리고 유아의 학습 흥미

도에미치는영향을알아봄으로써유아들을위한효과적

인 학습지도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동질집단으로 15차시에

걸쳐 음소인식을 평가하였다. 스토리 캐릭터 파닉스는

유아들이지루하지않고흥미롭게문자교육을접근시키

며노래, 챈트, 게임, 역할극을통해서 재미있고오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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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에남는수업으로유아의음소인식능력이향상되었다.

둘째, 스토리캐릭터파닉스는유아들이스토리, 노래,

챈트, 몸동작, 게임, 역할극을통해즐겁게음철법을인식

하고, 유아들의눈높이에맞추어쉽게이해할수있게함

으로써 음철법 인식 능력이 향상되었다.

셋째, 스토리 캐릭터 파닉스를 활용한 수업과 스토리

와 파닉스를 활용한 수업은 유아의 학습 흥미도에 유의

미한차이를가져오지않았다. 이는두수업모두스토리

를 통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그림과 함께

스토리를 읽으면서 학습자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였기 때

문에유아들은읽기수업에대한흥미와동기를가질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실험반과 비교반의

연구참여자모두스토리라는변인으로인해서영어학습

에 대한 흥미도가 상승했다고 할 수 있다.

[21]은 파닉스는원어민의초기단계읽기를지도할목

적으로 고안된 모국어 교수법으로서 원어민에게 있어서

는 읽기와 쓰기 교육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데 효과적인

교수법이고, 외국인의 초기 학습단계에 있어서는 읽기,

쓰기교육과함께듣기, 말하기영역까지많은영향을주

게 되는 기초 학습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파닉스는 여러

학자들의 분석과 같이 완벽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규

칙의 복잡성과 많은 예외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

으며 문자 언어 중심으로 이루어진 파닉스 학습은 언어

학습의 중요한 목적인 의사소통능력에 향상을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 파닉스 교

수법은 노래, 챈트, 게임, 역할극 등의 다양한 활동 방법

이 병행될 때 효과적인 언어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학습 자료로서 스토리 캐릭터 파닉스를

직접 적용해 본 결과를 제시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

가있다. 그렇지만본연구의대상이 24명으로적은탓에

전체 결과에 대한 해석과 논의, 그리고 일반화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스토리 캐릭터 파닉스 수업이 유아들에게 흥미를 주

고더효과적인수업이될수있도록다음과같이제언해

본다. 첫째, 스토리캐릭터파닉스수업을활용할때에는

한 차시 한 명의 캐릭터와 음소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활용하는것이가장효율적인방법이라고본다. 둘째, 스

토리 캐릭터 파닉스를 활용한 수업은 유아들로 하여금

재미와흥미를주어수업에집중할수있게하였다. 하지

만 앞에서 제시한 수업활동 즉, 스토리텔링, 노래, 챈트,

역할극, 게임 등을 매 차시 수업에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계획 시 적절한 수업활동을

선정하고 병행하면서 유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야할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스토리캐릭터파닉스는

단모음을읽기위한방법중심으로진행되었으므로이중

자음, 혼합자음, 이중모음, 장모음, 혼합모음 등에 대한

후속연구를통해유아들의단계별학습효과가어떠한지

알아볼필요가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활용한교수방법

들을 바탕으로 초등 저학년과 유아의 영어 학습을 연계

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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