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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본연구는 등학생들을 상으로하여일차 으로는디지털스토리텔링이그들의독서태도향상에효과가

있는지를,이차 으로는독서태도에 한디지털스토리텔링의효과가 력학습과개별학습집단간에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서울에 있는 한 등학교의 4학년 29명이 본연구 상으로 참여하 다. 연구 결과,

디지털스토리텔링의 용이 등학생들의독서태도를향상시키는데매우효과 이라는사실을확인하 다.

그러나, 태도에 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효과는 력학습과 개별학습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나타났다.본연구는디지털스토리텔링이 력,개별학습에 계없이 등학생들의독서태도를향상시

키는 데 매우 효과 인 방법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is conducted in order to find out 1) if a digital storytelling activity can enhance

children's attitudes on reading and writing, and 2) if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cooperative

and individual digital storytelling groups in their attitudes. For this purpose, 29 4th graders

in an elementary school in Seoul participated as subjec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digital storytelling improved their reading and writing attitude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attitudes between the cooperative and individual digital storytelling

groups. This study has demonstrated that digital storytelling is a good way of enhancing children‘s

reading and writing attitudes. This study represents a preliminary effort to empirically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digital storytelling on reading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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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쇄술의 발달이 출 과 교육에 명을 가

져왔듯이, 20세기에 등장한 디지털 명은 우

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여러 분야의 모습을 근

본 으로 바꾸어놓고 있다. 독서 분야도 그

외는 아니다. 기존의 인쇄매체로 표되던 독

서자료는 이제 여러 가지 매체가 통합되는 이

른바 멀티미디어의 향으로 다양한형태의 독

서자료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 표 인 가

컴퓨터 기반의 자책(e-book)으로서, 아동들

은 컴퓨터를 통해 여러 매체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하는 환경 속에서 보고, 듣고, 읽고, 반

응하게 된다. 이에 해 혹자는 심지어 멀티미

디어의 향으로 인쇄 문화가사라질 것이라고

까지 견한다. 그러나, 인쇄매체와 자매체는

지식과정보를담는 그릇만 다를 뿐, 각각나름

로의 고유한 장 을 가지고 있다. 독서를 여

러 매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지식과 정보를 습

득하는 행 라고 본다면 독서자료의종류와 형

태만 다양화되었을 뿐, 독서 행 자체는 변함

이 없는 것이다(변우열 2003).

다양한매체를통한경험은아동에게 오히려

원 작품에 한 호기심을 유발시킬 수있다.

를 들어,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동이 있다고 가

정했을 때, 그아동이 ‘해리포터’라는 화를 보

고 그 화에 흥미를 느 다면 아마도 원 작품

을읽고싶은욕구가더생길수있다. 그 지만

그 아동이 화를 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원 작

품을 읽을 생각을 아 갖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에서 본다면, 새로운 매체의 등

장이 기존 매체를 체하거나 그 유용성을 떨

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매체를 보

완해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최근 들어 학교 독서교육활성화를 강조하는

교육부 정책들이 잇달아 발표되면서 독서교육

에 한 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

교육당국의 학교 독서교육활성화 시책은 독서

교육의 요성에 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독서교육을 입시교

육과 연계함으로써 독서를 마치 하나의 입

시과목으로 여기는폐해를 낳았다는 우려의 목

소리도 높다. , 실제로 재 학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독서교육은 주로 독서방법과 이론에

한 내용에 치우쳐 있어 학생들의 심을 끌

기보다는 오히려 재미없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입시를 염두

에 둔 독서교육은 강제성을 띌 수밖에 없기 때

문에 독서교육이추구해야 할 방향과는 상당한

괘리가 있다(이연옥 2006).

독서교육은 본질 으로 독서를 실제로 체험

하게 함으로써그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독서의 즐거움과 가

치를 맛보게 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독서는

강제 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아동들이 친근

하게 다가갈 수 있는 로그램을 통해 그들로

하여 자연스럽게 독서에 한 흥미를 갖게

하고 궁극 으로는 독서가 그들의 생활습 으

로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 이라 할 수 있

다. 즉, 독서의 즐거움을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독서교육의 궁극 인 목표인 독서의 생활화를

가져오는 데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변우열

2003). 따라서, 아동들에게 독서흥미를 불러일

으킬 수 있는 다양한 독서지도 로그램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독서를 시작하는단계에있는어린 아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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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그들의 흥미나 경험, 생활이 고려되지 않은

주제나 자료가 제시되면 독서에 한 동기 유

발이 어려울 것이다(서정 2006). 그러므로,

독서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우선 으로 고려할

것은 아동들로 하여 독서자료 활동에

한 흥미를 갖게 하여 그들의 자발 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선호와 특성을 악하여 그에 맞는 독

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

동들의 주요 인지 도구가이성 이고 논리

이라기보다는 감성 이라는 사실이다. 아동들

은세계를자신이가장잘아는것( . 사랑, 미

움, 기쁨, 두려움, 선과 악등)들을 통해 이해하

려는 경향이있다. 한, 서로 립되는두개의

개념, 를 들면 사랑과 미움, 안정과 두려움,

용기와비겁함, 선과 악등을 인지 도구로 삼

아 세상을 이해하려 한다. 아동들은 어떤 것이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해 분명한 답을 얻기

해 그 상과 정서 인 계를 맺어 우선 느

낄 수 있어야 하는데, 이야기(story)가 그러한

수단이 된다. 즉, 아동들은 이야기를 통해 지

인 안정감을 얻는다. 이야기 형태의 은 아동

들의 정신 , 인지 틀과 부합하며, 아동의 감

정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다. 이야기 형태라는

방식은 아동들에게 효과 으로 의미를 구성하

도록하는 데매우 효과 일뿐 아니라, 감성

체험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오래 기억될 수 있

다는 장 을 가진다(민덕기 2002; Egan 1979;

Jonassen and Hernandez-serrano 2002).

독서에 한 흥미유발과 련하여 한 가

지 고려할 은 요즘의 아동들은 컴퓨터, 비디

오, 게임등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 둘러싸여 성

장한 컴퓨터 세 라는 사실이다(신용주, 김혜

수 2002; Tapscott 1998). 이들은 을 읽고

쓰는 능력과 함께 컴퓨터 사용 능력을 습득하

며, 이들의 호기심은 무궁무진한 정보의 산실

인 인터넷세계를 스스로 탐색함으로써 충족될

수있다. 이들은 한다른 어느 세 보다 컴퓨

터, 자게임, 휴 폰, 비디오 등과 같은 상매

체에 의존하는 시각 감각이 극도로 발달해

있다(서 창 1999). ,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즉각성을 보인다. 일반 으로 디

지털 시 의아동들은 뉴미디어가 생활의 일부

로 깊숙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습 으로

자우편을 확인하고, 채 을 통해 즉각 인

메시지를 교환하며, 사이버문화를 통해 개성화

자기 표 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신용주,

김혜수 2002).

이러한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최근 디

지털기술의발 에힘입어새로운형태의서사

로 부각되고 있는 ‘디지털 스토리텔링(digital

storytelling)’은 독서에 한 아동들의 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매역할을 할 수 있다. 디지

털 스토리텔링이란 디지털 기술이 매체 환경

는 표 수단이 되면서, 사건에 한 진술이

지배 인담화 양식을말한다(이인화 외 2003).

간단히 말하자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이

야기를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디지털 스토리

텔링은 아동들로하여 자신이 달하려는 메

시지를 문자외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인 요소

를 갖춘 디지털 이야기 형태로 표 하게 함으

로써 그들의특성에 부합하는 창작의 즐거움을

만끽하게 할 수 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이

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의 개나

결말 등의 내용 인 측면, 그리고 멀티미디어



310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 2007

의 활용, 화면 구성 등과같은 방법 인측면을

아동들이 주체가 되어만들어나가는 아동 심,

과정 심 활동이다. 아동들의 다양한 사고와

창의력, 문제해결력이 요구되는 종합 인 술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독서지도 략으로 활용한다면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이야기 만들기에 참여하는과정에서 독

서에 한 아동들의 흥미를자연스럽게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스토리텔링을처음시도해보

는 아동 입장에서 이 활동은 일종의 문제해결

학습이며 매우도 인 과제라할 수있다. 도

인 과제나 문제해결 학습을 력 학습으로

진행할 때 더 효과 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 진 바 있다(이명근, 김명규

2001). 특히, 학생 개개인이 문제해결이 미숙할

경우 력 학습은 더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서로 의견

을 교환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상 활동

을 하는 것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보다 효과

으로 수행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통된 문제를 보다 효과 으로 해결하

거나 지식을 구성해나가는 데있어 참여자들간

의 화, 즉 상호 력 의사소통이 매우 요

한 역할을 한다는 은 사회 구성주의 학습이

론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서로 아이디어를 교

환하고 자신이 생각한 바를토론하고 의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은 비 사고력을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고와 표 방식에

해서도 보다 흥미롭게 배울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아동들의 특성

에 맞는 효과 인 독서지도 방안의 하나로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용을 제안하고, 그 가

능성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해, 등학교 4

학년 아동들을 상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 활동이 읽기 쓰기와 같

은 독서 련 태도에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

보았다. 한, 아동들을 력학습과 개별학습

집단으로 나 어독서태도에 한 디지털 스토

리텔링의 효과가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해설정된연구 문제 가

설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아동들의 독서태도

를 함양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가?

가설 1) 디지털스토리텔링은 아동들의 독서

태도를 함양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독서태도에 한디지털스토리텔링의 효

과는 력학습과 개별학습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가?

가설 2) 독서태도에 한디지털스토리텔링

의 효과는 력학습과 개별학습 집단 간에 차

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독서태도’는 독서와 련된

반 인 태도를 의미하며, 읽기 역과 쓰기

역의 두 역을 포함하는 포 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즉, 독서에 한 흥미를 비롯한 독

서 태도 외에도 쓰기 등의 자기 생각을 표 하

는 것에 한 태도도 그 하 역으로 포함시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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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 고찰

2.1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이란 사건에 한 진술이 지배

인 담화 양식이다. 사건 진술의 내용을 이야기

라하고 사건진술의형식을담화라할때스토

리텔링은 이야기, 담화,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

는 과정의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 하는 개념

이다(이인화외 2003). 행 와 결과물, 즉 이야

기하기의 행 와 이야기 자체를동시에 지칭한

다. 형식 으로 스토리텔링은 사건과 인물과

배경이라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시작과 간

과 끝이라는 사건의 시간 연쇄로 기술된다는

에서논증, 설명, 묘사와같은다른담화양식

과 구별된다. 내용 으로 스토리텔링은 사

건에 한 순수한 지식이 아니라 화자와 주인

공 같은 인물의 형상을 통해 사건을 겪은 사람

의 경험을 달한다는 에서 단순한 정보와

구별된다.

이 같은 형식 , 내용 특징들은 스토리텔

링에 고유한 역할을 부여한다. 오늘날 인터넷

명이 만든 정보의 홍수는 인간 두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여하고 있는 한정된 분야의 지식조차 소화해

내기가 힘들게 되었고, 그 머의 한 분야

의 지식에 해서는 더욱 더 거리감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스토리텔링에 한사회 각분야의 범 한

요구는 삶의 총체 악이 불가능해지는

이러한인식론 기와 연 되어 있다(이인화

외 2003). 정보의 홍수 앞에 논리 , 연역 사

유의 한계를 감하고 단순한정보보다 사건을

겪은 사람의 경험을 통해 한 번 걸러진 담화,

즉 이야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스토리텔링

은언어를통해 우리자신과타인, 그리고 우리

가살고있는이세상을 있는그 로 는상상

을 통해 달하는 고유한 인간 경험이며,

한 의미를 구성하기 해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활동이다. 이야기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의미의 달이다. 이야기

를 통해 우리는 이 세상과 세상 속에서의 우리

의 치를 악하게 된다. 이것이 서사 , 상징

세계를 통해 삶을 총체 으로 악할 수 있

는 스토리텔링의 감성 , 직 사유가 오늘

날 요청되고 있는 이유이다(이인화 외 2003).

스토리텔링은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목 뿐

만 아니라 읽기, 쓰기, 동 학습, 비 사고,

다양한 맥락의지식을 가르치기 해 사용되어

왔다(Gere, Kozolvich, and Kelin 2002; Levin

2003). 스토리텔링은 학생들의 상상력을 풍부

하게 할 뿐 아니라, 독서와 학습에 흥미를 가

지게 하고, 인생과 학습에 한 이해를 제공한

다(Bendt and Bowe 2000). Shank(1990)는

다음과 같이 스토리텔링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한 것을 이야기 형태가

아니면 쉽게기억하지못한다. 우리는다른사람

들의 이야기로부터 배운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

이알고있는것과 하게 련되어있을경우

에만, 남들의 이야기로부터자기자신의이야

기를연상할 수있을정도로만학습이 일어난다

(p. 83).

아동들은 자신이 들은 이야기로부터 의미를



31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1호 2007

구성한다. 아동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거나

타인과 공유할 때 는 일어난 사건을 그림이

나 로 표 할 때 스토리텔링의 자가 된다.

Bendt와 Bowe(2000)에 의하면, 말을 통한 스

토리텔링은 학생들에게 말하기와 듣기 기술을

향상시키는 수단을 제공해 다. 아동들은 처음

에는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로부터의미를 구성

하는것을 배우고, 유창하게 읽거나 쓸 수있게

되면 그 기술은 을 통한 스토리텔링에 이

된다. 최근에 와서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결

합한 새로운 형태의 스토리텔링, 즉 디지털 스

토리텔링이 등장하면서 이 새로운방식을 어떻

게 교육 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2.2 디지털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매체의특성에 따라다른표

양식을 지닌다. 스토리텔링이 종이에서 표 될

경우 문학이 되고, 상 매체에서 표 될 경우

화가 되며, 디지털 매체에서 표 될 경우 디

지털 스토리텔링이 된다(최혜실 2003; Ryan

2004).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한마디로 정의하

기는 어려우나, 의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컴퓨터상에서일어나는 모든서사 행 , 즉 멀

티미디어 서사 창조들을 말한다(민덕기 2002;

Mellon 1999; Reece 2004). 여기에는 텍스트

뿐 아니라, 이미지, 목소리, 음악, 비디오, 애니

메이션 등이 활용된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디

지털기술들을사용하여 인물, 사건 등 서사 형

식을 구 하는 것이다.

디지털스토리텔링은다음과 같은특징을 지

닌다(이인화 외 2003; 정경란 2003). 첫째는

보편성이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는 더 이상

자와 독자 사이의 엄격한 경계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구나디지털스토리텔링의 자,

연출자, 감독이될수 있다. 이러한특징은 아동

들의 자율 이고 자발 인 참여활동을 가능하

게 한다. 둘째는 유연성으로서, 미디어의 유연

성을 이용하여비선형 인 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미리 짜여진 로 이야기가 개되는

인쇄매체, 화, 드라마, 라디오와는 근본 인

차이가 있다. 통 으로 이야기의 수용은 수

동 이고 확정 인 것이었지만, 디지털 스토리

텔링은 능동 이며독자 개인의 선택성을 강조

한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미디어와 독자에

의해 말해지는 이야기로,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상정하고 구성되는새로운 유형의 이야기 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요한 사회 함의는

수동 인 경험이었던이야기 수용 문화를 새로

운 형태로 바꾸고 있다는 이다(민덕기 2002;

이인화외 2003). 디지털 스토리텔링이갖는멀

티미디어 특성은 통 인 선형 인 구조로는

불가능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자 심이 아닌, 독자 심의 이야기 개로

이끌 수도 있다. , 보다 극 인 정보 달

방식과 빈번하고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성은

교육 으로 그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3 력학습

사회구성주의학습이론에 따르면, 지식은개

인의 인지 작용에 의해서만 습득되고 형성되

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개인이 속해 있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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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즉 화를 통해

습득된다. 따라서, 과제를 력학습으로 진행하

게 되면 구성원들 간의 상호 력 의사소통

을 통해 과제를 완성해나가게 되며, 이러한

근은 상당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성숙

자 2003).

한, 사회구성주의 학습이론에서는 완성

된 결과물 자체보다는 과정이 시된다(성숙자

2003; 유정아 2005). 개인의 목 의식과 사고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인지주의 학습이론

과는달리, 담화공동체간의 화와 상을 통

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능력의향상을 강조한

다. 이 이론에 의하면, 쓰기, 표 하기의 과

정은 의미 구성의 과정임과 동시에 의미 상

의 과정이므로 집단을 활용하여과제를 해결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간에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자신이 생각한바를 토론

하고 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자기 나름의

구체 이고 논리 인 사고와 주장을 발 시킬

수있다고본다. 물론, 이과정이성공 으로이

루어지기 해서는 학생들의 자발 인 참여와

동료 간의 상호작용 피드백이필수 이다(유

정아 2005).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일종의 창작활동으로,

문제의 인식, 자신의 의견이나 해결 방안, 타당

한근거, 다른사람의의견에 한고려등종합

사고가 요구되는 창조 작업이다. 력학

습을 통한 창작활동에서는 그 과정을 화와

토론, 력 작업으로 풀어나가게 된다. 과제를

악하고 과제해결에 합한 자료를찾는 과정

을 력 으로 이루어나가는 것은매우 효과

인 것으로 밝 지고있다(성숙자 2003; 황성근

2005). 따라서, 의미 구성 과정에서의 상 활

동을 시하는 력학습은 창의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에

도시사하는바가 크다. 특히, 학생개개인이과

제해결이 미숙할 경우 이러한 력학습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3. 연구 방법 차

3.1 연구 상

서울에 있는 한 등학교의 4학년 한 학

학생들이 본 연구 상으로 참여하 다. 처음

에는 30명이 참여하 으나일부 자료가 락된

학생 1명을 제외한 29명이 최종 으로본 연구

의 상이 되었다.

이 학교는 정책 으로 컴퓨터 교육을 크게

강조하고 있어서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에 참

여한 학생들은 워포인트를 다루는 능력 등을

포함하여 컴퓨터를활용하는 데 매우 익숙하

다. 그 밖에,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요구되는 녹

음하여 삽입하기, 사진 찍어 삽입하기 등은 본

학습활동에 들어가기 에 교사의 지도가 선행

되었다.

3.2 검사 도구

이 연구를 해, 유정아(2005)가 사용한 태

도 검사지를 수정하여 재구성하 다. 사 ․사

후 검사지는아동들의 독서태도가 디지털 스토

리텔링을 실시하기이 과 이후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한 것으로, 개발된 검사 문항

은 다시독서교육 문가와 등교사의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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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내 용 문항 수

읽기 독서에 한 흥미, 책을 읽는 습 , 학습자가 지각한 독서의 유용성, 만족감 등 12

생각 표 하기 쓰기에 한 흥미, 쓰기습 , 이야기 들려주기 경험 등 5

<표 1> 태도 검사 역 문항 수

받았다. 각 검사의 Cronbach 계수는 각각 0.70,

0.74이었다. 사 ․사후 검사지에 포함된 역

은 읽기 역과 생각표 하기 역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문항 수는 12개와 5개, 총 17문항이었

다. 각문항은 5단계리커트평정척도로구성되

었다(부록, 표 1 참조). 사 , 사후 검사지는 동

일한 내용을 다루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단,

사후 검사지에서는 일부 문항들을 미래형으로

기술하 다( . ~빌릴 것이다, ~될 것 같다).

한, 사후 검사에서는 아동들로 하여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 아쉬웠던 , 재미있었던 ,

힘들었던 등을 추가 으로 자유롭게 기술하

도록 하 다.

3.3 디지털 스토리텔링 활동

본 연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알아

보기 하여 ‘동화 더하기 동화’ 활동을 실시하

다. 즉, 먼 아동들에게 읽은 동화 2개를

더해서 새로운 동화를 창작하게 하 다. 2개의

동화 내용을 하나로 합치거나, 2개 동화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추가하도

록 하 고, 2개의 동화는 아동들이 스스로 알아

서 선택하도록 하 다.

실험에 참여한 아동들을 력학습과 개별학

습의 두 집단으로 나 었다. 력학습과 개별학

습 집단을 구성함에 있어 아동들의 국어 성

을 기 으로 하여 아동들을 무선 배치하 고,

력학습 집단은 4명이 한 모듬이 되도록 구성

하 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해 아동들이 익숙한

로그램( . 워포인트 등)을 사용하되, 결과

물을 반드시 컴퓨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만들

도록 하 다. 이 때, 이야기 내용과 련된 멀티

미디어 자료들을 활용하도록 하 고, 그 방법으

로는 1) 인터넷을 검색하여그림, 음악, 소리, 사

진자료등을찾아서활용, 2) 사진을찍어서 사

진자료를 활용, 3) 동화책 삽화를 사진 찍어 활

용, 4) 그림을 그린 후 사진을 찍어 활용, 5) 녹

음을 하여 소리자료로 활용, 6) 그림그리기 소

트웨어의 활용, 7) 이상의 방법들을 혼합하거

나 이외에 더 좋은방법이 있다면 활용 등을 제

안하 다.

력학습 집단의 경우는 4명이 의논하여 이

야기소재와 체 인틀을 결정한 후에는 서로

순서를 정해서 이어가기를 하도록 하 다. 4명

이 력하여 하나의 산출물을 만들어가는 과정

에서 서로에게 질문이나 피드백을 수시로 주고

받도록 하 다. 1차 인 산출물이 완성된 후에

는 각자 검토해보고 수정할 부분에 해서 의견

을 제시하도록 하 으며, 4명이 의하여 그 모

듬의 최종 결과물을 완성하도록 하 다. <그림

1>과 <그림 2>는 디지털 스토리텔링 결과물 화

면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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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저리돌아다니 울 변한공주님

시골 를만났지 …

“ 는어디 니?? 게촌스럽다….”

“ … 는 못생겼어….”

싸우기시 했습니다…

<그림 1> 쥐로 변해버린 기분 나쁜 공주님

콩 의콩 의알에알에 미미

리새끼가리새끼가나 어나 어 . . 콩콩

는는실망했어실망했어 . . 미미

리리새끼가새끼가 생겼기생겼기

문이죠문이죠..

팥 의팥 의알에알에 쁜쁜노노

리가리가나 어나 어 . . 팥팥

는는뛰듯이뛰듯이좋아했어좋아했어 ..

하 만하 만결과는결과는달 어달 어 . . 미미

리새끼가리새끼가 리리가는가는

거에거에 ..
출

팥
리

콩
리

제7장잭의신부감은???

<그림 2> 부자가 된 잭과 콩쥐 팥쥐

(화면 상에서는 팥쥐오리와 콩쥐오리가 경주하는 애니메이션이 개됨)

3.4 연구 차

본 연구의 실험을 한디지털 스토리텔링활

동은 2006년 10월에 약 한 달 동안 이루어졌다.

활동 에 사 태도검사를 실시하 다. 디지털

스토리텔링활동은 2번정도진행되어야시행착

오 없이 안정 으로 이루어질수 있을것이라는

단 하에 2회에 걸쳐 실시하 다. 매회 활동이

끝난후에는아동들의결과물을수업시간에 발

표하도록 하 다. 이 활동이 완 히 종료된 후

에 사후 태도검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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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자료 분석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효과를 알아보기 해

일차 으로는 사 , 사후 검사결과 차이를 통

해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용을, 이차 으로는

학습방법( 력, 개별)을 독립변인으로 보았으

며, 독서태도 수를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t-검증을 실시하 다. 30명의 피험자 에 일

부 자료가 락된 1명을 제외한 29명의 자료를

SPSS 12.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가설 검증에 한유의도 수 은 α=.05로설정

하 다.

4. 연구 결과

4.1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효과 검증

디지털스토리텔링이 등학생의 독서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보았다.

피험자들의 사 검사 수와 사후검사 수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t=-4.885, p < .05). 하 역인

읽기 태도와 생각표 하기 태도에서도 사 검

사와 사후검사 수간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등학생의 독서태도 함양에 효과가 있을 것이

라는 가설 1은 검증되었다(표 2 참조).

4.2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의 력학습의

효과 검증

력학습과 개별학습 집단 간에 사 검사

수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되

었다(t=-.019, p > .05). 독서태도에 한 디지

털스토리텔링의효과가 력학습과개별학습으

로 실시했을 때차이가있는지를사후검사를통

해 검증해보았다. 독서태도에 한 디지털스토

리텔링의 효과는 력학습 집단과 개별학습 집

단 간에 차이가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189,

p > .05). 태도에 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효

과는 력학습과 개별학습 집단간에차이가 있

을 것이라는 가설 2는 기각되었다(표 3 참조).

평가 역 검사 사례수 평균 표 편차 t

체
사 검사 29 3.49 0.56

-4.885*
사후검사 29 4.17 0.50

읽기
사 검사 29 3.59 0.58

-3.670*
사후검사 29 4.13 0.54

생각 표 하기
사 검사 29 3.25 0.75

-6.128*
사후검사 29 4.26 0.49

* p < .05

<표 2> 사 ․사후 태도검사 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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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역 집단 사례수 평균 표 편차 t p

체
력학습 16 4.19 0.56

-.189 >.05
개별학습 13 4.15 0.45

읽기
력학습 16 4.18 0.58

-.602 >.05
개별학습 13 4.06 0.50

생각표 하기
력학습 16 4.20 0.55

.928 >.05
개별학습 13 4.36 0.41

<표 3> 력학습과 개별학습 집단의 태도검사 수 비교

5. 논의 결론

이 연구는 등학생들을 상으로 하여 일차

으로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그들의 독서태

도 함양에 효과가 있는지를, 이차 으로는 독서

태도에 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효과가 력

학습과 개별학습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이 연구 결과는 등학교 수 에서 디

지털 스토리텔링이 아동들의 독서태도를 향상

시키는데 매우 효과 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

다. 디지털 스토리텔링 이후에 아동들의 반

인 독서태도가 향상되었으며, 하 역인 읽기

태도와 생각 표 하기 태도도 모두 향상되었다.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 아쉬웠던 , 재미있

었던 , 힘들었던 등에 해 학생들이 기술

한 내용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다음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참여한 학생들이

기술한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나는 이 활동을 하며 느낀 것은 사실 나는

책을싫어하고, 쓰는것을 싫어하 다. … 활동

을하며책도다른때보다더재미있게읽고많이

읽게 되고 쓰는 것이 재미가 생겼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는 기회가 온다면 꼭 하고 싶고,

나 혼자서도 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

“…내가직 동화를섞어서이야기를만드니

내가 화감독이된것 같았다. 그리고다른친구

들이 내 작품을 보고 웃을 때가 가장 뿌듯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재미를 많이 느 다…각

장면마다 음악을 넣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었

다…”

“…마지막 도움을 사람들 목록이 제일 재

미있었다. B조의 음악도 흥미로웠다. 효과음도

매우 재미있었고, 친구들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친구들의 고생으로 만들어졌다니, 더욱 뜻 깊었

다.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이제부터는 독서도 많이 하고 도 열심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활동을하는 동안

상상력이많이느는것 같았다. 이런활동을앞으

로도 자주 했으면 한다.”

“동화와 동화를섞는다는것 자체가재미있었

고 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더 재미있었다. 친구

들과 장면을 연출해 사진 찍는 것도 즐거웠다.

그림 삽입, 녹음해서 삽입하는 활동을통해 컴퓨

터 능력도 향상된 것 같다.”

“…우리가직 사진을찍으니까마치우리가

꼭동화속주인공이된것같았다. 우리가애써서

만든 것을 발표할 때가 좋았다. 친구들도 그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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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도 매우 재미있어 하셨다…”

둘째, 력학습과 개별학습으로 디지털 스토

리텔링을 수행한 집단 모두 독서태도가 향상되

었으나 이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수 차이는

없었다는 이다. 즉, 개별학습으로 디지털 스토

리텔링을 수행한 집단도 력학습 집단과 마찬

가지로 독서태도가 향상되었다. 이 결과는 상

했던 결과와는 다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활동을 하면서좋았던 , 아쉬웠던 , 재미

있었던 , 힘들었던 등에 해 아동들이 진

술한 내용에서는 개별학습보다는 력학습에

한선호를여러 아동들이 다음과 같이 보여주

고 있다.

“동화더하기 동화를하면서 이나창의력을

기르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고 한번 더 기회가

있다면더완벽하게잘할수있을것같다. 친구들

과의 동심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엔 친한 친구들끼리조를만들어서해보

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할 땐 나도 모듬으로 했으면 한다.

그러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조별활동을 하면서친구들과얘기하는것이

좋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에 흥미를 갖게

된 것같았다. 앞으로는책도 많이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게조별로하니까정말재미있는것같다.

어떤 때는 서로 의견이 달라 힘들 때도 있었지

만… 그리고사진찍을때…가안따라줘서힘들

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더 친해졌고 결국

더잘할수있었다… 다음에도 조별로했으면

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등학생들로 하여 독서에 흥미를 갖게 하는

데 매우 효과 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별학습보다 력학습으로 진행할 때 독서태

도가 더 향상되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도

인 과제 는 문제해결 학습을 력 학습으로

진행할때 더효과 임을 보여 기존의 연구들

과는 차이가 있다(이명근, 김명규 2001). 디지

털 스토리텔링을 처음 시도해보는 학생 입장에

서 이 활동은 일종의 문제해결 학습이며 매우

도 인 과제라 할 수 있다. 해결 방안을 모색

하는 데 있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상 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은 디지

털 스토리텔링을 보다 효과 으로 수행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개별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수행한 아동들은

그만큼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이

가 연구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에 해

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은 태도라는 이다. 즉,

지 까지 부분의 력학습의 효과는 인지

인 면에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정의 인 측면

에서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다. 하나는, 본 연구에서 2회의 활동을 하

면서 매회 발표를 하게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있다. 첫 번째 결과물의 발표가두번째활동

을 하는 데 크게도움이 되었다는 교사 여러

아동들의 진술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료 학습자의 산출물

을 통한 모델링과 상호작용이표 방법에 한

간 교육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개별학습 집단에게도 력학습과 비슷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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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이명근, 김명규

2001). 동료들의 산출물을 보고 피드백을 주고

받는 가운데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요구되는 다

양한표 방식과 달방식을 배울 수있으며 창

의 아이디어의 생성에도 도움이 될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은 그들의 독서태도

를 향상시키는 데 정 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생각을 이나 그림으로 표 하기와

같은 창작 활동은 오늘날 사회에서 요시되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력을 동시에 향상시

킬 수 있는 매우 요한 교육 활동으로 인식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으로 지도하기

가 어렵다는 문제 이 제기되어 왔다. 등학교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창작활동에

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능동 , 자발 으

로 참여하도록 하는 략이 유효해보이며, 그러

한 략의 하나가 바로 디지털 스토리텔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요즘의 아동들은디지털 세

라는 에서도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그들의 정

신 감성 특성에부합하는 효과 인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용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아

동들의독서태도를 함양시킬 수있는매우 유용

한 독서지도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용된 디지털 스토리텔링 방법은 다양한 디지

털 스토리텔링 방법 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아동들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수행하는 자

입장에서의 독서태도 효과를 알아보았고 그 결

과는 매우 고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수

동 인 경험이었던 이야기 수용 문화를 능동

인 이야기 창작 문화로바꿈으로써 참여 아동들

에게교육 으로 매우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했

으며 그러한 경험은 그들의 독서태도에 정

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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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태도 설문지

4학년 ( )반 ( )번 이름: ( )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 칸에 표시(∨) 하세요.

번호 내 용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다른 일보다 독서를 더 좋아한다.

2 나는 책을 자주 사는 편이다.

3 학 문고나 도서 에서 책을 자주 빌린다.

4 독서는 요하다고 생각한다.

5 책을 자주 읽는 편이다.

6 책을 읽을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7 여유 시간이 있으면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이 좋다.

8 새 책을 읽기 시작할 때 마음이 설 다.

9 무엇인가를 읽는 것을 좋아한다.

10 어떤문제(과제, 숙제)를해결하기 해 당한책을찾아읽는경우가많다.

11 읽고 있는 에 푹 빠질 때가 많다.

12 책 에서도 동화책을 좋아한다.

13 나는 쓰기(일기, 독후감, 편지, 이메일 등)를 좋아한다.

14 나는 을 자주 쓰는 편이다.

15
여유 시간이 있으면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 을 쓰는 것(일기, 독후감,
편지, 이메일 등)이 좋다.

16 이야기( . 동화)를 만들어본 이 있다.

17 남한테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좋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