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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선희․김정미. 스토리맵 심 언어 재가 정신지체아동의 이야기 이해와 산출에 미치는 효과. 언어

청각장애연구 , 2007, 제12권, 제3호, 429-446. 배경  목 : 스토리맵은 이야기 텍스트의 이해

를 진하기 해 이야기문법 요소들을 사용하는 재 방법이다. 이 연구는 등학교 정신지체아

동 3명을 상으로 스토리맵 심 언어 재를 실시하여 정신지체아동의 이야기 듣기 이해와 이야

기 산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방법: 재는 16회기 동안 진행하 으며 매 회기마다 

평가와 훈련을 실시하 다. 연구자는 아동에게 이야기를 들려  다음 이야기 다시 말하기와 이해 

과제를 실시하 다. 평가가 끝난 다음에는 이야기문법 질문을 통해 아동이 이야기문법 요소들을 

확인하고 스토리맵을 완성할 수 있게 도왔다. 결과: 첫째, 세 아동 모두 이야기 이해 과제에 한 

수행 수 이 향상되었으며, 재가 끝난 뒤에도 수행 수 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 아

동 모두 이야기문법 회상산출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재가 끝난 뒤에도 향상된 산출 능력을 유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세 아동 모두 이야기 회상 구성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가 

끝난 뒤에도 향상된 회상 구성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  결론: 이상의 결과를 통해 스

토리맵 언어 재는 정신지체아동의 이야기 이해와 산출에 정 인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토리맵 훈련은 학령기 정신지체아동의 이야기 담화능력을 향상시키는 재 방법으로 시

사하는 바가 크다.

핵심어: 스토리맵 훈련, 정신지체, 이야기 이해, 이야기 산출, 이야기문법, 이야기회상 구성력 

Ⅰ. 서 론

담화 에서 이야기(story) 장르는 사회  상호작용을 조 하는 구어 의사소통과, 정보를 제공

하는 문어 의사소통 사이의 간에 치한다. 이 게 이야기 기술은 친숙한 구어와 좀 더 어려운 문

어의 간에 치하기 때문에 구어와 문어의 교량 역할을 담당한다(Westby, 1984). 이야기는 취학 

 아동의 후기 학업 능력과 언어 상태를 측할 뿐만 아니라(Feagans & Appelbaum, 1986; Fazio, 

Naremore & Connell, 1996), 학령기 아동의 언어 능력과 인지, 사회 지식에 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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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일반 아동뿐만 아니라 언어장애아동에 한 연구에도 요한 자료

로 사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산출할 때 계 인 성분들로 조직화된 이야기문법이라는 구조를 

따르는데, 이야기문법은 이야기의 구조 인 단 와 이러한 단 들이 형 으로 보여지는 순서를 설

명한다(Mandler & Johnson, 1977; Merritt & Liles, 1987; Stein & Glenn, 1979). Stein & Glenn

(1979)의 연구에 따르면 하나의 이야기는 한 개 이상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지며 하나의 에피소드는 

배경, 계기사건, 내  반응, 시도, 직 인 결과, 결과에 한 반응이라는 여섯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

어져 있다. 

일반 아동은 이야기문법을 통해 이야기를 이해하거나 산출할 수 있으며, 5～6세 정도의 어린 

아동들도 이야기를 산출할 때 이야기 구조에 한 지식을 나타낸다. 한 이야기를 산출할 때 회상되

는 이야기문법 요소들의 양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발달 인 경향을 나타낸다(Mandler & 

Johnson, 1977; Stein & Glenn, 1979). 반면 언어장애아동은 이야기 부분들 간의 계를 하게 이

해하는 것이 부족하며, 이야기 산출에 있어서 이야기문법을 효과 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족하다

(Merritt & Liles, 1987). 이러한 특성은 정신지체아동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이근숙(2003)의 연구에

서는 정신지체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이야기문법과 이야기 내용을 더 게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리맵은 이야기문법 요소들과 이야기 세부 요소 같은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이야기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각 인 재 방법으로, 선행 연구들에서 학령기 아동의 읽기 이해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imino et al., 1990; Gardill & Jitendra, 

1999; Idol, 1987; Idol & Croll, 1987). Idol (1987)은 학습장애아동을 포함한 등학교 3, 4학년 학생들

에게 스토리맵 훈련을 실시한 결과, 이야기문법 요소들과 련된 이해 질문에서 정확한 반응이 증가

하 으며, 재가 끝난 뒤에도 이해 질문에 한 정확한 반응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 이해에 미치는 이러한 스토리맵 훈련 효과는 통  읽기 훈련과의 비교 연구에서도 입

증되었다. Dimino et al. (1990)은 학습장애아동 6명을 포함한 학교 3학년 아동 32명을 상으로 스

토리맵 훈련과 통 인 문학 훈련의 효과를 비교하 는데, 스토리맵 훈련을 받은 집단은 통  훈

련을 받은 집단보다 이야기문법 질문과 기본 질문은 물론 이야기 내용을 요약해서 쓰는 평가에서도 

더 나은 수행을 보 다. 황리리․박 숙(2004)의 연구에서는 등학교 4, 5학년 읽기장애아동 22명을 

상으로 스토리맵 훈련과 통 인 읽기 교수법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스토리맵 훈련을 받은 학생

들이 통제집단에 비해 읽기 이해력이 향상된 것은 물론이고 훈련 효과가 듣기 이해력으로까지 일반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재가 끝난 후에도 읽기 이해력이 유지되었으며 듣기 이해력이 지속

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리맵 훈련은 한 이야기 산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Idol & Croll (1987)의 연

구에서는 스토리맵 훈련 결과 학습장애 아동 5명 에 4명이 스토리 매핑 략을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

고, 학생들 모두 재 이후에 읽기 이해 능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5명 에 3명은 이야기 

다시 말하기에서 이야기 길이와 낱말 수, 문장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Gardill & Jitendra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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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학습장애아동 6명을 상으로 스토리맵 훈련을 실시한 결과 모든 아동의 읽기 이해 기술이 향상

되었고 6명 에 5명은 이야기 다시 말하기에서 이야기 요소의 수가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박경희

(2001)의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아동 3명을 상으로 스토리맵 훈련을 사용한 결과 상아동 모두 이야

기 내용에 한 이해가 증가하 고, 이야기 다시 말하기에서 단어 수와 최소문장단  수가 증가하고 

이야기 회상 구성력이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스토리맵 훈련은 학령기 아동들의 읽기 이해와 이야기 산출에 효과 인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스토리맵 략에 한 연구들은 부분 학습장애아동들의 읽기 이해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을 두고 있으며, 정신지체아동들을 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 은 이야기문법에 바탕을 둔 스토리맵 심 언어 재가 정신지체아동

들의 이야기 듣기 이해는 물론 이야기 산출 능력의 향상에 효과 인 교수 방법인지 확인해 으로써 

정신지체아동들의 이야기 이해  산출 능력 증진에 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1. 스토리맵 심 언어 재가 정신지체아동들의 이야기 이해 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2. 스토리맵 심 언어 재가 정신지체아동들의 이야기문법 회상산출 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3. 스토리맵 심 언어 재가 정신지체아동들의 이야기 회상 구성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이 연구는 서울 지역에 소재한 C어린이집 방과 후 교실에 다니고 있는 등학교 정신지체아동 

3명을 상으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 다. 상아동의 선정 기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 화된 지능검사인 국립특수교육원 한국형 개인 지능검사(Korea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Korean Intelligence Test for Children: KISE-KIT, 이하 KISE-KIT; 박경숙․정동 ․

정인숙, 2002) 결과, 지능이 평균보다 -1 표 편차 이하에 속하는 아동으로 선정하 다. 둘째, 구문의

미이해력검사(배소  외, 2004)와 언어문제해결력검사(배소 ․임선숙․이지희, 2001) 결과, 수용언

어 는 표 언어 수 이 자신의 생활연령 내에서 평균보다 -2 표 편차 이하에 속하는 아동으로 선

정하 다. 셋째, 기 인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아동으로 선정하 다. 넷째, 교사나 부모의 면담을 

통해 행동 문제나 감각 기 의 장애를 가지지 않은 아동으로 선정하 다. 이와 같은 기 으로 선정한 

상아동의 특성을 요약하면 <표 - 1>과 같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007;12;429-446

<표 - 1> 상아동의 특성

상아동 성별 생활연령
KISE-KIT (IQ)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동작성 언어성 체 원 수 연령규 원 수 백분 수

아동 A

아동 B

아동 C

여

여

남

12;11

12;11

10;03

75

78

66

71

66

62

70

68

60

36

35

30

6세

6세

6세

26

12

13

2%ile

0%ile

0%ile

2. 실험자료

평가와 훈련에 사용한 이야기책은 모두 12권으로, Naremore, Densmore & Harman (1995)이 

추천한 이야기 자료 가운데 ‘The Curious George Collection (Rey & Rey, 1984; 1985; 1989; 1998a; 

1998b; 1999a; 1999b; 2002; 2003a; 2003b; 2005; 2006)’에서 선정하 다. 

이 이야기책을 연구 자료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출간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동들이 처음 하는 책으로 선행 경험에 따른 향을 배제하 다. 둘째, 텍스트 구조

가 유사한 이야기 자료를 선정함으로써 평가와 재에 사용하는 이야기의 난이도를 고려하 다. 셋

째, 인과 으로 잘 구조화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동들이 이야기 내용을 잘 기

억할 수 있다고 단하 다(Mandler & Johnson, 1977). 넷째,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거나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발달 수 에 합하다고 단하 다. 

연구자는 이야기 자료들을 스캔하여 아동들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슬라이드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편집하 다. 그리고 각 자료들을 우리말로 번안한 다음 이야기 길이를 맞추기 해 이야기단

(communication unit: C-unit, 이하 C-unit)의 수를 45개로 조정하고 이야기문법과 에피소드를 분석

하 다. 그 다음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에 활용하기 해 각 이야기를 자가 들어간 자료와 들어

가지 않은 자료 두 가지로 제작하 다. 

Stein & Glenn (1979)의 분석 체계를 근거로 배경, 계기사건, 내  반응, 시도, 결과의 다섯 가지 문

법 요소를 심으로 분석하 으며, 언어병리학을 공하는 학원생 1명이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이야기

문법 분석에 한 신뢰도는 94.9%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Reilly, Bates & Marchman (1998)의 방법을 참조

하여 각 이야기들의 구조를 분석한 다음 비실험을 거쳐 평가와 훈련에 사용할 이야기들을 선정하 다.

3. 실험과제

가.  훈련과제

훈련과제는 스토리맵 완성하기, 이야기 다시 말하기, 이야기 이해 과제로 구성하 다. 연구자

는 아동에게 이야기를 들려  다음 <표 - 2>와 같이 이야기문법 질문을 포함한 질문과 설명을 제시

하고 아동이 이야기문법 요소들(등장인물, 배경, 문제, 시도, 해결)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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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2> 스토리맵 훈련에 사용한 질문과 설명 

질문 설명

방  들은 이야기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1. 가 주인공인가요? [등장인물] 

2. 이야기에  다른 요한 사람이 나오나요? 

구에요? [등장인물] 

3. 이야기가 어디에서 일어났지요? [배경]

4. 조지는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요(조지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문제] 

  (주변 사람)은 어떤 반응(행동)을 보 나요? 

5. 조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나요? 

  그래서(그러면) 무엇을 했나요? [시도(행동)] 

6. 그래서 어떻게 나요? [해결]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나요? 

‘제목’에 어 보세요.

주인공을 ‘주요 등장인물’ 칸에 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주요 등장인물’ 칸에 어 보세요.

‘배경’에 어 보세요. 

‘문제’에 어 보세요. 

‘사건 1’에 어 보세요.

(아니오). ○○을 했어요. 

(그것을) ‘사건 2’에 어 보세요.

‘사건 3’에 어 보세요. 

‘이야기 결과’에 어 보세요.

아동이 이야기문법 요소를 확인하면 차례 로 스토리맵 기록지에 이야기문법 요소와 이야기 세

부 요소들을 기록하는 것으로 스토리맵을 완성하게 하 다. 이야기문법 질문들은 Idol (1987)의 이야기

문법 질문들을 수정하여 6문항으로 구성하 고, 스토리맵 기록지는 Mathes, Fuchs & Fuchs (1997)가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토 로 연구자가 이야기 자료에 맞게 재구성하 다. 스토리맵을 완성한 다음

에는 이야기 다시 말하기와 이해 과제를 실시하 는데, 평가과제와 달리 아동의 반응에 피드백을 제

시하 다. 

나.  평가과제 

평가과제는 이야기 다시 말하기와 이야기 이해 과제로 구성하 으며, 평가에 사용한 이야기는 

반복으로 인한 학습효과를 배제하기 해 4가지 이야기를 차례 로 번갈아 제시하 다. 4가지 이야

기는 일반아동 3명을 상으로 한 비실험을 통해 아동들이 산출한 이야기문법 구성요소  C-unit

의 수를 고려하여 선정하 다. 

(1) 이야기 다시 말하기 평가 

연구자는 이야기를 들려  다음 자 없는 이야기 자료를 제시하면서 아동에게 이야기를 다시 

말해 달라고 하 다. 아동이 이야기를 산출하는 동안에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아동이 이야기를 마치

면 “이야기를 정말 잘하는구나”와 같이 강화를 해 주었다.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는 C-unit으로 구분

하여 사한 다음 이야기문법 범주와 에피소드의 수 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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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야기 이해 평가 

이야기 다시 말하기가 끝난 다음에는 이야기문법 질문과 사실  질문, 추론  질문을 차례 로 

제시하 다. 연구자는 검사지의 문제를 직  읽어 주면서 아동의 답을 요구하 으며, 검사를 실시

하는 동안 아동의 반응을 기록하 다. 

4. 연구 차

이 연구는 2007년 1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주 2회 총 24회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3명의 상 

아동에 한 스토리맵 심 언어 재의 효과를 평가하기 해 상자 간 다간헐기 선 설계

(multiple probe across subjects design)를 사용하 다. 평가는 매 회기마다 실시하 다. 

가.  기 선 단계 

재를 시작하기  3명의 아동에게 기 선 평가를 4회기 동안 실시하 다. 

나.  재 단계 

재는 16회기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한 회기는 총 40분으로 평가 부분 15분과 훈련 부분 25분

으로 구성되었다. 

(1) 평가 

평가는 기 선에서 사용한 이야기 자료 4가지를 사용하여 매 회기마다 훈련 에 실시하 다. 

기 선과 동일하게 4가지 이야기들을 회기마다 하나씩 차례 로 제시한 다음 이야기 다시 말하기와 

이야기 이해 과제를 평가하 다. 

(2) 훈련 

훈련은 기 선에서 사용하지 않은 8가지 이야기들을 사용하여 매 회기마다 실시하 다. 회기

마다 한 이야기를 한 번씩 차례 로 제시하여 8가지 이야기들을 두 번 반복하여 사용하 으며, 훈련 

과제와 훈련 차는 상아동에게 동일하게 용하 다. 

이 연구는 모델링에서 독립  수행으로 단계 인 훈련을 강조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짧은 재 

기간을 고려하여 한 회기 내에 모델링 후 독립  훈련을 실시하 다. 따라서 연구자는 아동에게 이야

기를 들려  다음 처음에는 아동과 함께 스토리맵을 완성하 다. 그 다음에는 질문만 제시하고 아동 

스스로 스토리맵을 완성하게 하 다. 아동이 스토리맵을 완성하고 나면 이야기 다시 말하기를 실시

하 는데, 상 아동이 주어나 목 어 같은 주요 문장성분을 생략할 경우 그림을 가리키면서 문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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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다시 이야기하게 유도하 다. 이해 과제를 실시할 때는 아동이 질문에 해 어려워하거나 답변

을 못할 경우 스토리맵 기록지에서 질문과 련된 부분을 찾아서 읽게하거나, 질문을 쉽게 설명해주

고 답을 유도하 다. 

다.  유지 단계 

재 기간 동안 습득한 스토리맵 훈련의 효과가 유지되는지를 살펴보기 해 재 종료 2주 

후에 4회기 동안 상 아동들에게 평가 과제를 실시하 다. 

 

5. 자료 분석

가.  이야기 이해 분석 

이해 과제는 이야기문법 질문 6문항과 사실  질문 5문항, 추론  질문 5문항으로 구성하 다. 

이야기문법 질문은 6문항으로 스토리맵 훈련을 통해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 는지 알아보기 해 훈

련과제에서 사용한 질문들을 평가과제에 다시 활용하 다. 사실  질문과 추론  질문은 이야기의 

세부  내용에 한 이해를 알아보기 해 각각 5문항으로 구성하 다. 이해 과제에 한 수는 아

동의 반응에 따라 0～2 으로 평가하 다. 따라서 아동이 한 회기에 얻을 수 있는 최고 수는 이야

기문법 질문 12 , 사실  질문 10 , 추론  질문 10 으로 총 32 에 해당한다. 

나.  이야기 다시 말하기 분석

(1) 이야기문법 회상산출 능력 분석 

아동들이 이야기의 세부 인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여 회상하는지를 평가하기 해 김기순 

외(2007)의 분석 기 에 따라 5가지 이야기문법 범주들(배경, 계기사건, 내 반응, 시도, 결과)을 

하게 산출하 을 때 이야기문법 수를 1 씩 부여하 다. 

이야기문법 수행률(%) =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문법 수

× 100
체 이야기문법 수 

         

(2) 이야기 회상 구성력 분석 

아동들이 이야기를 회상하여 산출할 때 체 이야기를 얼마나 통일성 있게 구성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해 Morrow (1990)의 분석 방법을 수정한 채종옥(1995)과 윤혜련(2004)의 평가 기 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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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5가지 구성 요소(도입, 주제, 구성, 결말, 순서)에 해 0～2 으로 평가하 다. 따라서 아동이 한 

회기에 얻을 수 있는 회상 구성력의 최고 수는 10 에 해당한다. 

이야기 회상 구성력 수행률(%) =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 회상 구성력 수

× 100
체 이야기 회상 구성력 수

6. 신뢰도

기 선과 재, 유지 단계의 자료가 1개 이상씩 포함되도록 체 회기의 25%를 무작 로 선택

하여, 연구자와 언어병리학을 공하는 제 2평가자가 평가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 다. 평가는 평가자

가 아동이 산출한 이야기와 이해 과제에 한 반응을 독립 으로 사한 후 자료를 조하여 일치한 

문항 수의 비율을 측정하 다. 그 결과, 이야기 사 신뢰도는 91.6%, C-unit의 구분에 한 신뢰도

는 97.6%, 평가과제에 한 채  신뢰도는 평균 97.5%로 나타났다. 

Ⅲ. 연구 결과

1. 스토리맵 심 언어 재가 이야기 이해 능력에 미치는 효과 

가.  이야기 이해 과제 수행 

스토리맵 심 언어 재를 실시한 결과, <그림 - 1>과 같이 세 아동 모두 이해 과제 체에 

한 수행 수 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아동 모두 수행에 있어 회기마다 다소 불규칙 인 변화

를 보이기는 하 으나 체로 향상 추세를 보 다. 아동 A는 기 선에서 이미 다른 아동에 비해 높

은 수행을 나타내서 재 반의 향상 정도는 었으나 진 으로 지속 인 향상을 보 으며 유지 

단계에서도 높은 수행 수 을 유지하 다. 아동 B의 경우, 재 반에 향상의 폭이 컸으나 다소 불

규칙 인 향상 패턴을 보 으며 유지 단계에서도 일정한 수 을 유지하 다. 아동 C의 경우 재 

반에 높은 향상을 보이다가 매우 불규칙 인 수행을 보 으나 반 으로 향상 인 추세를 보 다. 

유지 단계에서는 재 단계보다 다소 높은 수행을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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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야기 이해 과제에서의 수행
 

나.  이야기 이해 과제별 수행

이야기 이해 과제별로 살펴본 결과, <표 - 3>과 같이 각 이해 과제의 수행 수 이 모두 향상되

었다. 그러나 이야기문법과 사실  이해 과제에 비해서 세 아동 모두 추론  이해 과제를 가장 어려

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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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이야기 이해 과제별 수행

아동 과제 유형
단계

기 선 재 유지

아동 A

 이야기문법 질문 6.0 (50.0%) 7.1 (59.4%) 9.0 (75.0%)

 사실  질문 4.5 (45.0%) 6.7 (66.9%) 8.5 (85.0%)

 추론  질문 1.8 (17.5%) 3.1 (31.3%) 3.0 (30.0%)

아동 B

 이야기문법 질문 3.0 (25.0%) 5.8 (47.9%) 8.5 (70.8%)

 사실  질문 2.0 (20.0%) 5.2 (51.9%) 7.5 (75.0%)

 추론  질문 0.0 ( 0.0%) 0.4 ( 3.8%) 1.5 (15.0%)

아동 C

 이야기문법 질문 2.2 (16.7%) 5.1 (42.7%) 8.5 (70.8%)

 사실  질문 2.0 (20.0%) 3.6 (36.3%) 7.0 (70.0%)

 추론  질문 0.3 ( 2.5%) 1.9 (19.4%) 1.5 (15.0%)

2. 스토리맵 심 언어 재가 이야기문법 회상산출 능력에 미치는 효과 

스토리맵 심 언어 재를 실시한 결과, <그림 - 2>와 같이 세 아동 모두 이야기문법의 산출 

능력이 향상되었다. 기 선에서 가장 높은 수행을 나타냈던 아동 A는 반에 완만한 향상을 보이다

가 차 불규칙 인 변화를 나타냈지만 유지 단계까지 향상 추세를 유지하 다. 아동 B는 재 기

에 거의 향상을 보이지 않다가 재 말기에 가 른 향상 추세를 보 으며 유지 단계에서도 이와 같

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 다. 아동 C는 기 선에서 가장 낮은 수행을 보 으나 세 아동 에서 가장 

높은 향상을 보 으며 유지 단계에서도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스토리맵 심 언어 재가 이야기 회상 구성력에 미치는 효과 

스토리맵 심 언어 재를 실시한 결과, <그림 - 2>와 같이 세 아동 모두 이야기 회상 구성력

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아동 모두 다소 불규칙 인 변화를 보 으나 지속 인 향상을 보

다. 아동 A는 기 선에서 평균 수행률이 27.5% 는데 재 후 55%로 상승하 고 유지 단계에서는 

67.5%의 수행률을 보 다. 아동 B는 기 선에서 평균 수행률이 25% 으나 재 후 45%로 상승하

으며 유지 단계에서도 이를 유지하 다(52.5%). 아동 C 한 기 선에서 17.5%의 평균 수행률을 보

으나 재 단계에서는 46.2%의 수행률을 보 으며 유지 단계에서는 60%의 수행률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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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야기 다시 말하기 과제에서의 수행

Ⅳ. 논의  결론

이 연구에서는 정신지체아동 3명을 상으로 이야기문법 략의 하나인 스토리맵 심 언어

재를 실시하여 이야기 이해 능력과 산출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첫째, 스토리맵 심 언어 재가 이야기 이해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세 아동은 

스토리맵 심 언어 재를 통해 이야기 이해 과제에 한 수행 수 이 진 으로 향상되었으며, 재

가 끝난 후에도 수행 수 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야기 구조와 련된 명시 이

고 직 인 스토리맵 훈련을 통해 아동들의 텍스트 구조에 한 이해가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스토리맵 훈련을 통해 주로 읽기 이해에 한 향상된 결과를 제시하 다(Dimino et 

al., 1990; Gardill & Jitendra, 1999; Idol, 1987). Idol & Croll (1987)은 4～5학년 학습장애아동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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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스토리맵 훈련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읽기 이해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 으며 듣기 이해에서

도 일반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는 Idol (1987)과 황리리․박 숙(2004)의 연구에서

도 확인되었다. 

이야기 이해 과제에서 아동들의 수행이 체 으로 불규칙하게 나타난 것은 각 아동들마다 평

가 과제 이야기에 한 선호도와 난이도가 달라 이러한 차이가 아동들의 수행에 향을 주었을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 평가 과제 선정 시 일반아동들에 한 비실험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각 아

동들이 보이는 개별 인 선호도와, 아동들의 경험에 따라 나타나는 난이도가 수행에 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불규칙한 변화는 이해 과제뿐 아니라 산출 과제에서도 나타났다. 

아동들의 수행을 이야기 이해 과제별로 상세하게 살펴본 결과, 재를 통해 세 아동 모두 이해 

과제별 수행이 모두 향상되었으며, 재가 끝난 뒤에도 향상된 수행 수 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야기문법 질문과 사실  질문에 한 향상은 높게 나타난 반면, 추론  정보에 한 이해 

능력의 향상은 그 정도가 매우 게 나타났다. 이는 이야기 구조에 한 이해가 이야기문법과 사실  

정보에 한 이해 능력에는 직 으로 향을 주나, 추론  정보와 같이 아동 자신의 통합  지식이 

필요한 이해 능력에는 향이 게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추론  정보는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통합하여 체 이야기의 통일성을 이해함으로써 완성할 수 있다. 즉 성공 인 추론을 

해서는 아동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의 역할이 매우 요한 것이다(윤혜련, 2004). 따라서 이 연구

의 상자들이 경도 정신지체아동임을 고려하면, 상 아동들의 지 인 결함이 이러한 지식의 습득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 을 것이다. 따라서 추론  정보에 한 이해는 기본 으로 다른 이해 과제와 

달리 이야기 외 인 변수에서 더 향을 받으므로 세상사 지식이나 련 지식의 습득과 같은 좀 더 

포 인 근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스토리맵 훈련을 통해 향상된 이야기문법에 한 지식이 이야기 산출에

도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스토리맵 심 언어 재가 이야기문법 회상산출 능력에 미치는 

효과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야기문법 산출 능력 한 향상되었으며 재가 끝난 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ardill & Jitendra (199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Gardill & 

Jitendra (1999)는 학습장애아동 6명을 상으로 이야기 이해와 이야기 다시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

는데, 스토리맵 훈련을 종료한 후 5명은 이야기 다시 말하기에서 이야기문법 요소의 수가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한편 스토리맵 심 언어 재를 통해 이야기문법 요소별 회상 수행률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런데 이야기문법 요소별로 수행률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세 아동 모두 기 선에서는 계

기사건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나 다른 문법 요소에 한 수행률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재와 유지 

단계에서는 계기사건과 시도, 결과 범주가 많이 나타났으나 범주들 간의 수행률 한 아동마다 다르

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ardill & Jitendra (199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Gardill & Jitendra

(1999)는 스토리맵 훈련을 통해 학습장애아동 6명의 이야기 다시 말하기 능력을 살펴본 결과 이야기

문법 요소의 수는 증가했지만 문법 범주별 산출은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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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스토리맵 심 언어 재가 이야기 회상 구성력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재를 

실시한 뒤 세 아동 모두 이야기 구성 요소 체에 한 회상 구성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가 끝난 뒤에도 이야기 구성 요소 체에 한 향상된 회상 구성력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경희(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정신지체아동 3명을 상으로 스토리맵 훈련

을 통해 회상 구성력을 살펴본 박경희(2001)는 재를 통해 모든 구성 요소들이 향상되었다고 보고

하 다. 

이야기 회상 구성 요소별 수행률을 살펴본 결과, 각 아동마다 수행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으나, 

체로 결말과 순서가 높게 나타난 반면 구성과 도입의 수행률은 낮게 나타났다. 구성에 한 수행은 

에피소드의 수로 결정되는데 이는 결국 이야기문법 범주의 체 수와도 어느 정도 련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아동들은 이야기문법 범주의 경우 체로 향상 추세를 보 으나, 향상의 정

도가 게 나타나 수행률로 비교했을 때에는 이야기 회상 구성 능력보다 이야기문법 범주의 산출이 

더 낮게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낮은 수행이 구성과 련된 수행에 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도입의 경우, 높은 수를 받기 해서는 주요 어휘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면 수를 

낮게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정확하고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지 못하는 정신지체아동의 경우 도입 부

분에 한 수행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스토리맵 심 언어 재는 정신지체아동의 이야기 이해와 산출에 정

인 효과를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토리맵 훈련은 학령기 정신지체아동들의 이야기 담화 능

력을 향상시키는 재 방법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이 연구는 스토리맵 략을 이용하여 정신지체아동을 재한 박경희(2001)의 연구와 다

음과 같은 에서 구별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평가에 사용한 이야기 자료를 훈련에 활용하지 않았

지만 박경희(2001)는 재 기간에 가르친 이야기들을 사후와 유지평가에 다시 사용함으로써 스토리맵 

효과를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하 다. 둘째, 박경희는 단일피험연구설계가 아닌 사  사후설계로 사용

하여 아동들의 수행을 평가하 기 때문에 아동들의 향상을 자세하게 살피는 데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 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평가 과제 선정에 있어서 비실험

을 통해 난이도를 조 하 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과제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해 아동들의 향상이 정확

하게 반 되지 못하 다. 둘째, 평가 과제의 반복  사용이 아동들의 수행 결과에 향을 미쳤을 가

능성을 완 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셋째, 유지 기간이 재 종료 후 2주 후로 이는 유지 효과를 평가

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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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Language Intervention Based on 
Story Mapping on Story Comprehension and 
Recall in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1)

Seon Hee Cheona, Jung-Mee Kimb,§

a Graduate School of Rehabilitation Services, Korea Nazarene University, Cheonan, Korea
b Department of Communication Disorders, Korea Nazarene University,  Cheonan, Korea
 

Background & Objectives: Story mapping is the intervention of a story-telling session by using 
grammar components to promote story comprehen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language intervention based on story mapping on story comprehension and recall for children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Methods: Three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participated in this 
study. Intervention was conducted for 16 sessions and each session was composed of both probing and 
training. Each subject listened to the story the researcher told, and they were asked to retell the story 
and to perform comprehension tasks. After the completion of probing, the researcher told the subject 
a story, helped them to identify story grammar components, and assisted in the building of a story map. 
Results: First, the children’s performance was improved in all comprehension tasks and their 
performance was also progressed after the story mapping intervention. Second, the children showed 
improvement in producing story grammar components during story retelling tasks that remained after 
completion of intervention. Third, the children showed that their recall in all components was improved, 
and that it was maintained after completion of the intervention. Discussion &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story mapping intervention was effective in improving story comprehension and retelling 
for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2007;12;429-446)

Key Words: story mapping intervention, mental retardation, story comprehension and retelling, 
story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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