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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실에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이 

발달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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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a Thematic Fantasy Play Program on Prosocial

Behaviors and Peer Play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in an Inclusive Classroom

Cho, Sung Sim Shin, Hae Young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지체유아의 교육·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합교실 담임교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제시하여 발달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

동과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연구에 참여한 유아는  인천광역시 K유치

원의 만 4세 발달지체유아 3명과 같은 통합교실에서 생활하는 3명의 일반또래유아이며, 6명의 소집

단을 대상으로 3개월간 담임교사가 21회기의 중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

램은 발달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사후평정에서 긍정적인 변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친사회

적 행동의 관찰결과에서도 중재기간동안 표적행동의 빈도가 증가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발달지체유

아의 또래놀이행동 사후평정에서도 긍정적인 변화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은 일반 교육 및 보육과정에서 발달지체유아의 개별적 요구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통합교육의 지원방안이 될 수 있으며, 교사에게 실질적 지원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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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7년에「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제정하여 이전보다 많은 발달지체유아가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2012년부터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시행되면서 통합환경에서 발달지

체유아의 출현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통합교육(inclusion)이란 발달지체아

동과 일반아동을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두 부류의 아동이 가지는 교육적 요구를 동시에 충

족시키면서 함께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교육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질적이고 사회적 통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2008). 이러한 통합교실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발달지체유아

가 일반유아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 능력을 기르고 아울러 학급활동과 놀이를 

하면서 긍정적인 또래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Diamond & 

Innes, 2001). 

최근 단계적으로 관련법령들이 시행되면서 유아교육현장에는 완전통합교육의 필요성이 강조

되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가 함께 생활하고 교육받게 하려는 움

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완전통합교육은 발달지체유아가 학급의 구성원으로 또

래에게 인정받는 사회적이고 교육적 통합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Bricker, 1995). 실제로 발달지

체유아는 완전통합교육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통합교실에서 역설적으로 사회적  분리와 소외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발달지체유아 대부분이 행동과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

고, 주의집중에 어려움을 가지며,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발달지체유아의 의사소통능

력 부족으로 일반유아는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이 때문에 서로의 사회적 

교환은 제한된다. 게다가 발달지체유아는 집단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여 또래

에게 거부당하기도 한다(배성현, 이병인, 2006; Odom, Zercher, Marquart, Li, Sandall, &

Wolfberg, 2001). 다시 말해 발달지체유아는 생활연령에 요구되는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고 인지

능력과 언어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래유아의 놀이주제와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

려움을 가진다. 따라서 발달지체유아는 완전통합교육의 놀이상황에서 오히려 또래에게 배척당하

거나 부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Murray & Greenberg, 2000).

더욱이 발달지체유아는 또래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

여 사회화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발달지체유아는 상대방의 동기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상호작용이 어렵고, 또래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누적시킨다

(Brown, Odom, McConnell, & Rathel, 2008).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발달지체유아에게 통합교

육을 통하여 또래와 적절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친사회적 행동기술을 구체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조숙경, 2006). 일반유아의 경우는 타인의 적절한 친사회적 행동을 관찰하고 자연스

럽게 모방하면서 친사회적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 반면에 발달지체유아는 타인의 행동을 주의깊

게 관찰하고 모방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친사회적 행동이 필요한 상황을 구별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Kohler, Greteman, Raschke, & Highnam, 2007). 따라서 발달지

체유아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학습하도록 구조화된 상황을 제시하고 또래모방의 기회를 자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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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것은 통합현장이 풀어야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통합교실은 매우 역동적인 상황이 벌어지며 하루에도 몇 번씩 놀이집단이 형성되고 해

체되기를 반복한다. 유아는 교실맥락에서 또래와 놀이하거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놀잇감을 

양보해야 하고,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야 하며, 상대방의 사회적 기술을 관찰하고 

습득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 능력이 부족한 발달지체유아는 자주 놀이에서 고립되게 

되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놀이를 방해하게 된다. 이 때문에 놀이상황에서 발달지체유아가 

일반유아의 놀이친구로 선택받고, 갈등 없이 또래와 놀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호의적인 또래유

아나 교사의 도움이 절실하다(Trawick-Smith, 1994). 또한 발달지체유아가 놀이주제를 이해하

고 놀이규칙을 따르려면 또래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이 감소되어야 하며, 동시에 놀이에 요구되는 

긍정적인 놀이행동이 증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발달지체유아에게 긍정적인 놀이 상호작용의 

기술을 직접 지도하거나, 보다 구조화된 놀이환경을 제공하여 관찰 및 모방을 통하여 놀이기술

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발달지체유아는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고 또래와 놀이를 지

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발달지체유아는 또래와 물리적 공간에 함께 있거나 접촉 기회에 

노출되는 것만으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Friend & Bursuck, 2011). 이에 

따라 교사는 발달지체유아에게 좀 더 명료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놀이 및 관련 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Guralnick & Weinhouse, 1984).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교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교수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동화책을 

이용한 활동은 유아들이 친근하면서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더욱이 

동화책을 이용한 주제환상극 놀이는 유아에게 다양한 가상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여 타인의 관

점에서 세상을 조망할 수 있게 하고(Rubin, Fein, & Vandenberg, 1983), 타인의 위치에서 자신

을 돌아보며(Johnson, Christie, & Yawkey, 1987),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행

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준다(양진희, 박윤, 2007). 주제환상극놀이는 또래관계에

서 유아들의 이타적 행동을 증진시키고(Iannotti, 1985), 사회․정서적 발달을 가능하게 하며

(Honig & Wittmer, 1996),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협동심을 고취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임영심, 이경하, 2006). 그러나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행연구(양진희, 박윤, 2007; 황주연, 이문옥,

2012)에서는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 및 언어능력과 관련된 효과를 검증하였을 뿐 

발달지체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만 극놀이나 인형극과 같은 주제환상

극과 유사한 놀이중재에서 발달지체유아의 사회적 기술이나 긍정적 상호작용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는 보고된 바 있다(서경신, 허유승, 이효신, 2009; 정은영, 박은혜, 2004; 천승욱, 황경열,

2012; 최은미, 강영심, 2009). 따라서 발달지체유아를 대상으로 주제환상극 놀이의 효과가 일반

유아에게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지를 살펴보는 연구는 흥미로운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통합교실에서의 중재 경향은 인위적인 일대일 교수보다는 또래와의 의미있는 일상을 활

용하는 방법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원종례, 김경희, 2010). 다시 말해 일반적인 교육 및 보육과

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발달지체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중재자와 발달지체유아의 일대일 직접교수보다는 친숙한 활동을 매개로 하여 일반유아와의 상

호작용을 이용하는 방법이 중재에 더욱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Janney, Snell, 2006). 이러한 

측면에서 생활주제 동화책을 활용한 주제환상극 놀이는 발달지체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

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또래유아를 대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호혜적이며 실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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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높은 중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제환상극 놀이는 동극 공연을 준비하면서 발달지체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모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고 놀이지속을 위하여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을 학습할 기

회에 빈번하게 노출된다. 이러한 주제환상극은 소집단 단위의 자연스러운 또래상호작용과 교사

의 직접적인 기술지도 및 또래모델링을 통해 발달지체유아에게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놀이행동

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주제환상극은 특성상 진행에 있어 매우 

역동적이고 교실 내 다양한 흥미영역을 아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안경숙, 2011). 대집단 시

간에는 유아 전체가 생활주제와 관련된 동화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동극을 공연할 수 있

고, 동극을 준비하는 과정은 대집단 활동뿐만 아니라 음률, 언어, 수조작, 조형놀이, 쌓기놀이 등

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과 여러 규모의 소집단으로 진행될 수 있다(변윤희, 현은자,

2004). 그러므로 통합교실에서 주제극놀이를 활용한 양질의 중재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발달

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의 증진을 돕고자 하는 시도는 의미있는 일

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교실에서 발달지체유아의 교육·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임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교실의 실질적인 요구와 필요에 부합하는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제시하여 발달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의 증진

을 도모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고안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은 통합교

실 담임교사에게 실질적인 지원 방법이 될 수 있으며 동일한 긍정적 효과를 발달지체유아와 일

반유아 모두에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통합교실에서 소집단으로 실시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은 발달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통합교실에서 소집단으로 실시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은 발달지체유아의 또래놀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구성

1. 분석대상

1) 프로그램의 개발

본 연구에서 연구자가 고안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은 이영자, 임춘금(2008)의 연구를 토

대로 하여 인천광역시 K유치원의 생활주제 교육계획안에 부합하도록 구성하였다. 모든 활동은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와의 긍정적인 놀이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소현과 박은혜

(2005)가 개발한 ‘장애유아 통합유치원 교육과정’과 교육과학기술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08)에서 개발한 ‘언어·인지·사회·정서 발달 지원 프로그램’, 보건복지가족부(2008)에서 개발한 

‘장애아 보육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을 참고하였다.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연구자는 만 4세 발달지체유아에게 적절한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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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고안하기 위하여 통합학급내 발달지체유아의 자유놀이를 관찰하였고 그 결과 또래와의 

놀이상호작용에 필요한 친사회적 행동 및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이 부족함을 알게 되었다. 이에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을 고찰하여 중재에서 다루어야 할 친사회적 행동 및 또래놀이행동 목록을 

결정하였고 관련 기술을 포함하는 활동을 고안하였다. 현장조사와 관찰, 문헌고찰을 통하여 연

구자는 아동도서를 이용한 30여 가지 예비활동계획안을 마련하고 발문, 모델링, 긍정적 강화, 피

드백 등의 직접 교수와 교사지도를 포함하는 중재 프로그램의 활동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그 후 

K유치원의 생활주제에 맞추어 활동계획을 다시 수정하여 현장 전문가 4인에게 안면타당도를 검

토받았다. 이어서 유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고, 전문가 검토와 예비실험 결

과를 토대로 중재프로그램을 한 번 더 수정·보완하였다.

2) 실험장소 및 기간

본 연구는 중재와 더불어 관찰자와 부모에게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놀이행동의 사전·사후 검

사를 실시하였고 중재기간동안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를 관찰하였다. 장소는 인천광역시 K유치

원의 통합교실에서 대부분 실시되었고, 2012년 9월부터 15주 동안 본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시

간은 오전 자유선택놀이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유치원 일정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진행하였다.

2. 중재프로그램의 예비 실시

본 연구의 중재에 앞서 동일한 조건의 통합교실에서 실험집단과 유사한 집단을 구성하여 4회

기의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6명으로 구성된 소집단에게 중재 프로그램의 활동모형에 따라 책

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주제환상극 놀이에 필요한 소품과 무대배경을 준비하여 동극을 

공연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하여 교사의 중재 역할과 환경구성이 적절한지 검토하였고 교사의 발

문과 진행에 어려움이 없는지, 또래의 모델링이 적절한지를 확인하였다.

3. 중재프로그램의 구성

1) 프로그램의 목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은 발달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부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중재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돕기, 나누기, 협동하기, 양보하기를 수행할 수 있는 친사회적 행동의 촉진이다. 담임교

사는 중재에 앞서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의도적으로 부족하게 준비하여 유아들이 서로 양보

해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였다. 일부러 물건을 책상 아래로 떨어뜨려서 발달지체유아가 줍도록 

유도하고, 가위나 풀을 순서대로 이용하게 하거나, 극놀이 소품을 양보해야 하는 환경을 제공하

였다. 아울러, 담임교사는 직접교수와 또래 모델링을 이용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지도하였다. 중

재 이후에도 일과 가운데 중재에서 교수하였던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에 언어적으로 

강화해주거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발달지체유아를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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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놀이를 방해하고 놀이가 단절되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지양하는 또래놀이행동의 향상이다.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

작용의 목표는 다섯 가지로 또래사이의 갈등을 돕고, 또래의 행동을 예의바르게 지시해주며, 이

야기를 만들어가며 놀이할 수 있고, 창의적인 놀이를 지속하며 고집을 부리지 않고 융통성 있게 

놀이하는 것이다. 또래놀이행동에서 지양해야 하는 놀이방해와 놀이단절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섯 가지로 친구의 놀잇감을 빼앗거나, 언어적 비난을 하지 않고, 울거나, 징징거리거나 

화를 내지 않으며, 교사에게 고자질을 하지 않는 행동과 자연스럽게 친구들의 놀이에 참여하는 

놀이시작행동이다. 또래놀이행동은 놀이상호작용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행동이 자주 발생하는 것

을 도모하고, 또래와의 놀이를 방해하거나 단절시키는 부정적인 놀이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목표

를 두었다.

2) 주제환상극 놀이 도서선정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도서는 K유치원의 생활주제 추천도서목록 가운데 

중재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에 가장 적합한 도서를 선정하였다. 9월에는 생활주제인 ‘우리 문화’

의 추천도서인 「딸랑새」를, 10월에는 ‘식물과 자연’의 추천도서인 「커다란 순무」를, 11월에

는 ‘배려와 나눔’의 추천도서인 「무지개 물고기」와 「장갑」을 선정하였다.

3) 프로그램의 활동모형 및 계획

중재프로그램은 도서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야기 내용을 파악하고, 이

야기 나누기를 반복하여 이야기의 갈등구조를 이해한 후에, 협동 작업을 통하여 극놀이를 위한 

무대배경과 소품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극놀이를 연습하면서 소집단 유아들이 서로 역할을 바

꾸어 다양한 갈등상황을 경험하게 하거나, 대집단 시간에 학급전체를 대상으로 동극을 공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다음의 <표 1>는 총 21회기로 진행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 계획으

로 목표기술과 목표행동을 요약하여 영역별 활동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딸랑새」의 주제환상

극 놀이의 경우,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나 손인형극 놀이, 무대배경을 위한 협동그림 그리기 등

의 회기는 6명의 소집단으로 진행되어 각각의 영역에서 발달지체유아가 또래유아를 관찰하고 

모방할 수 있도록 중재하였다. 반면 신문으로 호랑이꼬리를 만들어 딸랑새 역할을 하는 술래가 

방울을 달고 신문지를 떼어내는 게임 활동의 경우에는 강당에서 학급전체 대집단 활동으로 서

로 놀이공간을 양보하면서 질서있게 정해진 규칙을 지키도록 중재하였다. 마지막으로 동극을 공

연하는 회기에는 오전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학급전체를 대상으로 먼저 연구참여유아들이 공연

을 하였고 후속이야기 나누기활동을 하면서 나머지 유아들도 역할을 바꾸어 동극을 공연하도록 

하였다. 담임교사는 발달지체유아가 다른 유아들의 동극을 감상하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4) 교사의 역할

중재에 앞서 중재를 실시할 통합학급의 담임교사에게 교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담임교사는 3년

제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였으며, 3년간의 통합교실 담임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본실

험 전에 중재프로그램의 목적과 각 회기의 목표기술을 숙지시키고, 주제환상극 활동의 모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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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회
기

목표기술 목표행동 활동
유형

내용

딸
랑
새

1 돕기
놀이상호작용

•친구의 도움요청에 적절한
행동을 시작한다.
•창의적으로 놀이를 지속한
다.

이야기
나누기

유아들에게 표정이 그려진
막대인형을 나눠주고 갈등상
황에 적합한 표정을 이해한
다.

2
협동하기
놀이방해․
단절지양

•친구와 협력하여 극놀이소
품을 준비한다.
•친구에게 언어적인 비난을
하지 않는다.

조형
활동

유아들에게 표정카드가 붙여
진 모자를 보여주고 상황에
맞는 표정을 알아맞힌다.

3 양보하기
놀이상호작용

•서로 양보하여 게임한다.
•갈등상황을 돕는다.

이야기
나누기

표정막대를 보고 언제 유사
한 기분이 들었는지,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말한다.

4 양보하기
놀이상호작용

•차례를 지키며 게임한다.
•예의바르게 이야기한다.

게임 주사위의 표정을 설명하고
갈등상황을 이해한다.

5
나누기
놀이방해․
단절지양

•손인형을 나눠 쓴다.
•친구의 물건을 빼앗지 않는
다.

손인형
극놀이

손인형을 나누어 이용하면서
대사를 연습한다.

6
양보하기
놀이방해․
단절지양

•놀이공간을 양보한다.
•고자질하지 않는다. 게임

신문으로 호랑이꼬리를 만들
어 달고, 딸랑새 역할의 술
래가 신문지꼬리를 잡으러
다닌다.

7

협동하기
양보하기
놀이방해․
단절지양

•협동하며 배경그림을 완성
한다.
•꾸미기 재료를 양보한다.
•징징거리지 않는다.

조형
활동

꾸미기 재료를 모자라게 준
비하여 서로 나누어 쓰도록
지도한다.

8
협동하기

놀이상호작용
•협동하여 동극을 한다.
•고집부리지 않는다.

동극
공연

그동안의 활동을 상기하면서
동극을 공연한다.

커
다
란

순
무

9
돕기

놀이방해․
단절지양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다.
•친구의 놀이에 참여한다.

이야기
나누기

친구의 부탁을 들어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이야기
를 나눈다.

10
나누기

놀이상호작용

•막대인형을 친구에게 빌려
주고 나누어 쓴다.
•이야기를 만들어가며 놀이
한다.

인형극
놀이

친구들이 만든 막대인형을
서로 빌려주면서 인형극 놀
이를 한다.

11
나누기

놀이상호작용

•무를 요리하여 나누어 먹는
다.
•예의바르게 친구의 행동을
지시한다.

요리
활동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로
꼬치를 만들어 친구와 나누
어 먹는다.

12 돕기
놀이상호작용

•친구를 도우며 배경 그림을
완성한다.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조형
활동

무와 여러 가지 야채의 단
면으로 찍기 활동을 하여
배경 그림을 완성한다.

13
협동하기

놀이상호작용

•친구와 의견을 나누며 극놀
이를 준비한다.
•협동하여 공연한다.
•창의적으로 놀이한다.

동극
공연

준비된 극놀이소품을 이용하
여 동극을 공연한다.

따른 도입 - 전개 - 평가 - 사후활동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발문의 의도 등을 교육하였다. 또한 

중재 이외에도 일과에서 발달지체유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목표기술을 수행했을 경우, 언어적 

강화를 줄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매회기 중재 후에는 연구자와 담임교사가 중재내용을 반

성적으로 평가하였고 다음 회기에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의논하였다.

<표 1>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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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지
개

물
고
기

14
나누기

놀이상호작용

•자기 물건을 친구들과 나누
어 사용한다.
•친구의갈등상황을 돕는다.

이야기
나누기
게임

친구의 장점을 칭찬하면서
친구에게 하트 스티커를 붙
여 준다.

15
양보하기
놀이방해․
단절지양

•양보하고 돕는다.
•물건을 함께 나눠쓴다.

조형
활동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극놀
이배역과 대사를 정하고 배
역목걸이를 만든다.

16
협동하기
놀이방해․
단절지양

•친구와 협력하여 극놀이 무
대 배경을 준비한다.
•친구에게 언어적인 비난을
하지 않는다

조형
활동

극놀이의 배경그림을 협동하
여 완성한다.

17
협동하기
놀이방해․
단절지양

•친구와 협동하는 기술을익
힌다.
•친구에게 화내지 않는다.

동극
공연

준비된 극놀이 소품을 이용
하여 동극을 공연한다.

장
갑

18
돕기

놀이상호작용
•친구의 부탁을 들어준다.•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이야기
나누기
게임

동물 모자를 쓰고 친구를
찾아다니며 추운 친구는 안
아주고 더운 친구에게는 부
채질을 해준다.

19
나누기
놀이방해․
단절지양

•친구들과 물건을 나누어 극
놀이 소품을 만든다.
•친구의 놀이에 참여한다.

이야기
나누기

극놀이 배역을 결정하고 등
장인물의 대사를 연습한다.

20
협동하기
놀이방해․
단절지양

•친구와 협력하여 극놀이 소
품을 만든다.
•고자질을 하지 않는다.

조형
활동

등장인물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커다란 장갑을 만들고
서로 협동하여 꾸민다.

21 양보하기
놀이상호작용

•서로 양보하며 공연한다.
•창의적으로 놀이한다.

동극
공연

친구들과 서로 협동하면서
동극을 공연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은 인천광역시 K유치원에 통합되어 있는 만 4세의 발달지체유아 3

명과 같은 교실에서 생활하는 또래유아 3명이었다. 발달지체유아 3명은 또래와 적절한 상호작용

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주로 혼자 놀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유아들이었다. 발달지체유아 선정

기준은 전문가로부터 발달지체로 진단 받은 유아, 교사에 의해 또래와의 사회적 놀이가 부족하

다고 판단된 유아, 부모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 교육기관의 출석이 양호한 유아였다. 발달

지체유아의 평가는 영유아 언어, 인지, 사회·정서 발달평가도구(교육과학기술부, 2008)를 이용하

였으며 다음의 <표 2>에서 연구에 참여한 발달지체유아 A, B, C의 발달평가 결과를 나타내었

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는 또래유아는 교사추천으로 선정된 일반 유아들로 구성하되, 참여유

아를 명확하게 선정하지는 않았다. 주제환상극에 관심을 보이는 일반 유아들이 극놀이에 자연스

럽게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가급적 추천된 또래유아가 놀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통

합교실이 가지는 우발적 상호작용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또래유아의 자발적 모델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이었다.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유아는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며 시

범을 보고 모방이 가능한 유아, 또래와 빈번하고 적절한 사회적 관계를 보이는 유아, 긍정적 또

래놀이행동이 많이 관찰되는 유아, 교육기관 출석이 양호한 유아였다.



통합교실에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이 발달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성심·신혜영 

- 221 -

<표 2> 발달지체유아의 발달평가 결과

연구참여

발달지체유아
성별 월령

발달영역
총점

항목 언어 인지 사회·정서

A 남
63

개월

원점수 6 8 6 20

표준점수 82.28 91.21 90.38 87.17

백분위 18.92 35.14 31.76 25.68

B 여
58

개월

원점수 5 5 4 14

표준점수 74.16 86.17 77.69 77.69

백분위 8.97 27.56 10.90 9.62

C 남
62

개월

원점수 6 6 4 16

표준점수 82.28 81.97 80.66 79.82

백분위 18.92 21.62 16.89 12.16

2. 연구도구

1) 친사회적 행동

본 연구에서는 다각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 전후에 관찰자와 발달지체

유아의 부모에게 김영옥(2003)의 친사회적 행동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친사회적 행동을 평정하도

록 하였고,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이 중재기간동안 친사회적 행동의 표적행동 빈도를 관찰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원은 등원후 자유놀이시간과 점심식사후의 자유놀이시간 동안에 놀이를 방해

하지 않는 곳에서 발달지체유아의 놀이를 관찰하였다. 친사회적 행동 관찰목록의 16가지 표적행

동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의 <표 3>와 같았다.

<표 3> 친사회적 행동 관찰목록의 하위범주 및 조작적 정의

기술 하위범주 표적 행동의 조작적 정의

친사회적

행동

돕기

바닥에 떨어진 친구 물건을 주워 주기

다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돕기

만들기 활동에서 어려워하는 친구 돕기

자발적으로 치우기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도와주기

나누기

가지고 놀던 놀잇감 나누기

다른 유아와 함께 물건 사용하기

놀잇감과 시설물을 차례대로 사용하기

협동하기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기

놀이참여 권유하기

친구와 함께 협력하여 공동으로 작업하기

정리정돈에 협조하기

교사의 지시사항에 따르기(양치질하기, 줄서기, 정리하기, 바른 자세로

앉기, 뛰지 않기 등)

양보하기

친구에게 자리 양보하기

친구에게 놀잇감 양보하기

순서 양보하기(물 마실 때, 손 닦을 때, 화장실 이용할 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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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발달지체유아의 놀이는 동영상으로 녹화하였고, 행동관찰 목록표를 이용하여 부분간격기

록법으로 기록하였다. 각 회기마다 유아 1인당 관찰시간은 10분으로, 놀이를 시작하고 5분가량

이 지나 놀이가 안정되었을 때부터 표적 행동의 빈도를 측정하였다. 각 회기 당 관찰시간 10분

을 30초 간격으로 나누어 20초 동안 관찰, 10초 동안 기록하여 매 회기마다 총 20번을 관찰하였

다. 유아 1인당 총 관찰 회기는 총 29회기로 기초선 8회기, 중재 21회기이며 1인당 촬영된 동영

상은 총 290분이고 유아 1명의 총 관찰 횟수는 5,800회이다.

2) 또래놀이행동

본 연구에서는 발달지체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찰자와 발달지체유아의 부

모가 중재의 사전과 사후에 발달지체유아의 자유놀이상황을 관찰하게 한 후 또래놀이행동을 평

정하도록 하였다. 또래놀이행동은 Fantuzzo와 동료들(1998)이 제작한 PIPPS(Pen Interactive

Peer Play Scale)를 국내 아동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최혜영, 신혜영

(2011)의 또래놀이행동 척도 32문항을 사용하였다.

3) 기타

연구기간동안 연구자는 예비조사기간부터 연구에 참여하는 발달지체유아들을 관찰하여 일화

를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현장노트를 만들어 발달지체유아의 행동변화를 자세히 기

록하였고, 중재효과분석에 현장노트의 일화기록을 사용하였다.

3. 프로그램 효과 검증의 절차

1) 사전·사후 검사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관찰자와 발달지체유아의 부모에게 발달지체유아에 대한 친사회적 행

동 및 또래놀이행동 평정를 실시하였다. 21회기의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 중재를 종료한 후

에는 사전 검사과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관찰자와 부모에게 사후 검사를 실시

하였다. 단, 동일한 반복 측정으로 인한 연습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사후 평정에서는 측정도구의 

문항을 사전 검사와 다르게 무선 배치하였다.

2) 기초선 단계

첫 번째 기초선(A1)은 중재 이전에 2주 동안 발달지체유아의 자유놀이를 4회 연속적으로 관

찰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표적행동 빈도를 측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보조원과 함께 발달지체유

아의 놀이를 관찰하였으며, 모든 놀이상황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여 녹화하였다. 반전 기초

선(A2)는 「딸랑새」와 「커다란 순무」를 이용한 중재가 끝나고 2주간 4회에 걸쳐 첫 번째 기

초선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3) 중재 단계

중재는 통합교실에서 오전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10시부터 약 20분 동안 담임교사가 진행하였

다. 중재의 대부분은 교실에서 중재에 포함된 다양한 활동내용에 맞게 역할놀이영역 및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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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작, 쌓기놀이, 조형놀이영역에서 소집단으로 실시되었다. 동극 공연의 경우는 대집단 활동에

서 통합교실의 모든 유아가 참여하였다. 중재기간동안 친사회적 행동빈도 관찰은 기초선 기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일정은 다음의 <표 4>과 같았다.

<표 4> 연구일정 

연구절차 연구내용 연구기간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통합교실 관찰, 예비조사 및 관련문서 수집
담임교사 및 원장 인터뷰

5-6월

주제환상극 놀이 도서 선정
친사회적 행동, 또래놀이행동의 목표기술 결정
친사회적 행동 관찰의 표적행동목록 결정

7월

연구참여유아 선정 및 부모의 서면 동의
중재프로그램 수정․보완 및 예비 실험
안면타당도 검토, 교사 훈련
연구보조원의 관찰 훈련

8월 1, 2, 3, 4주

본실험

사전검사 관찰자, 부모
친사회적 행동

8월 5주
또래놀이행동

중재
ABAB

기초선(A1) 자유선택 놀이관찰 4회기 8월 5주 ~ 9월 1주

중재(B1)
딸랑새 8회기
커다란 순무 5회기

9월 2, 3, 4주
10월 1, 2, 3주

반전(A2) 자유선택 놀이관찰 4회기 10월 4, 5주

중재(B2)
무지개 물고기 4회기
장갑 4회기

11월 1, 2주
11월 3, 4주

사후검사 관찰자, 부모
친사회적 행동

12월 1주
또래놀이행동

4) 관찰자 및 연구보조원 훈련

본 연구에서는 중재 전후에 관찰자와 발달지체유아의 부모에게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놀이행

동 평정을 실시하였다. 관찰자는 4년의 유아교육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재이전에 연구

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고, 선입견 없이 발달지체유아의 자유놀이를 관찰하여 친사회적 행

동과 또래놀이행동을 평정하도록 훈련하였다. 관찰자는 점심시간의 자유놀이시간과 오후실외자

유놀이시간에 발달지체유아를 관찰하여 평정하였다. 부모의 경우는 유치원에서 매월 실시하는 

부모교육시간을 이용하여 사전검사의 평가내용과 관찰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평정에 있어 

편견이 최대한 배제되도록 교육하였다. 발달지체유아의 부모는 실험전과 실험후에 부모교육 후 

이어지는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유치원에서 자녀와 또래유아가 놀이하는 상황을 관찰하여 평정

하도록 하였다. 평정을 위한 놀이관찰시간은 대략 한 시간 정도이었다.

다음으로 친사회적 행동의 관찰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 외 아동가족전공의 석사

과정 연구보조원이 동시에 발달지체유아의 자유놀이상황을 관찰하여 관찰목록표에 표적행동의 

빈도를 기록하였다. 연구보조원은 본 실험 관찰이 시작되기 전에 예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관찰 

결과가 연구자와 100% 일치될 때까지 반복하여 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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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먼저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을 통한 발달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놀이행동의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척도별로 가능한 최대점수 범위

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척도의 4점 항목 ‘매우 그렇다’를 더한 합계를 기준으로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를 원점수와 함께 막대그래프로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을 

통한 발달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하위요인별 표적행동의 빈도

를 부분간격기록법으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결과는 꺾은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기초선과 

중재기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일화기록을 통하여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놀

이행동의 구체적인 변화를 알아보았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단일대상 ABAB형식의 반전실험연구로 고안되었으며, 발달지체유아와 일반유아로 

구성된 6명의 소집단을 대상으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발달지체유아의 친사회

적 행동과 또래놀이행동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실험의 사전과 사후에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놀이

행동에 관한 평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막대그래프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또

한, 중재기간 동안 부분간격기록법을 사용하여 친사회적 행동의 표적행동빈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시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중재를 통한 발달지체유아의 행동변

화는 현장노트에 기록한 일화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친사회적행동과 또래놀이행동의 사전․사후 검사의 결과는 원점수와 함께 각 척도의 4

점 항목 ‘매우 그렇다’를 모두 더한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를 막대그래프

로 나타내었다. 42문항으로 구성된 친사회적 행동 평가는 168점을 100%로 환산하였고, 또래놀

이행동 평가는 32문항 128점을 100%로 환산하여 각각의 변화를 막대 그래프와 표로 비교하였

다. 또래놀이행동 평정의 하위척도 중 놀이단절, 놀이방해요인은 평정결과를 역산하여 합산하였

다. 친사회적 행동의 관찰 목록을 이용한 표적행동 발생빈도의 관찰 결과는 발달지체유아 각각

의 측정 빈도와 빈도 평균을 하위요인별로 표와 꺾은선 그래프로 분석하였다.

먼저 사전․사후 검사의 측정 결과를 보면 발달지체유아A의 경우가 가장 가시적이며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사후검사 결과에서 부모가 감지한 변화보다 관찰자의 측정결과가 이 

훨씬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이는 발달지체유아A가 중재이후 또래와의 마찰이 감소하고 교사의 

지시에 협조하며 놀이지속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표 5>와 <표 6>은 발

달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놀이행동의 사전․사후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원점수와 백분

율 환산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사전․사후 평정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다음의 [그림 1],

[그림 2]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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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발달지체유아의 사전·사후 평정결과 원점수

척도

A B C

친사회적

행동

또래

놀이행동

친사회적

행동

또래

놀이행동
친사회적 행동

또래

놀이행동

평가자 관찰자 부모 관찰자 부모 관찰자 부모 관찰자 부모 관찰자 부모 관찰자 부모

사전 70 107 67 71 89 124 67 69 72 132 61 99

사후 101 116 100 80 113 140 90 88 87 139 71 112

<표 6> 발달지체유아의 사전·사후 평정결과 백분율

척도

A B C

친사회적

행동

또래

놀이행동

친사회적

행동

또래

놀이행동

친사회적

행동

또래

놀이행동

평가자 관찰자 부모 관찰자 부모 관찰자 부모 관찰자 부모 관찰자 부모 관찰자 부모

사전 42 64 52 55 53 74 52 54 43 79 48 77

사후 60 69 78 63 67 83 70 69 52 83 55 88

[그림 1] 친사회적 행동 및 또래놀이행동 사전·사후 평정결과

발달지체유아 B의 경우도 사전․사후 검사 결과, 관찰자와 부모 모두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

놀이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발달지체유아 C의 경우는 기초선 관찰 동안,

주로 혼자 있거나 병행놀이가 관찰되었고 언어발달이 많이 지체되어 또래와의 의사소통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교사의 지시와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중재를 통하여 친사회적 행동이 

다소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지체유아 C의 경우 관찰자와 부모의 측정결과의 

차이가 가장 심하게 나타났는데, 발달지체유아 C의 부모는 발달지체유아A와 B에 비하여 사전

검사에서 대부분의 문항에 자녀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지 않았다.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0권 제2호

- 226 -

[그림 2] 친사회적 행동 및 또래놀이행동 평정결과의 백분율 환산

다음으로 발달지체유아의 기초선과 중재기간동안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찰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았다.

<표 7> 발달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의 평균발생 빈도

기초선(A1) 중재(B1) 기초선(A2) 중재(B2)

돕기 0.00 0.97 0.17 0.50

나누기 0.08 1.31 0.67 1.67

협동하기 0.83 7.54 3.00 10.8

양보하기 0.00 0.28 0.25 0.42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요인 나누기, 협동하기, 양보하기의 행동이 

첫 번째 중재기간(B1)보다 두 번째 중재기간(B2)에 다소 향상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초선(A1)

측정기간에는 돕기, 양보하기의 표적행동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나 중재가 진행되면서 자발적

으로 치우기, 친구의 도움요청에 돕기, 놀잇감 양보하기 등의 표적행동이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발달지체유아의 협동하기 항목의 표적행동 관찰 결과 역시, 기초선(A1) 관찰기간 동안에는 평균 

1회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중재가 시작되면서 또래와 함께 놀이하기 행동이 현저하게 늘어났

으며, 친구에게 놀이참여 권유하기, 정리정돈에 협조하기, 교사의 지시사항 따르기 등의 표적행

동이 관찰되어 중재(B2) 기간에는 평균 10.80회가 측정되었다. 전반적으로 중재를 통해 친사회

적 행동의 빈도는 발달지체유아 모두가 증가하였지만, 회기마다 증감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이는 중재가 실시되는 시기 중에 추석연휴가 있어서 환경 변화에 대한 발달지체유아의 심리적 

변화를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그림3], [그림 4], [그림 5], [그림 6]은 친

사회적 행동 관찰결과를 하위요인별로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친사회적 행동의 관찰결

과, 협동하기 표적행동이 실험기간동안 가장 많이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돕기 행동의 변화를 보면, 발달지체유아 모두가 중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또

래를 관찰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발달치체유아 

A는 기초선관찰 기간동안에 쌓기놀이영역에서 또래남아들과 블록으로 만들기를 하는 병행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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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로 하였다. 그러나 중재가 진행되면서 A는 옆에 앉아 있는 친구에게 “야, 줘 봐, 내가 만

들어 줄께” 하면서 자발적으로 돕는 행동이 관찰되었다.

[그림 3] 친사회적 행동 목록의 돕기 행동

나누기 행동의 변화를 보면, 기초선 관찰에서 발달치체유아 모두 자신의 놀잇감을 나누어 쓰

지 않아 또래와 놀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중재기간 동안에는 자발적으로 자신

의 놀잇감이나 조형재료를 나누어 쓰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특히 발달지체유아 B의 경우, 기초

선관찰에서 주로 조형놀이영역에서 또래여아들과 만들기 활동을 하면서 재료를 독점하는 경우

가 많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중재시작 이후에는 자신이 쓰고 있던 풀이나 가위, 테이프 등의 재

료를 옆의 친구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림 4] 친사회적 행동 목록의 나누기 행동 

협동하기 표적행동은 실험기간동안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발달지체유아 

B의 경우가 협동하기 표적행동빈도가 가장 많이 증가하여 반전기초선 기간동안 평균 2.5회이던 

나누기 행동이 두 번째 중재기간동안에는 평균 14.60회가 측정되었다. B는 친구들의 병원놀이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청진기를 건네면서 자연스럽게 놀이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놀이가 끝난 후에

는 자발적으로 놀이영역을 정리하였다. 발달지체유아 A의 경우에도 중재 후반부에 본인이 만든 

블록을 친구가 쓰러뜨려도 화내지 않고 신속하게 다시 만들었고, 교사의 지시에 위험한 행동을 

즉각 멈추었다. 발달지체유아 C의 경우에도 쌓기놀이영역에서 친구와 블록을 나누어 쓰는 모습

이 종종 관찰되었으며, 친구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커다란 총을 협동하여 함께 만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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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친사회적 행동 목록의 협동하기 행동

양보하기 행동의 관찰결과, 기초선 관찰에서 발달지체유아 모두는 양보하기 행동이 전혀 나타

나지 않았으나, 중재가 시작되면서 자신의 놀잇감을 친구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함께 놀이하기

를 원하는 친구에게 자리를 비켜주며 놀이공간을 양보하거나, 손을 씻고 물을 마실 때 친구에서 

순서를 양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림 6] 친사회적 행동 목록의 양보하기 행동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통합교실에서 어려움을 겪는 담임교사를 위하여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발달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의 증

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3명의 발달지체유아와 일반또래유아로 구성된 소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제환상극 놀이프로그램의 중재 결과 첫째, 통합교실에서 소집단으로 

실시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은 발달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사후 평정점수에서 관찰자

와 부모 모두에게서 사전점수보다 긍정적인 변화의 경향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 

관찰에서도 중재기간동안 표적행동의 빈도가 증가되었다. 둘째, 통합교실에서 소집단으로 실시

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은 발달지체유아의 또래놀이행동 사후 평정점수에서 관찰자와 부

모 모두에게서 사전점수보다 긍정적인 변화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은 

증진되었고,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과 같은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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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근거하여 연구결과와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을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의 또래 모델링을 통하여 발달지체유아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지도하는 것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지체유아가 일반유아와 함께 활동하는 집단

에서 사회적 기술이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지연, 최윤희, 2009; 배성현, 이병인, 2006;

서경신 등, 2009; 조숙경, 2006; Guralnick & Weinhouse, 1984)와 일치하며, 동화나 인형극, 미술

활동, 신체표현활동, 게임 등의 일반유아를 포함한 소집단 활동이 발달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

동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김미경, 천현주, 2005; 최세민, 2008; Kohler et al., 2007)와도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주제환상극 놀이가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의 대상이 주

로 일반유아임을 감안할 때, 발달지체유아를 대상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유아를 포함한 소집단 주제환상극 놀이

를 통하여 발달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향상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발달지체유아는 일반유

아와 함께 이야기 나누기, 소품 및 배경꾸미기 등의 조형 활동과 간단한 게임 등을 수행하면서 

또래 모델링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사회적 행동을 습득할 수 있었다. 특히, 발달지체유아 C의 경

우에는 기초선A(1) 기간동안 또래와 대화하는 경우가 거의 관찰되지 않았으나, 중재가 시작되고 

9월 20일자 현장노트 관찰기록에서는 병행놀이를 하던 또래가 쌓기놀이영역에서 양치질을 하느

라 자리를 떠날 때 ‘니꺼 지켜줄까?’ 라고 먼저 말을 건네며 호의를 베푸는 친사회적 행동이 관

찰되었다.

둘째, 주제환상극 놀이에서 교사의 지도와 또래 모델링을 통하여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지도

하는 것은 효과적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발달지체유아의 자유놀이 관찰결과, 기초선A(1) 기간동

안에는 주로 혼자 놀이하거나 이유 없이 친구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놀이를 

주도하는 행동이 자주 관찰되었다. 그러나 중재가 시작되면서 친구와 함께 놀이하려는 시도가 

증가되고 또래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언어로 전달하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중재 후기에는 친구의 도움 요청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모습도 관찰되었고, 친구에

게 먼저 놀이를 권유하기도 하며 놀잇감을 양보하면서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가 기초선 단계에 

비해 많이 증가되었다. 동시에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이 증가되고 놀이단절, 놀이방해와 같은 

부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이 감소되었다. 발달지체유아 B의 경우, 예비조사기간인 6월 15일자 기록

에서는 또래의 놀잇감을 말없이 갑자기 빼앗고, 다른 놀이에 집중하고 있는 또래의 얼굴에 컵을 

갖다 대며 커피를 마시라고 하는 등, 갑작스럽게 놀이에 끼어들어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경우

가 많았다. 그러나 중재의 후반부인 11월 6일자 관찰기록에는 또래의 놀이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또래에게 놀잇감을 양보하면서 자연스럽게 놀이에 가입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발달지체유아 

B의 경우 중재 후반부에 또래와 함께 놀이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친구와 협동하는 모습도 비교

적 자주 관찰되었다. 이는 주제환상극 놀이를 통한 또래 모델링이 발달지체유아 B의 놀이행동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유아의 놀이행동 모델링이 발달지체유아의 놀이행

동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김두희, 채은희, 2008; 김호년, 도명애, 2012)와도 

일치한다.

셋째, 통합교육현장에 적용이 용이하고 수정과 보완이 손쉬운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은 통

합담임교사에게 실질적 자원이 될 수 있었다. 다른 일반유아에 비해 발달지체유아는 손이 많이 

가고,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빈도가 높고 의사소통능력이 낮기 때문에, 담임교사에게 부담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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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임을 부정할 수 없다. 대다수 통합교실 담임교사들은 발달지체유아를 위한 특별한 교육․보

육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일반 교육․보육과정을 발달지체유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정하는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은 생활주제에 적합하고, 자유놀이시간이나 대·소집단 활동시간에 손쉽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제환상극 놀이는 통합교실에서 대집단 시간에 학급 전체를 대상

으로 실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집단이나 자유놀이시간에도 특별한 교구를 제작할 필요없이 

여러 영역에서 전개될 수 있다(변윤희, 현은자, 2004; 안경숙, 2011). 언어놀이영역에 동화책을 

배치하여 유아들이 스스로 책 내용에 익숙해지게 하거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조형

놀이영역에서는 극놀이에 필요한 소품을 만들며, 쌓기놀이영역에서는 동극 공연에 필요한 무대 

배경을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다. 또한 역할놀이영역에서는 극놀이나 손인형을 이용하여 동극을 

위한 대사를 연습할 수 있다. 이처럼 주제환상극에 참여하는 유아들은 통합교실의 모든 영역에

서 다양한 놀이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즉, 모든 놀이영역에서 진행되는 주제환상극 놀이 중재

는 발달지체유아에게 여러 상황에서 적절한 또래 모델링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의 중

재가 진행되었던 K유치원의 통합교실에서도 소집단 단위의 주제환상극 관련 놀이 활동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진행되었고, 대집단 시간에 동극을 공연하면서 발달지체유아가 다양한 형태의 놀

이상황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은 교사가 통합교실에서 활용

하기가 수월하며, 일반교육․보육과정과 일과를 활용하여 중재할 수 있다. 또한 발달지체유아뿐 

아니라 일반유아에게도 동일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에 통합교실에 적합한 놀이 프로

그램이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도 중재를 실시한 연구과정을 통해 몇 가지의 논의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먼저,

주제환상극 놀이를 통하여 발달지체유아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긍정적 태도는 발달지체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할 수 있었다. 이는 교사의 태도가 장애유아의 통합교육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Aguiar, Moiteiro, & Pimentel, 2010), 그리고 교사의 긍정

적 태도가 통합교실에서 장애 및 비장애유아의 발달 및 교육적 잠재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Bruns & Mogharreban, 2007; Purcell, Horn, & Palmer, 2007)와도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에서

는 공격적 성향이 높은 발달지체유아 A의 경우에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격

적 과잉행동 특성을 지닌 아동에 대한 담임교사의 허용적인 태도와 친밀한 관계가 긍정적 친사

회적 행동을 더 많이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이경님, 부예숙, 2013; 이기현, 2007)와도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했던 발달지체유아는 모두 부정적 피드백이 축적되어 교사

와 또래에게 문제아로서 낙인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재가 시작된 후 교사의 지속적 발문

으로 발달지체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우호적인 또래들이 모델

링이 되어 모방학습의 기회도 늘어나게 되었다. 더욱이 석 달 동안의 주제환상극 놀이에서 연이

어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면서 발달지체유아는 학급의 구성원으로서 평등하게 받아들여지는 사

회적 통합을 경험하게 되었다. 게다가 연구기간 동안 담임교사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는 정서적

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을 통한 교사의 긍정

적인 피드백, 언어적인 강화는 발달지체유아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발달지체유아의 행동 변화

는 교사, 부모 및 또래에게 긍정적 강화를 얻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하였다.

한편 이 연구에서 중재프로그램 성과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담임교사의 통합의지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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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및 원장의 지원이었다. 담임교사와 원장의 적극적인 통합의지와 함께 지역 교육청과 국가 

수준의 통합지원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일환으로는 통합

교실이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수업을 위한 통합담임교사 연수, 교사 교육,

특수교육지원청의 교육과정 지원, 통합행정체계와 구체적인 행정 지침도 필요하다. 현재 어린이

집의 경우는 지역별로 보육지원센터에서 장애영유아 순회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통합환경을 지원

하고 있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예산과 순회교사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지역

사회자원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희망유아교육사 사업’의 희망교육사 프로그램

이나  ‘두런두런(Do Run Do Run)’사업과 같이 지역내 자원활동가를 발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유아의 특성상 부분통합보다는 완전통합으로 전 일과를 통합

하여 일반유아와 상호교류하는 것이 발달지체유아에게 더욱 효과적이므로(김성애, 2007) 인턴쉽,

관련전공학생의 실습, 공익근무요원 등의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완전통합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

다. 특히 「장애인 등에 관한 차별금지법」(2008)의 단계별 적용으로 점차 의무적인 장애아 통

합교육이 실시되어 현장에서는 모든 교사가 통합교실에서 운영 가능한 교육․보육과정을 제공

받고 통합학급 운영을 위한 직무능력을 상비하여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완전통합교실의 효과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통합교실에서의 성공적인 중재를 위해서는 부모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

하다. 본 연구의 발달지체유아의 부모는 대체로 자녀의 발달지체를 간과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단지 좀 늦을 뿐이지 나중에 크면 괜찮아진다는 생각과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여기

는 부모의 태도는 기초선 단계의 기록 수집과 일화기록, 사전 검사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관

찰자와 평정 결과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통합현장에서는 부모와 교사의 일관된 교육 방

향과 동일한 교육태도가 발달지체유아의 중재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부

모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서는 자녀의 정확한 진단, 발달지체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진단 체계의 

확립 방안과 부모교육, 부모상담, 통합현장에 부모(보호자)의 참여를 유도할 방안, 유아특수교육

대상자의 범위 규정,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원스톱 서비스 장소 등의 제도적 장치와 지원이 필

요하다(백유순, 2008; 장영실, 2009).

다음은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토대로 하여 후속연구와 중재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앞서 논의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발달지체유아를 위한 통합교육과정과 담임교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고안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이 발달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의 증가와 부정적인 놀이

단절, 놀이방해 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얻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완전통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담임교사를 위한 구체적 통합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

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생활주제 추천도서를 이용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

에 관한 후속연구도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3개월의 실험기간을 통하여 주

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 중재의 효과를 알아보았으나, 이후에는 학기별, 연령별 장기적 프로그

램의 개발과 그 효과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아동의 외현화 행동이 내면

화 행동보다 더 빨리 변화되며, 내면화 행동은 지속적으로 중재하여야 긍정적인 변화가 명확하

게 관찰되므로(이지예, 김은경, 2009), 발달지체유아를 대상으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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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중재를 시행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하겠다. 아쉽게도 본 연구는 두 번째 중

재(B2)를 마치고 12월에 접어들면서, 연구가 진행된 K유치원의 학기말 행사 준비와 맞물려 자

유놀이시간이 줄어들고 교사의 업무가 과다해지면서 추후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

에서는 중재일정을 통합현장 상황과 적절히 조율하여 프로그램의 중재 지속효과를 알아보는 노

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만4세의 발달지체유아 3명을 대상으로 중재프

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중재프로그램의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아

를 대상으로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연령과 규모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주제환상극 놀이를 적용해보는 연구도 요청된다. 아울러 연구의 객관적인 검

사방법과 다각적인 평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중재에 관한 높은 기대심리가 사전·사후 검사

를 실시할 때 평정자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경우는 

발달이 지체된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으나, 별다른 지원을 못해주고 있던 터라 중재 프로그

램에 거는 기대가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사후 평정에 실제보다 과장되게 자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연구에는 이점에 유의하여 

객관적인 평정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이 발달지체

유아와 함께 연구에 참여하는 일반또래유아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보는 연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지체유아의 행동 변화에만 치중하여 일반유아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소집단에 참여하는 일반유아의 

행동 변화에 따른 발달지체유아의 사회적 행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은 통합교실에서 교사의 적극적 중재와 또래

유아들 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여 발달지체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키고 또

래놀이행동의 질을 향상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함으로써 주제환상극 놀이 프로그램이 

통합교실에서의 중재와 통합교육․보육과정으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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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enhancing the prosocial behaviors and the positive peer play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Thre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and three

students without developmental delays who were 4-year-old students in an inclusive classroom were

selected. Their homeroom teacher carried out the program with a small group of 6 children totaling

21 sessions over 3 month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both

the observer and the parents' test after the program showed that the small group made positive

changes on prosocial behaviors. In addition the frequency of target behaviors increased during the

intervention. Second, the result of both the observer and the parents' test after the program showed

that positive peer play interaction increased in the small group. Moreover the negative peer play

interaction such as play disturbance and play isolation decreased. In conclusion, the thematic fantasy

play program is useful for an inclusive classroom, and can be a concrete method to support inclusive

education and childcare.

▶ Key Words :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thematic fantasy play, prosocial

behaviors, peer play inter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