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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희․이소 . 반응  의사소통 략을 심으로 한 어머니훈련이 발달지체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

작용에 미치는 향. 언어청각장애연구, 2006, 제11권, 제2호, 122-144. 부모와 유아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은 유아의 발달에 많은 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어머니와 발달지체 유아

와의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하여 어머니의 민감성(sensitivity), 반응성(responsiveness), 상

호성(reciprocity) 증진을 목표로 한 반응  의사소통 략을 훈련하 다. 어머니훈련의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상자간 다간헐 기 선 설계를 사용하 으며, 가정에서 일상 으로 이루어

지는 놀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찰하 다. 연구 결과, 어머니훈련을 통해 어머니와 

발달지체 유아의 상호작용 발생률이 증가하 고 재 종료 4주 후에도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

과를 토 로 상호성을 강조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발달지체 유아의 조기 재 시 부모 

지원을 한 상호작용 로그램의 필요성을 논의하 다.

핵심어: 발달지체 유아, 상호작용, 반응  의사소통

 

Ⅰ. 연구의 필요성  목

유아들은 성인이나 래,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한다(김수진, 2005; 원종례, 

2005; 이소  역, 2003; McWilliam & Bailey, 1992). 다양한 상호작용의 경험이 발달에 미치는 요성

을 고려할 때 유아 기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은 오랫동안 다양한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이원 , 

1983; 정진선·문미란, 2005; 조인경, 2004; Barnard & Kelly, 1990;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3; McCollum et al., 2001).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유아의 언어발달(민성혜, 1999; Messer, 1994; Owens, 2002; Robinson, 

2003; Warren, 2000)과 인지발달(민성혜, 1999; Coates & Lewis, 1984; Flavell, 1992)뿐만 아니라 정서 

 사회성 발달(Denham, Renwick & Holt, 1991; Kochanska, 1997) 등  역의 발달에 향을 미친다. 

이는 가정에서 이루어진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었다(Hart & Risley, 1995). 

상호작용이 시작되고 진행되기 해서는 한 사람의 시작행동과 이에 따르는 상 방의 반응행동

이 필요하다(박 정, 2004; McConnell et al., 1989). 유아와 성인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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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살펴보면 공통 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성인은 유아의 행동에 민감해야 

한다(박숙 ․최민숙, 2002; Lohaus et al., 2004). 둘째, 성인은 유아의 행동에 맞춰 하게 반응해야 

한다(김민화․곽 주, 2004; 이기숙․김희진․박은혜, 2004; Girolametto & Weitzman, 2002; Yoder, 

Warren & Steven, 2002). 셋째,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간의 상호성(reciprocity)을 발 시켜야 한다

(박은정․김희진, 2002; Gallucci & Perugini, 2003). 상호작용에 한 연구들이 민감성과 반응성, 상호

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이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발 시키는 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유아와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상 방의 시작행동에 반응하려고 상 방

이 표 하는 언어  행동뿐만이 아니라 비언어  행동까지도 민감하게 인식하여 수용할 수 있어야 한

다(김정연, 2001; 최윤희, 1996; Reinbartsen, 2000; Wilcox, Kouri & Caswell, 1990). 반응 (responsive)

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Yoder et al. (1998)을 비롯해 많은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강조해 왔던 것

처럼 두 사람 간에 서로의 의도가 상 방에게 달되고 상 방에게 맞춰 결국에는 서로 자신이 의도한 

바를 성취함으로써 서로의 의도가 소통(疏通)되는 것을 말한다(Ainsworth, Bell & Stayton, 1974; 

Bishop et al., 2000; Mahoney, 1988; Wilcox, Kouri & Caswell, 1990). 

상호작용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를 

들어 상 방이 다양한 의미를 포함한 많은 행동을 수없이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이를 의미있는 행동으

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호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 우리는 동일한 사람들이라도 맥락과 상황

에 따라 상호작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상호작용이 상 방과의 의사소통에 

따라 서로의 행동을 조 하는 연속 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 방과 상호 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은 상호작용에 있어서 매우 요하며(캐서린 한 역, 2005; Barwick et al., 2004), 언어 ․비언어  

행동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 으로 의사소통할 때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김주분, 1994; 김희 , 1999; 최홍규, 2000; Bishop et al., 2000).

국내 연구자들은 반응  의사소통과 같은 의미로 ‘ 진  의사소통(promotive communication)’이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 다(김연·황혜정, 2005; 김희 , 1999; 마정건, 1988; 심원희, 2003; 정세용, 

1994; 최홍규, 2000). 여기서 진  의사소통이란 상 방의 정서에 공감하고 무조건 으로 수용하며 존

하고, 상 방의 행동을 본래 의도 로 개방 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즉각 이며 구체 으로 반응하는 

것으로(김희 , 1999; 최홍규, 2000), ‘역기능  의사소통’(고상미, 2000; 김주분, 1994)과 반 의 개념이

다. 그러나 진 이라는 용어는 특수교육분야에서는 도 장애인을 한 보완 체의사소통에서 주로 

사용되므로 용어의 혼동을 피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는 반응  의사소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부모나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증진을 목 으로 한 연구 에 최근에는 발달이 지체되거나 장애를 

가진 유아를 상으로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서귀남․송 혜, 2004; 정계숙․노진형, 

2004; 한 숙, 2005; Girolametto & Weitzman, 2002; Goldstein, Kaczmarek & English, 2002; Kaiser & 

Hancock, 2003; Kim & Mahoney, 2005). 이는 장애를 가진 유아들의 발달상의 문제가 어머니와의 상호

작용에 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이소  역, 2003; Gray & Tonge, 2001),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  성취

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미, 2004; Mahoney & Powel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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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유아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서는 특히 유아의 시작행동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

응하여 소통하는 어머니의 능력이 필수 이며(권미경, 1997; 성미 , 2003; Kochanska & Aksan, 2004; 

Lohaus et al., 2004), 발달이 지체되는 장애 유아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를 들어 언어  의사

소통 기술이 부족하여 자신의 의도나 요구를 제 로 표 하지 못하는 경우나 표 하더라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 방이 알아차리기 어렵다(김정연, 2001; 최윤희, 1996; Reinbartsen, 2000; Wilcox, 

Kouri & Caswell, 1990). 한 변덕스럽거나 특이한 방식의 감정 표 , 다른 사람의 행동에 해 일

성 없는 반응이나 시작행동의 부재, 타인의 사회  신호를 식별하는 기술의 부족 등은 상호작용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김시애, 2000; 김은경, 2001; 이소 , 2002; Barnard & Kelly, 1990; Whalen & 

Schreibman, 2003). 발달 상의 문제를 보이는 유아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어머니와 발달지체 

유아의 상호작용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요하다고 하겠다. 한 발달지체 유아의 언어  의사

소통의 어려움, 사회성 기술의 부족과 같은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한 재는 

의사소통을 심으로 한 재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어머니와 유아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에 

따라 상호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김은경, 2002; 성미 , 2003; Barwick et al., 2004; Yoder et al., 

2001).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발달지체 유아의 어머니에게 의사소통을 심으로 한 반응  의사소통 

략을 설명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어머니훈련을 실시하고 어머니훈련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어

머니훈련의 핵심 내용인 반응  의사소통 략은 유아 행동의 의도를 민감하게 악하는 방법과 유아

의 행동에 따라 어머니의 반응을 조 하는 방법, 유아와의 상호성을 유지하는 방법에 한 설명과 이 

3가지 략을 실제 놀이 상황에서 용하도록 돕는 피드백이 포함된다. 연구자는 어머니에게 반응  

의사소통 략과 목표행동을 설명하고 10가지 목표행동을 용할 수 있도록 지속 인 피드백을 제공하

다. 반응  의사소통 략에 한 어머니훈련이 발달지체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반응  의사소통 략을 심으로 한 어머니훈련은 발달지체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가? 

둘째, 변화된 발달지체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재가 종료된 후에도 유지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 상은 의료기 에서 발달지체나 장애 진단을 받은 만 4～5세 유아 3명과 각 유아

의 어머니 3명이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 과 기본 정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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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 아 

(1) 의료기 에서 발달 상의 문제로 진단을 받은 유아

(2)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참여율이 낮은 유아

(3) SELSI (Sequenced Language Scale for Infants)(김 태 외, 2002) 평가에 의해 수용언어, 

표 언어 발달이 24개월 미만인 유아

<표 - 1> 유아의 기본 정보  특성

유아 1 유아 2 유아 3

성별 남 남 남

연령 만 5세 2개월 만 4세 11개월 만 4세 9개월

병원진단명* 과다행동주의력결핍장애 발달장애 반응성 애착장애

언어검사**
수용언어 19개월
표 언어 16개월

수용언어 23개월
표 언어 21개월

수용언어 18개월
표 언어 11개월

특성

상호

작용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을 거

부함. 어머니가 자신의 놀

이를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블럭으로 자신만의 역을 

만들어 놓고 어머니가 근

하는 것을 싫어함.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는 

어머니에게 다가가거나 쳐

다 .

자신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만 어머니에게 다가감. 어머

니의 지시에 소리를 지르면

서 격렬한 감정으로 표출함.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 안정

되어 있는 경우에만 반응함.

가족 에 유일하게 어머니

에게만 자신의 의도를 표

함. 주로 먹을 것과 놀잇감

을 요구함. 상호교환 인 상

호작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일방 으로 자신의 요

구를 표 함.

의사

소통

자신의 요구를 한단어 문장

으로 표 함(“요 ”, “주

세요”, “엄마” 등).

자신의 요구를 한단어 문장

으로 표 함(“엄마”, “텔 비

”, “우유”, “싫어” 등).

자신의 요구를 한단어 문장으

로 표 할 수 있음. 발음이 부

정확하고 빠른 속도와 높은 

억양으로 표 하므로 어머니 

외에는 알아듣기 어려움.

놀이

혼자놀기를 즐겨함. 컴퓨터

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로

이나 조립장난감 사이트에 

속하여 그림을 보거나 직

 조립하는 것을 좋아함. 

텔 비  로를 모두 외워

서 자신이 좋아하는 로그

램 시간에 맞춰 켜고 방해

받지 않고 혼자 시청하는 

것을 좋아함.

혼자서 텔 비 을 보거나 컴

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이 많

음. 심심하거나 불안한 경우

에는 스카 처럼 긴 헝겊을 

돌리면서 이곳 곳을 돌아다

님. 놀잇감을 찾아 자발 으

로 노는 경우는 거의 없음. 물

건이나 기계를 분해하면서 혼

자 노는 시간이 부분임.

간단한 사물을 단순하게 조

작하는 놀이 형태임. 감각

인 놀이와 신체를 이용한 놀

이를 좋아함. 제지하지 않으

면 부분 혼자서 상동 인 

놀이(손가락 놀이, 로 소

리내기, 바퀴 굴리기 등)를 

지속함.

 *병원진단명은 유아가 다니고 있는 의료기 의 진단명임.
** SELSI(김 태 외, 2002) 검사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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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머니

(1)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어려워하는 어머니

(2) 매일 가정에서 유아와의 놀이를 30분 정도 수행할 수 있는 어머니

(3)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업 주부인 어머니

(4) 어머니훈련 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

<표 - 2> 어머니의 기본 정보  특성

어머니 1 어머니 2 어머니 3

연령 34세 40세 38세

학력 학교 졸 학교 졸 학교 졸

상호작용

유아의 의사소통 신호를 민감

하게 악하지 못함. 자녀의 

선호도와 발달 단계를 잘 이

해하지 못하여 유아의 산만한 

행동을 제지시키고 통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냄.

매우 지시 이며 교육 인 이

야기를 끊임없이 함. 유아의 부

산한 행동이나 산만한 행동을 

제지시키고 훈육하는 경우가 

많음. 유아의 행동이나 감정 상

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편임.

유아의 작은 행동에도 민감한 

편이나 어머니 단에 의해 

제지시키는 경우가 많음. 유

아 행동의 부분을 잘못된 

행동이나 문제행동으로 인식

하여 수정하려고 함.

2. 실험 환경  실험도구

실험은 각 유아의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세 명의 유아 모두 일반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므로 교육기 의 일과가 끝나고 귀가한 후, 어머니가 선택한 시간에 가정의 일정한 장소(거실이나 

유아 방)에서 실시하 다. 사용한 실험도구는 유아가 선호하고 평상 시에 사용하던 익숙한 놀잇감 3～5

종( : 공, 그림책, 블록, 자동차 등)과 상호작용을 촬 하기 한 비디오 카메라 한 이다. 놀잇감은 

피드백 재 시, 연구자와 어머니의 다음 계획 논의 때에 선정하고 어머니가 비하 으나 놀이 상황에

서 유아의 선택에 의해 바 기도 하 다.

3. 실험설계  실험조건

가. 실험설계

변인 간의 기능  계를 입증하기 하여 단일 상연구를 용하 으며 상자간 다간헐 기

선 설계를 사용하 다(이소 ·박은혜·김 태, 2000; Tawney & Gast, 1984). 상자에 따라 4～8회기

의 기 선 찰 후 반응  의사소통 략에 한 설명을 3회기 실시하 으며 어머니의 략 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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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13～18회기의 피드백을 제공하 다. 재가 종료된 4주 후에는 기 선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4회기의 유지 찰을 하 다. 

나. 실험조건

(1) 기 선

찰과 재 모두 유아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귀가하고 돌아온 오후시간에 이루어졌다. 기

선 자료 수집  1주일 동안 비디오 촬 을 통한 비 찰을 실시하여 어머니와 유아 모두 카메라 촬

에 익숙해지도록 하 다. 기 선 기간 동안 연구자는 “○○와 평상시처럼 놀아보세요”라고 상호작용

의 시작을 알리는 것 외에는 어떠한 교수나 피드백도 제공하지 않았다. 

(2)  재

ㄱ.  찰

매회기 어머니훈련이 시작되기 에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비디오 카메라로 15분간 촬

하 다. 녹화한 필름은 어머니훈련을 마친 후 연구실의 텔 비 과 연결한 후 1차 찰을 통해 맥락

을 회상한 후 2차 찰을 통해 분석하 다. 2차 찰 시에는 총 15분의 녹화장면 에서 카메라에 기

록된 2:00(분)부터 찰을 시작하여 12:00(분)까지 정확히 10분간의 장면을 찰하 다.

ㄴ. 반응  의사소통 략 설명

기 선 찰이 끝난 후 매회 약 30분간 반응  의사소통 략에 한 설명을 3회 실시하 다. 

략의 내용은 상호작용에 한 선행연구를(Girolametto & Weitzman, 2002; Hancock, Kaiser & Delaney, 

2002) 토 로 발달지체 유아와의 의사소통을 한 민감성 개발, 반응성 향상, 상호성 증진을 주제로 한 

목표행동 10개를 선정하 다. 연구자는 어머니가 반응  의사소통 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인물

(hand-out)을 제공하 으며 주제에 따른 핵심 내용과 어머니의 목표행동을 설명하 다. 각 회기의 주

제와 내용, 목표행동은 <표 -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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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3> 반응  의사소통 략의 주제  내용

회기 주 제 내 용 목표 행동

1 민감성 개발하기
유아 행동의 의도와 형태를 민감

하게 인식하는 방법

① 유아와 마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

② 유아의 과 표정, 몸짓, 말(소리)에 

주시하기

③ 유아 행동의 의도 알아내기

2 반응성 향상시키기
유아의 행동에 따라 부모의 반응

을 조 하는 방법

④ 함께 집 하기

⑤ 즉각 으로 반응하기

⑥ 말과 행동을 함께 하기

⑦ 지시와 질문 이기

3 호혜성 증진하기

유아가 자신의 흥미를 표 하고 

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하

는 방법

⑧ 유아 주도에 따르기

⑨ 주고받기의 균형 맞추기

⑩ 칭찬과 애정 표 하기

ㄷ. 피드백 제공

어머니에게 3가지 략을 설명한 후 연구자는 어머니의 략 사용 여부와 목표행동 용에 따른 

유아의 행동 변화에 해 지속 인 피드백을 제공하 다. 피드백은 Mahoney (1999)의 계 심 가족/

유아 재의 차를 따라 어머니의 자기평가-연구자 제안-다음 계획 논의의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매회기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피드백 제공 시 어머니의 자기 평가를 한 검표(worksheet)를 사용하 으며, 연구자 제안 시

에는 모델링을 통해 부연 설명을 하거나 연구자가 유아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시연하기도 하 다. 한 

어머니나 유아의 행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비디오 모니터링(video-monitoring)도 병행하

다. 

(3) 유 지

재 완료 4주 후에 기 선 상황과 동일한 조건에서 발달지체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녹화

하여 찰하고 자료를 수집하 다.

4. 찰  측정

가.  찰

유아와 어머니의 행동 찰은 McConnell et al. (1989)이 개발하고 이후 국내외 여러 연구자들(이

소 ·Odom, 1992; 이수정․이소 , 2005)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작용 찰체계를 따랐다. 찰행동의 

조작  정의는 <표 -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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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4> 찰행동의 조작  정의

찰행동 조작  정의 행동의 

시작행동

상 방을 향한 말(소리)이나 

몸짓. 단 행동이 발생하기  

5  동안 그 행동 발생의 

상자로부터 어떤 사회  행동

도 달받지 않았을 경우로 

제한함.

① 상 방에게 손을 뻗거나 다가가는 행동

② 상 방에게 소리나 말을 하는 행동

③ 상 방에게 놀이를 하자고 제안하거나 시작하는 행동

④ 놀이가 단되거나 장난감이 손에 닿지 않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

⑤ 놀이가 단되었을 때 다시 하자고 요구하는 행동

반응행동

시작행동이 발생한 후 5  이

내에 그 시작행동을 보인 

상자에게 반응하는 말(소리)

이나 몸짓. 

① 상 방의 행동에 따라 손을 뻗거나 다가가는 행동

② 상 방의 행동에 따라 내는 소리나 말

③ 상 방이 제안하는 놀이에 하게 응하는 행동

④ 상 방의 요구(지시)에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

상호작용
동일한 찰 간격 내에서 시작행동과 반응행동이 모두 발생한 경우. 한 구간에서 상호작용이 

발생한 후 다음 구간으로 지속된 경우에도 상호작용의 연속 발생으로 간주함.

나. 측 정

연구자는 녹화된 비디오테입을 보면서 MP3 이어에 녹음된 시간 타이머(8  찰, 2  기록)

의 지시에 따라 시작행동과 반응행동을 ｢행동 찰 기록지｣에 표시하 다. 상호작용 발생률은 체 

찰 구간 수(60)에 해 각 행동이 나타난 구간 수를 백분율로 환산한 후 시각  분석을 하여 그래

에 표시하 다.

5. 찰자간 신뢰도

연구자와 보조 찰자(유아교육을 공한 특수교육과 석사생)는 목표행동 발생에 한 일치도가 

95%에 도달할 때까지 찰자 훈련을 실시하 다. 각 참여 상의 기 선과 재, 유지기간 자료  각

각 25%를 선정하여 연구자와 보조 찰자가 동시 찰하고 개별 으로 기록한 후 일치도에 한 백분

율을 산출하 다. 상호작용 발생에 한 찰자 신뢰도 평균은 참여 상 1이 91.3% (89.1～93.4), 참여

상 2가 93.8% (90.6～95.7), 참여 상 3이 90.5% (87.7～92.3) 다.

6. 사회  타당도

재와 유지 회기가 완 히 끝난 후, 어머니 만족도를 평가하 다. 어머니는 훈련과정과 사용한 

략의 효과에 한 10개 문항을 5  척도로 평가하 다. 평가 결과 3명의 어머니는 훈련 과정에 해 

4～5 , 략의 효과성에 해서는 모두 5 으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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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체 실험 조건 동안 발달지체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발생률의 변화 양상은 <그림 - 1>

에, 상호작용 발생률의 평균  범 는 <표 - 5>에 제시하 다. <그림 - 1>과 <표 - 5>의 그래 를 

참고하여 실험조건 간 상호작용 발생률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 상 1의 경우, 기 선 기간 동안 20% 미만의 낮은 상호작용 발생률을 보 으나 략 설명

이 시작된 5회기부터 격히 상승하기 시작하 다. 피드백 기간에는 다소의 기복이 있었으나 상호작용 

발생률은 지속 으로 상승하 고 재 후반인 18회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재가 종료되기 직 의 두 회기 동안은 93% 이상의 높은 상호작용 발생률을 나타내었다. 재 기간 동

안 상호작용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과다행동장애로 진단받은 상 유아 1은 규칙 인 일과가 흐트

러질 때 행동의 변화가 많이 찰되었는데 특히 주말을 할머니 에서 지내고 돌아온 9회기와 14회기

에는 일상의 리듬이 흐트러졌고 매우 산만해지면서 어머니와 상호작용하기보다는 텔 비젼과 컴퓨터

에 몰두하여 상호작용 발생률이 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기간별 평균과 범 를 살펴 보면, 

기 선 기간에는 평균 14.2% (11.7～16.7), 략 설명 기간에는 평균 50.6% (36.7～61.7), 피드백 기간에

는 평균 81.5% (51.7～96.7)로 상호작용 발생률이 차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참여 상 2의 경우, 기 선 기간의 상호작용 발생률은 20%정도로 낮았으나 략 설명이 시작되

자마자 상승하기 시작하여 3회 교육의 마지막 회기인 12회기에는 70%로 격히 상승하 다. 참여 상 

1과 같이 상 2도 피드백 기간에는 상호작용 발생률이 증감을 반복하 으나 23회기 이후에는 안정세

를 보여주었다. 재 기간 동안 상호작용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잦은 병치 로 인해 상 유아 2와 

어머니는 지속 으로 병원을 다녔고, 장애 진단으로 인해 재를 2회(13회기, 24회기)나 빠지기도 하

다. 특히 계속된 병원 치료와 진단으로 인해 어머니와 유아 모두 신체 , 정신  피로를 표 하 던 15, 

16, 17회기에는 증가하던 상호작용 발생률이 각각 51.7%, 73.3%, 60.0%로 감소하는 것을 찰할 수 있

다. 기간별 평균과 범 를 살펴보면 기 선 기간에는 평균 16.1% (10.0～23.3), 략 설명 기간은 평균 

48.3% (35.0～70.0), 피드백 기간에는 80.6% (51.7～93.3)로 상호작용 발생률이 차 증가하 다. 

참여 상 3의 경우에도, 기 선 기간의 상호작용 발생률은 20% 이하로 낮았으며 략 설명과 함

께 상승하여 피드백 기간에 내내 지속 인 상승세를 보여주었다. 피드백 기간의 기에는 상호작용 

발생률이 증감을 반복하 으나 재 후반인 25회기 이후부터 안정세를 나타내었다. 재 기간 동안 상

호작용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재  혼자놀이를 주로 하 던 상 유아 3은 어머니 재를 통해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재 반 잠깐 동안에 아버지에게 선물로 받은 새로운 장난감

에 집착하면서 상승하던 상호작용 발생률이 50% 수 으로 떨어지기도 하 다. 

기간별 평균과 범 를 살펴보면 기 선 기간에는 평균 9.9% (3.3～16.4) 략 설명 기간은 평균 

43.3% (25.0～61.7), 피드백 기간에는 75.2% (50.0～90.0)로 상호작용 발생률이 차 증가하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 의 발달지체 유아와 어머니는 모두 기 선 기간 동안 낮은 상호작용 발생률을 보

으나, 략 설명과 피드백을 통해 상승된 상호작용 발생률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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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종료된 4주 후에도 안정된 수 으로 유지되었는데, 재 종료 직 의 발생률보다는 다소 낮지

만 기 선과 비교해 매우 높은 정도로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반응  의사소통 

략에 한 략 설명과 피드백은 발달지체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 증가에 정 인 향을 미쳤으

며 재 후에도 그 효과가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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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발달지체 유아-어머니 상호작용 발생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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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5> 발달지체 유아-어머니 상호작용 발생률 평균과 범 (%)

실험조건

참여 상
기 선

 재
유 지

략 설명 피드백 제공

1 14.2(11.7～16.7)
77.1(36.7～96.7)

84.4(82.4～85.9)
50.6(36.7～61.7) 81.5(51.7～96.7)

2 16.1(10.0～23.3)
74.6(25.0～93.3)

71.1(69.9～72.9)
48.3(35.0～70.0) 80.6(51.7～93.3)

3 9.9(3.3～16.4)
69.6(25.0～90.0)

68.1(66.9～71.7)
43.3(25.0～61.7) 75.2(50.0～90.0)

Ⅳ. 논의  제언

본 연구는 가정에서의 일상 인 놀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발달지체 유아의 모든 행동을 의사소통 

행동으로 간주하여 반응함으로써 상호작용이 증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언어 발달이 늦고 의사소통 

기술이 떨어지는 유아들의 경우 부분 상 방에게 확실한 의사소통의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상

호작용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들도 모두 연령에 비해 표 언어 발달이 지체되었고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

한 상자들이었다. 따라서 어머니들은 유아의 비언어  의사소통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 으며 유아의 

의도를 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 그러나 어머니훈련을 통해 민감성과 반응성, 상호성이 향상된 

어머니들은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던 유아의 비언어  의사소통 행동을 인식하게 되었고 유아의 의도에 

부합하는 반응을 함으로써 유아와의 상호작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유아

와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성인의 민감성과 반응성이 요하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이며(곽 주․김민화․한은주, 2004; 김민화․곽 주, 2004; 이경옥․이근 , 2002; Girolametto & 

Weitzman, 2002; Yont, Snow & Vernon-Feagans, 2003), 발달이 지체되는 장애 유아의 경우에는 양육자

의 민감한 반응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연구결과와 부합된다(김정미, 2004; 김정연, 2001; 최윤희, 1996; 

Kaiser, Hester & McDuffie, 2001; Kim & Mahoney, 2004; Yoder, Warren & Steven, 2002). 

부분 유아와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은 유아에 의해 시작되고 통제되는 것이 일반 인 상이다. 

성인들은 유아의 심이나 주의집 에 따라서 유아의 행동에 부합하는 태도로 반응하게 된다(Peterson, 

Carta & Greenwood, 2005). 그러나 유아의 행동이 보편 이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양육자들은 유아

의 의도를 악하기 어렵다. 한 유아가 명확한 행동을 보이더라도 양육자가 유아의 의도를 확실히 이

해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 어머니들이 유아의 시작행동을 놓치고 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특히 발달

이 지체되는 유아는 여러 가지 특성으로 인해 양육자에게 상호작용을 한 단서를 명확히 보여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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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해 잘 이해하지 못하

는 경우가 많다(Stephenson & Dowrick, 2000).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도 언어나 의사소통 기술이 부족한 유아의 불명확한 행동을 잘 이해

하지 못하거나 유아의 의도를 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머니들은 유아의 심이나 흥미를 

악하지 못하 으며 유아가 선호하는 놀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부분 자신이 요하다고 생각하는 활

동이나 놀이를 반복하 다. 한 어머니들은 유아에게 부족한 기술이라고 단하는 목표 행동을 요구

하거나 행동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가 시작되기  세 명의 어머니는 모두 유아에게 빈번한 

시도를 하 으며 유아는 마지못해 어머니의 질문이나 요구에 해 단답식의 일회 인 반응만을 반복하

다. 이러한 결과는 <부록 - 1>에 나타난 시작행동의 빈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세 명의 어머니 

모두 기 선 기간에는 빈번한 시작행동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시작행동 빈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기 선 기간 동안 유아와의 상호작용 발생률은 모두 20% 미만으로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호혜성이 유지되는 지속 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어머니 주도로 이루어지는 일방

인 상호작용이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시작행동을 살펴보면 상호작용을 시작하기 하여 주로 질문하기

나 요구하기, 지시하기의 행동을 사용하 는데 이는 상호성(reciprocity)이 결여된 의사소통 방법이므로 

지속 인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단편 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호혜성이란 두 사람이 서

로 의사소통할 기회를 갖고  서로 반응하는 양방향 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Burgoon, Poire & 

Rosenthal, 1995; Gallucci & Perugini, 2003; Lowinger, 1999). 상호성이란 주도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크므로(Reinbartsen, 2000), 어머니와 유아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주도권을 가진 어머

니에 의해 좌우되기 쉽다. 즉, 어머니가 유아의 행동을 측하고, 유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상

하면서 행동할 때에 유아는 상 방과의 경험을 순서 으로 구조화하게 되고,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유

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홍용희 역, 1995; Fletcher et al., 2005; Yoder, Warren & Steven, 2002). 어

머니가 유아의 의도를 악하지 못하고 유아의 행동을 측하지 못하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호성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짧게 끝나버리며 길게 지속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호작용

을 지속하기 해서는 두 사람의 의사소통을 제로 한 상호성이 매우 요하며, 두 사람이 어떻게 상

호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상호작용의 정도가 결정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의사소통을 심으로 한 어머니훈련을 통해 발달지체 자녀와의 상호작용

을 증가시킨 본 연구의 의의와 조기교육 분야에 주는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와 장애 유아

의 상호작용 증진을 목 으로 한 선행연구들이 어머니와의 애착 형성이나(김수연, 1995; 정옥남, 2000; 

Humphrey, 2001) 유아의 문제행동 리를 강조하는(Hoppkins, 2001)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어머니와 유

아의 의사소통에 을 두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며

(고상미, 2000; 김주분, 1994; Carr et al., 1997; Jones, Dohrn & Dunn, 2004; Kaiser et al., 2000; 

Prizant, 1999), 문제행동으로 인해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맥락이다. 

사실 유창한 표  언어 기술을 가진 성인들 간에도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상호작용이 단 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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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많다(정진선․문미란, 2005; 캐서린 한 역, 2003). 하물며 언어발달이 늦고 의사소통 기술이 떨어

지는 장애 유아들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발달이 

지체되는 장애 유아와 상호작용하기 해서는 성인이 먼  유아와 의사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

는 성인의 지지 이고 정 이며 수용 인 행동이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유아의 사회  

발달  정  인 계에 요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Greenspan, Weider & Simons, 1998; 

Landry et al., 1998; Montes, 2002; Spiker, Ferguson & Brooks-Gunn, 1993). 부모와 유아의 상호작용

은 사회성 발달과 사회  계 맺기의 원형이 된다(Montes, 2002). 따라서 의사소통을 심으로 한 어

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은 발달이 지체되는 유아의 사회  발달과 타인과의 계를 형성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발달지체 유아를 한 조기교육은 부모들에게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진할 수 있는 로그

램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기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한 

정보나 사회  지지 요구가 매우 높다(김 수, 2003; 이원 ․배소 , 2000; 순 , 2001; Mayer, 2003). 

특히 발달이 지체되는 장애 자녀의 부모들은 더욱더 자녀 양육을 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 혜인, 2005; McCollum et al., 2001). 이는 자녀 양육에 한 다양한 정보가 부모의 자녀 양육에 

한 어려움이나 부담감을 덜어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연 외 2005; Hoover-Dempsey & Sandler, 

1997). 장애아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인해 어머니들의 스트 스가 높고 양육에 한 자신감

이 떨어진다고 한다(윤선아․나수 , 2005; 혜인, 2005; 한경임․송미승․박철수, 2003; Brotherson, 

1994). 특히 자녀의 요구나 필요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좌 을 느끼고 상호작용을 

포기하게 되며 계 맺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김정연 외, 2005; 박지연, 2002; Stephenson & Dowrick, 

2000). 발달이 지체되는 자녀와 의사소통이 안 되고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것은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

들도 토로하 으며 찰기간동안 어머니와 유아들의 상호작용 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어머니들

은 혼자 놀고 있는 유아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난감해 하 다. 그러나 재 후기에 어들면

서 어머니 모두 자녀가 좋아하고 상호작용에 합한 놀잇감을 비하거나 유아가 선택한 놀잇감으로 

유아의 주도를 따르면서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발달지체 유아와 의사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은 어머니들이 발달지체 

자녀의 양육을 돕는데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실험 상황이 아닌 유아와 어머니가 생활하는 가정에서 연구자의 방문을 통해 진

행되었기 때문에 일상 인 환경에서 진행되었다는 장 이 있다(Woods, Kashinath & Goldstein, 2004). 

발달이 지체되는 유아의 부모를 상으로 한 연구들은 부분 유아들이 다니고 있는 기 에서 부모가 

참여하는 부모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이소 , 1999; 정계숙․노진형, 2004; Hancock, Kaiser & 

Delaney, 2002; Yoder, Warren & Steven, 2002). 그러나 가정은 유아와 어머니의 일상 인 일과가 이

루어지기 때문에 실험실이나 교육기 과 같이 구조화된 환경이 아니므로 어머니가 배운 략을 용하

기에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진행된 재는 일상생활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활용되기 때문

에 어머니들은 다양한 일상생활에서도 자녀의 요구와 의도를 잘 악하여 보다 수월하게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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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들은 발달지체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지켜 본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유아와 상

호작용을 시도하기 시작하 다는 것을 보고하 다. 발달이 지체되는 유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단지 

기 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속해 있는 모든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Woods, Kashinath & Goldstein, 2004). 따라서 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 제공되는 융통성이 

필요하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재도 확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서 논의한 의의나 시사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 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증거에 기 한 실제(evidence-based practice)를 강조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그 에서 단일 상 연구 방법을 용하 다(Horner et al., 2005). 그러나 재까지 어머니와 유아

의 상호작용과 련된 국내 연구 에는 단일 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발달이 지체되는 유아와 어머니 모두에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어머

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에 한 후속연구가 이어져 그 결과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해 외부인의 평가나 문가의 재충실도 검증이 필요하며(김소희, 2005; 박은 ․

김삼섭․조 순, 2005),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상자로 확 하는 노력도 부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와 유아의 의사소통을 심으로 한 상호작용에 한 연구로 외국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어머니와 발달지체 유아 간의 상호작용의 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비해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기 한 로그램의 개발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발달이 지체되는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

용을 증진시키기 한 다양한 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상호작용의 내용이나 질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

루어져 발달지체 유아와 양육자의 상호작용에 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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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Mother Training for Responsive 

Communication Strategies on Social Interaction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YunHee Choi․SoHyun Lee
(Dep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importance of quality of early parent-child relationships has become increasingly appreciated.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eaching mothers to use responsive 

communication strategies (RCS) to preschool children with disabilities during their play actives. 

RCS, comprising development of sensitivity and responsiveness to child’s communication behavior, 

following the child’s lead and increasing the mutual reciprocity, were used to facilitate a 

conversational interac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A multiple baseline design across three 

parent-child dyads was used to prove the experimental control. Data were collected by recording a 

10-minute video of their play with partial interval, time sampling.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maternal RC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promoting the parent-child interaction and that this 

interaction was maintained after the intervention was completed. Increases in the reciprocity of 

parent-child and quality of interaction were note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including the need to explore implementation factors related to the interaction between mother and 

children, are presented. 

Key Words: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delays, interaction, responsive commun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