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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에 미치는 향. 언어청각장애연구, 2003, 제8권, 제3호, 253-274. 장애유아 통합교육은 

물리 인 환경 배치만으로는 기 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실질 인 사회  통합의 진을 

하여 이를 한 특정 재를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지 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 환경에서의 교

사들의 부가 인 노력에 의한 재는 재 실행에 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실행 가능성 측

면에서 용이하고 그 효과가 인정되는 다양한 재 방안의 개발  용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합 교실 환경에서 손쉽게 용할 수 있는 자연  재를 이용한 사회  시작

행동 교수가 장애유아의 사회  상호작용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3명의 장애유아를 상으로 상자간 다기 선 설계를 사용했으며, 우연교수(Incidental 

teaching), 요구모델(Mand-model), 시간-지연(Time-delay)의 세 가지 자연  재방법을 통합

으로 사용해 사회  시작행동을 교수하 다. 본 연구에 참여한 3명의 장애유아 모두 사회  

시작행동과 사회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유지되었다. 한 장애유아에게 제공한 자연  재의 

부수 인 효과로 일반유아의 사회  시작행동과 사회  상호작용도 증가하고 유지되었다. 본 연

구의 결과에 따른 교육 장 련 시사 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 등이 논의되었다.

핵심어: 장애유아, 통합, 자연  재, 사회  시작행동, 사회  상호작용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목

래와의 사회  상호작용은 그 자체로도 사회성 기술로서의 요성을 지니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어린 아동에게 많은 자연스러운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지, 언어  의사소

통, 더 발달된 사회  상호작용 기술의 발달에까지 향을 미칠 수 있다(Odom, McConnell 

& McEvoy, 1992). 일반 아동의 경우 생후 1년 정도가 지나면 래와 어울리고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놀거나 주고받는 등의 상호작용을 보이기 시작한다(Guralnick, 1992). 4-6세가 되면 

래들과 상호작용하기 한 많은 사회  규칙들을 알게 되고 래들과 지속 이고 상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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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호작용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차 성장함에 따라 상호작용에 있어 더 극 인 

역할을 취하게 되고 상호작용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Bailey & Wolery, 

1992; Odom, 1983). 그러나 많은 취학  장애유아들의 경우 래와 사회  상호작용을 하기 

한 기술 발달이 늦거나 성공 인 래 상호작용 참여에 필요한 기술들을 획득하지 못한다

(Odom, McConnell & McEvoy, 1992). 사회  상호작용 기술의 발달에 있어 장애유아가 동일

연령의 일반유아보다 늦고(Guralnick & Weinhouse, 1984), 취학 의 사회  상호작용 결함

이 이후의 계속되는 사회  문제와 연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rtup, 1983; Odom, 

McConnell & McEvoy, 1992에서 재인용). 이러한 장애유아의 사회  상호작용과 련된 연

구 결과들은 취학  장애유아들의 사회  상호작용 기술의 발달을 진하기 한 재의 필

요성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Guralnick(1980)은 래 아동들이 제공하는 사회  환경이 분리된 사회  환경에 비해 

장애아동의 사회  능력에 더 큰 향을 주기 때문에 통합된 환경이 장애아동의 래 사회  

능력을 발 시키는데 필수 이라고 하 다. 그러나 장애유아의 래와의 상호작용 능력의 

지체와 일탈 인 사회성 발달 특성 때문에 장애유아를 일반유아와 같은 학 에 배치하는 물

리  통합만으로는 래에 의한 사회  수용을 증진하지 못한다(이소 , 2003; Sainato, 

Goldstein & Strain, 1992). 특히 사회성 기술이나 의사소통 기술의 결함을 보이는 아동은 그 

기회에 참여하거나 놀이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기 때문에(Lesley & Ann, 2002) 이에 

한 한 사회성 련 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장애유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재들이 많이 연구되

어 왔다. 그러나 지 까지의 연구들은 장애유아의 사회  상호성(social reciprocity)의 부족

으로 인하여 등한 수 의 사회  교환(Strain & Kohler, 1995)이 아닌 일반유아 주도의 사

회  상호작용 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장애유아도 일반유아와 동등한 래의 

입장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재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 상황에서 

장애유아와 일반유아가 동등한 놀이 참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교수의 형태와 강

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Odom, 2000).

장애유아 통합교육은 유아교육의 최상의 실제로부터 향을 받아 자연 인 환경, 특히 

놀이 상황에서의 교육, 아동 주도  활동, 자연 으로 발생하는 하루 일과와 활동에 한 아

동의 참여, 사회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Wolery & Wibers, 1994). 즉, 자연  재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아동과 교사, 성인, 래들과의 자연스러운 언어  는 비언어  상호

작용과 자연스러운 강화를 사용하여 일상생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도하는 방법이다. 

자연  재란 재가 용될 수 있는 범 를 더욱 확장시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얻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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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 은 (1) 실제의 상황 는 환경 이용, (2) 일반화 용이, (3)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요인

의 최소화이다(David, Karen & John, 1993).

표 인 자연  재의 방법으로 활동- 심 재(Losardo & Bricker, 1994), 우연 교

수(Hart & Risley, 1975), 요구-모델(Rogers-Warren & Warren, 1980), 환경 교수(milieu 

teaching)(Kaiser, 1993), 자연  언어 훈련(Koegel, 1987), 시간-지연(Halle, Marshall & 

Spradlin, 1979) 등의 방법들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통 인 특수교육 상황에서 교사가 사

용하던 방법과는 차이가 있으며 자연 인 상황에서 래와의 상호작용을 진할 수 있는 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Brown, Ragland & Fox, 1988; McEvoy et al., 1988; Twardoze et al., 

1983).

Kaiser, Ostrosky & Alpert(1993)는 지 까지의 자연  재에 한 선행 연구들 부

분이 언어 역에서의 효과성을 밝히고 있으나 언어 이외의 다른 역에서의 자연  재의 

사용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지 까지는 자연  재를 각각 개별 으로 연구하여 그 

효과성을 밝혔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기법들을 종합하여 용하는 통합된 모델을 제시하고

자 하는 움직임이 함께 일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통합 인 에서 자연  재 방법  우연교수(Inciden-

tal teaching), 요구모델(Mand-model), 시간-지연(Time-delay)의 3가지 자연 인 재 방법

을 종합 으로 제시하는 통합 상황에서의 사회  시작행동 교수가 장애유아의 사회  상호

작용을 증가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2. 연구문제

가. 통합 상황에서의 자연  재를 이용한 사회  시작행동 교수가 장애유아의 사회  시

작 행동을 증가시킬 것인가?

나. 통합 상황에서의 자연  재를 이용한 사회  시작행동 교수가 장애유아의 사회  상

호작용을 증가시킬 것인가?

다. 통합 상황에서의 자연  재를 이용한 사회  시작행동 교수가 종료된 후에도 증가된 

장애유아의 사회  상호작용은 유지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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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자는 A어린이집의 만 3세 완  통합반에 배치되어 있는 3명의 장애유아

들로 선정기 에 따른 교사의 추천과 연구자의 찰을 통해 선정되었으며 장애유아의 연구 

참여에 해서는 사 에 부모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는 통합반 환경 내에서 자연  재를 이용하여 장애유아에게 사회  시작행동

을 교수하는 연구로 실제의 교실 환경에서 자연  재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으므로 상

호작용의 상자인 래유아를 특별히 선정하여 제한하지 않았으며, 반 체의 유아를 상

으로 장애유아와 래유아의 사회  상호작용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가. 상 장애유아 선정기  

(1) 어린이집의 완  통합반에 배치되어 있으며 부모의 동의를 얻은 장애유아

(2) 찰과 담임교사  담당교사의 평가에 의해 래와의 사회  상호작용에 어려움

이 있다고 단된 장애유아

(3) 생활연령  학습력이 비슷한 장애유아 3명

(4) 교사의 모델링에 의해 2-3단어 문장 모방이 가능한 장애유아

(5) 출석이 규칙 인 유아

나. 상아동 정보

상아동과 련된 기  정보는 <표 - 1>에 제시되어 있다.

2. 학  구성

본 연구가 실시된 학 은 만 3세의 학 으로 일반 아동 20명(남 11명, 여 9명)과 장애

아동 3명의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교육을 공한 일반 담임 교사 1인과 유아교

육을 공하고 통합지원 경험이 3년인 통합 지원 교사 1인이 공동담임으로 반을 운 하고 

있다. 그 외의 지원 교사로는 작업치료사와 통합 자문교사가 각각 주 1회 수업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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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1> 상아동들에 한 기본 정보

아동
연령
(개월)

성별
장애 
유형

캐롤라이나 교육과정에 의한 
평가(연령)

사회  기술 발달 특성
인지

의사
소통

사회
응

근육 소근육

상 1 71 남
발달

지체
4-4;5 3;5-4 4;5-5 4;5-5 4;5-5

혼자놀이를 좋아하며 래를 향

한 시작행동이나 반응행동을 거
의 보이지 않음

상 2 66 여
발달

지체
3;5-4 4-4;5 4-4;5 3;5-4 4-4;5

놀이를 좋아하나 지속시간이 짧

고 한 시작행동을 보이지 못

해 래와의 싸움이 잦음

상 3 62 여
발달

지체
3;5-4 4-4;5 4-4;5 3;5-4 4-4;5

모든 활동에 소극 이고 놀이 시

에도 수동 임. 래의 시작행동

에 단발 인 반응을 보여 지속

인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지 않음

3. 실험장소  도구

실험은 3명의 상 장애유아가 소속된 학 에서 실시되었다. 교실은 블록 역, 도서 

역, 작업  조작 역, 역할놀이 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역은 교구장으로 구분

되어 있고 역 표시 이 제시되어 있다. 각 교구장에는 아동이 구분할 수 있는 사진이나 표

식이 제시되어 있어 아동의 정리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 선, 재, 유지의 모든 자료는 오  자유놀이 시간에 수집되었다. 재는 역할놀이 

역에서 실시하 으며, 역할놀이에 사용된 놀이도구는 선행연구(이상윤, 1983; Beckman & 

Kohl, 1984; McEvoy & Odom, 1987; Quillitch & Risley, 1973; Stoneman et al., 1983; 

Martin, Brady & Williams, 1991)에서 아동들 간의 사회  상호작용을 진하는 것으로 보

고된 장난감들을 참조하여 아동의 흥미를 끌만하며 나이에 하고 기능 수 에 합하면

서 학 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한 것으로 선정하 다. 선정된 놀이도구에는 소

꿉놀이 세트, 미용실 놀이 세트, 병원 놀이 세트, 토 음식 만들기 세트, 가족인형 세트, 목공 

놀이 세트, 가면 놀이가 포함되었다.

4. 실험설계  실험조건

가. 실험설계

본 연구는 통합 상황에서의 자연  재를 이용한 사회  시작행동 교수가 장애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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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3명의 장애유아에 한 상자간 다 기 선 

설계(Tawney Gast, 1984)를 사용하 다. 

나. 실험조건  차

(1) 기 선

기 선에서는 장애유아들 반의 오  자유놀이시간의 놀이를 찰하며 자유놀이 시간 

총 50분 동안에 자유놀이시간 시작 10-20분 후부터 10분 동안 찰하 으며, 이 때 교사의 

진 행동은 제공되지 않았다.

<표 - 2> 사회  시작행동 교수 단계

교수 단계  구체 인 활동

환경 구성하기

(Environmental 

Arrangement)

목표 행동과 련된 흥미 있는 놀이감을 아동이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배치해 두었다

( : 소꼽놀이, 목공놀이 등). 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나 놀이감의 수를 조  부족

하게 구성하여 아동의 우연교수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하 다.

기다리기

교사는 아동의 주변에서 아동의 시작행동을 기다렸다(10 ). (시간-지연) /교사는 아

동에게 직  놀이를 제안하거나 참여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유아가 시작행동을 했을 
경우 후속 강화로 언어  칭찬을 제공하 다. 유아가 시작행동을 보 으나 한 방

법의 시작행동인 아닌 경우( : 놀이의 참여를 요구할 때 친구의 옷을 잡아당기는 행

동) 아동의 시작 행동을 인정/확인시켜주고 다음 제시한 교수 단계에 따라 시작행동

을 교수하 다. 

교수 단계 제시

유아가 10  동안 시작행동을 보이지 않을 때 다음의 단계에 따라 교수하 다.

다음의 1-5단계까지의 교수 상황  유아가 시작행동을 보이지 않을 경우 2  지연 

후 다음 단계의 교수 상황으로 넘어간다(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아동이 시작행동을 보 을 경우 아동을 강화해주며 그 다음 단계의 교수활동은 하지 

않았다. 를 들어 아동이 2단계의 구어  단서 제시로 사회  시작행동을 보 을 경

우 바로 강화해 주며 3단계의 교사 모델링 단계는 실시하지 않았다.
1 단계: 장애유아 심 끌기

  ( : ○○야(장애유아) 친구들이랑 같이 놀자)
2 단계: 구어  단서 제시(요구-모델)(2  지연)
  ( : 교사가 장애유아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지? 뭐라고 말할까?)
3 단계: 교사의 모델링(요구-모델)(2  지연)

  ( : 교사가 일반유아를 바라보며 △△△야 병원 놀이하자)
4 단계: 교사의 모델링을 따라하도록 장애유아를 언어 으로 진(2  지연)

  ( : ○○○야 선생님보고 선생님처럼 따라 해 . 교사가 일반유아를 바라보며 △△

△야 병원 놀이하자.)
5 단계: 교사의 신체  진으로 유아와 함께 시작 행동하기

  ( : 교사의 신체  진으로 유아가 래를 향해 보게 하며 교사가 “같이 놀자”라

고 얘기한다.) 

강화  정리하기
아동이 한 그날 한 행동에 격려와 간단한 정리를 해주었다.

  ( :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야 오늘 소꿉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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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

ㄱ. 찰

기 선과 마찬가지로 교사의 진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놀이 시작 

10-20분 후부터 10분 동안 즉, 재를 시작하기  10분간 아동의 자유놀이 행동을 찰한 

후 재 단계에 들어갔다.

ㄴ. 자연  재를 이용한 사회  시작행동 교수 

장애유아의 오  자유놀이 시간에 자유놀이 시작 10-20분 후 역할 놀이 역에서 아동

이 선택한 놀이도구를 이용하여 15-20분간 실시하 다. 이 때 같은 역 내에 있는 일반 

래아동에게는 아무런 재도 하지 않았으며 <표 - 2>의 단계에 따라 목표가 되는 다음의 네 

가지 사회  시작행동을 교수하 다: (1) 놀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요청하기( : 같이 놀자), 

(2) 놀이를 제안하는 행동( : 우리 병원 놀이 하자), (3) 장난감을 요구하는 행동( : 빌려

줘), (4)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 : 도와줘).

<표 - 3> 사회  상호작용

행동 조작  정의

사회  시작행동

(Social Initiation)

상아동이 래 친구를 향한 말이나 몸짓으로 정의되어지며 행동이 발생하

기  5  동안 그 행동 발생의 어떤 사회  행동도 달받지 않은 경우에

만 시작 행동으로 간주된다. 로는 장난감을 해주는 행동, 놀이의견을 제

안하는 행동,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사회  반응행동

(Social Response)

시작행동이 발생한 후 5  이내에 그 시작행동을 보인 상에게 반응하는 말

이나 몸짓으로 정의되어지며 해주는 장난감을 받는 행동이나 제안된 놀이 

의견에 따르는 행동, 요구에 의해 도움을 제공하는 행동 등이 포함되었다.

사회  상호작용

(Social Interaction)

시작행동이 있은 후 5  이내에 나타나는 반응행동 는 시작-반응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지속 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3) 유지

재 효과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해 유지검사가 실시되었으며 재가 종결된 지 4주 

후 5회기 동안 기 선  재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조건으로 자유놀이 시간의 

사회  상호작용을 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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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찰  측정

(1) 측정행동의 조작  정의

사회  상호작용을 찰하기 해 McConnell et al.(1988)이 만든 찰 목록을 사용하

으며 이에 따른 각 행동의 조작  정의는 <표 -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찰  자료 수집

측정은 찰자가 직  교실에 들어가 자유놀이 50분  재 시작  10분 동안 시간간

격 신호음이 녹음된 녹음기를 들으며 10  간격(7  찰/3  기록)의 등간 기록법을 사용하

여 아동의 행동(사회  시작행동, 사회  반응행동, 사회  상호작용)을 찰하여 기록하고 

수집된 자료를 행동 발생 비율로 환산하 다. 

  

라. 찰자간 신뢰도

찰자간 신뢰도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산출되었으며 모든 실험조건에 걸쳐 약 

25 %에 해당되는 실험회기를 두 명의 찰자가 동시에 그러나 독립 으로 찰한 자료에 의

해 산출하 다. 장애유아 1의 경우 평균 찰자간 신뢰도는 94.7 % (94.3-95.6 %)이었고, 장애

유아 2의 경우는 93.7% (92.6-95.4 %), 장애유아 3의 경우는 95.8 % (93.6-98 %)이었다.

Ⅲ. 연구결과

1. 사회  시작행동

본 연구의 체 실험 조건 동안 장애유아의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의 평균  범 , 

변화양상은 <표 - 4>  <그림 - 1>과 같다. 

먼  각 장애유아별로 기 선과 재간의 사회  시작행동의 변화 양상을 비교해 보면, 

세 장애유아 모두 기 선에 비해 재기간에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재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세 아동 모두 약간의 감소를 보 으나 그 발생비율이 기

선 보다는 높고 안정 인 것을 알 수 있다. 결과 으로, 자연  재를 이용한 사회  시작행

동 교수는 장애유아 1, 2, 3의 래유아들에 한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에 정 인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자연  재를 이용한 사회  시작행동 교수가 장애유아와 일반유아의 사회  상호작용에 미치는 향

261

장애유아 1의 경우 5회기에 걸친 기 선 기간 동안에 평균 1.8 %(0-2%)로 매우 낮은 

비율의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을 보 다. 그러나 재가 실시되면서 기복이 있기는 하 으

나 차 발생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재기간 동안 평균 11.9 %(2.0-25.0 %)의 사회  시작

행동 발생률을 보 다. 재 첫 회기인 6회기에 2.0 %, 7회기에는 3.0%로 기 선과 비슷하거

나 약간의 증가를 보 으며 9회기에 12.0 %의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을 보이며 증가하 다. 

증가하던 사회  시작행동이 13회기에는 아동의 고열증상으로 7.0 %의 낮은 발생률을 보이

다 다음 회기인 14회기에는 다시 20.0 %의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을 보이며 증가하 다. 26

회기에는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의 최고 으로 25.0 %의 발생률을 보 으며 그 후에는 시

작행동 발생률이 약간의 감소를 보 으나 재기간의 평균 발생률보다 조  낮은 수 에서 

안정 인 발생률을 유지하 다.

장애유아 2의 경우, 12회기의 기 선 기간 동안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은 1.0 %(0-2.0

%)로 사회  시작행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재가 실시되면서 발생률이 증가하기 시

작하여 재기간 동안 평균 15.3%(7.0-28.0%)의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을 보 다. 기 선 

마지막 회기에는 0 %의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을 보 으나 재 첫 회기인 13회기에는 7.0

%의 증가를 보 으며 14회기에는 15 %의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로 8.0%의 증가를 보

다. 이후로 약간의 기복과 함께 차 증가하던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은 17회기에 28.0 %의 

발생률로 최고 발생률을 보 으며 19회기 25.0%의 발생률을 기 으로 조  감소하기 시작

하여 재 사회  상호작용이 안정되기 시작한 재 후반부에는 재기간의 체 인 평균 

보다 조  낮은 수 인 평균 11.7 %의 안정 인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을 나타냈다.

장애유아 3의 경우,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은 기 선 기간 동안 1.0 %(0-5.0 %)로 사

회  시작행동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10회기의 재가 실시되면서 차 발생률이 증가

하기 시작하여 재기간 동안 평균 11.7 %(0-25.0%)의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을 보 다. 

<표 - 4> 장애유아의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의 평균과 범 (%)

        실험조건
장애유아 기 선 재 유지

장애유아 1
평균
(범 )

1.8
(0-2.0)

11.9
(2.0-25.0)

11.4
(9.0-14.0)

장애유아 2
평균
(범 )

1
(0-2.0)

15.25
(7.0-28.0)

9
(5.0-14.0)

장애유아 3
평균
(범 )

1
(0-5.0)

11.7
(0-25.0)

9.6
(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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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장애유아와 래유아의 사회  시작행동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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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재 회기인 21회기부터 사회  시작행동이 증가하여 25회기에는 재기간  가장 

높은 25.0%의 발생률을 보 으며 그 이후로는 재 기간의 평균보다는 낮으나 기 선보다

는 높은 수 에서 안정 인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을 보 다.

재 효과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해 재 종료 4주 후에 유지검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  시작행동의 발생률은 세 명의 상아동 모두에게서 재 후반부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로 유지되었다.

2. 사회  상호작용

본 연구의 체 실험 조건 동안 장애유아의 사회  상호작용 발생률의 평균  범 는 

<표 - 5>에 나타난 바와 같으며, 사회  상호작용 발생률의 변화 양상은 <그림 - 2>의 그

래 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장애유아의 기 선과 재간의 변화양상을 비교해보면, 장애유

아 모두 기 선에 비해 재 기간에 사회  상호작용 발생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

며 이는 자연  재를 이용한 사회  시작행동 교수가 장애유아와 래유아 간의 사회  상

호작용에 정 인 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장애유아 1의 경우, 사회  상호작용 발생률은 기 선 기간 동안에 평균 5.0 %(2.0- 

8.0 %)로 매우 낮았으나 재가 시작된 후 차 증가하여 재기간 동안 평균 52.2 %(14.0- 

72.0 %)의 높은 사회  상호작용 발생률을 보 다. 기 선 마지막 회기인 5회기 때 5.0 %의 

사회  상호작용 발생률을 보 으나 재가 시작된 6회기에 14.0%의 사회  상호작용 발생

률을 보이며 증가하기 시작하여 지속 인 증가 양상을 보 다. 고열로 인하여 사회  시작

행동이 격하게 감소되었던 13회기에 상호작용의 발생률 역시 격한 감소를 보 으나 

재  기간에 걸쳐 약간의 기복과 함께 지속 으로 증가한 상호작용 발생률은 재 후반부

<표 - 5> 장애유아와 래유아의 사회  상호작용 발생률과 범 (%)

실험조건
장애유아

기 선 재 유지

상아동 1
평균

(범 )

5.0

(2.0-8.0)

52.2

(14.0-78.0)

47.2

(29.0-66.0)

상아동 2
평균

(범 )

4.0

(0-13.0)

47.3

(19.0-72.0)

39.2

(19.0-44.0)

상아동 3
평균

(범 )

5.4

(0-15.0)

39.1

(10.0-6.0)

44.2

(19.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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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 장애유아와 래유아간의 사회  상호작용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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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안정 이면서도 높은 발생률을 유지하 다. 기 선의 범 (2.0-8.0 %)와 재회기의 범

(14.0- 72.0%)와의 복 비율은 0%로 장애유아 1의 재효과는 높은 수 으로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

장애유아 2의 경우, 기 선 마지막 회기인 12회기 때 0%의 사회  상호작용 발생률을 

보 으나 재 첫 회기인 13회기에서 10.0 %, 14회기에서 32.0 %의 사회  상호작용을 보여 

격한 증가 경향을 보이기 시작하 으며, 16회기에 이르러서는 재 기간  제일 높은 발

생률인 72.0 %의 사회  상호작용 발생률을 보 다. 재기간 체에 걸쳐 증감을 반복하는 

기복을 보이기는 하 으나 기 선 기간 동안에 보인 평균 4 %(0-13 %)의 발생률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평균 47.3%(19.0-72.0%)의 사회  상호작용 발생률을 보 다. 기 선의 범

(0-13.0%)와 재회기의 범 (19.0-72.0 %)와의 복 비율은 0%로 장애유아 2의 재효과

는 높은 수 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아 3의 경우, 기 선 기간 동안에 평균 5.4 %(0-15.0 %)로 낮은 사회  상호작용 

발생률을 보 으나 재 기간  평균 39.1%(10.0-60.0 %)의 발생률을 보 다. 재가 시작

된 20회기에 20%로 기 선보다 약간 증가한 발생률을 보 으나 24회기에 60 %와 25회기에 

59.0 %의 사회  상호작용 발생률을 보이며 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발생률은 26회기에 

다시 37.0 %로 약간의 감소 경향을 보 으며 28회기에 다시 증가된 사회  상호작용 발생률

을 보 다. 재 반에 걸쳐 약간의 기복이 있기는 하 으나 기 선보다 높은 사회  상호

작용 발생률을 보 다.

재 효과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해 재 종료 4주 후에 유지검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유아 1과 2의 경우 각각 평균 47.2 %(29-66 %)와 39.2 %(19.0-44.0 %)

로 재기간과 비슷한 평균 발생률을 보 으나 재 후반부에 비해서는 약간 감소된 유지 결

과를 나타냈다. 장애유아 3의 경우에는 유지 5회기  2회기간 재 때보다 더 높은 발생률

을 보 으나 나머지 회기  발생률의 기복이 심하여 재기간과 비슷한 수 인 평균 44.2

%(19.0-77.0 %)의 발생률을 보 다. 

Ⅳ. 논의  제언

본 연구는 통합된 환경에서 자연  재를 이용하여 장애유아의 사회  시작행동을 교

수하고 이를 통한 장애유아의 사회  시작행동과 사회  상호작용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언어청각장애연구

266

그 결과 세 아동 모두 재 실시 후 사회  시작행동과 사회  상호작용이 증가하 으

며 장애유아의 재에 한 부수 인 효과로 일반유아의 사회  시작 행동과 사회  상호작

용도 함께 증가하 다. 한 이러한 연구결과들 모두 재 종료 4주 후까지 유지되었다. 본 

장에서는 이상의 연구 결과들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선행 연구들과 비교하며 논의하 다. 

1. 장애유아의 사회  시작행동

기 선 기간동안 상 장애유아 1, 2, 3 모두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이 매우 낮았다. 

이는 단순한 물리  통합으로는 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없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

(Rutter, 1984; Sainto, Goldstein & Strain, 1992)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세 명의 상아동들은 모두 재를 실시하면서 기 선 기간보다 높은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을 보 으며 이는 선행 연구들  시작행동에 한 교수나 진을 사용하 음에도 불

구하고 장애유아의 시작행동을 효과 으로 증진시키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Ragland, Kerr & 

Strain, 1978; Odom & Strain, 1986; Odom et al., 1985) 자연  재를 이용한 사회  시작

행동 교수는 장애유아의 사회  시작행동을 증가시키는데 정 인 결과를 산출했다는 에

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통합 상황에서 장애유아의 사회  상호작용을 연구한 

선행 연구(강혜련, 1999; 박혜진, 2000; 이수정, 2000)들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장애유아의 사회  시작행동이 증가한 이유로는 첫째, 장애유아가 사회  시작행동의 

수행 방법을 알지 못했으나 자연  재로 사회  시작행동의 방법들을 습득했을 경우와 둘

째, 사회  시작행동의 수행 방법은 알지만 상황에 하게 사용하지 못하다가 자연  재

인 우연교수, 자연  강화 등(Gresham & Elliott, 1989)에 의해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이 증

가했을 경우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증가된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이 재 후반기로 갈수록 반기와 같은 비율의 뚜렷한 

사회  시작행동 증가 경향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유아들의 래 상호작용 발생률이 증가

되면서 일정 시간 내에 시작 행동을 할 기회나 필요성이 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Lee & Odom, 1996). 즉, 기의 래유아와의 놀이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이 한 두 번의 주고

받는 활동으로 놀이가 종료되었으나 후반기로 갈수록 놀이상황이 길게 지속되어 새로운 활

동에 한 시작행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타난 상으로 설

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아의 사회  시작행동 발생률이 일반유아와 거의 비슷한 수 으

로 발생하 다. 이것은 부분의 선행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로 지 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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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아보다 일반유아의 시도가 더 높은 수 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래

유아와 장애유아간의 사회  상호작용이 상호 (social reciprocity)이기보다는 일방 인 것

이었다는 것을 시사해 왔다(Strain & Kohler, 1995). 그러므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들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 한 장애유아와 일반유아 간의 사회  상호작용의 

상호성을 입증한 결과로 앞으로의 반복연구와 후속연구들을 통하여 이러한 상호성에 향을 

미친 변인들을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장애유아와 래유아간의 사회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 기 선 기간 동안 3명의 장애유아 모두 낮은 수 의 사회  상호작용을 

보 다. 통합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유아와 래유아의 사회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다

는 본 연구의 결과는 통합이라는 상황만으로는 즉, 물리  통합만으로 장애유아의 사회  상

호작용과 같은 행동의 변화를 래할 수 없다는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이소 , 2003; 조윤

경․이소 , 2001; McEvoy, Odom & McConnell, 1992; Sainato, Goldstein & Strain, 1992; 

Odom et al., 1999)과 일치하고 물리 인 통합 상황에서 래유아는 장애유아보다 일반유아

들과 더 많이 상호작용 한다는 연구 결과(Guralnick, 1980; Guralnick & Groom, 1987; Odom 

& McEvoy, 1988)를 다시 한 번 반복 입증하 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유아에게 자연  재를 이용하여 사회  시작행동을 재하 을 

뿐 래유아에게는 사회  시작행동 는 사회  상호작용에 한 어떠한 교수 차도 시행

하지 않았으나 장애유아의 사회  시작행동에 한 재 실시 이후 교사의 진이  주어

지지 않는 자유놀이 상황에서 래유아의 장애유아를 향한 사회  시작행동의 증가를 보

다. 래유아들의 사회  시작행동은 기 선 때는 매우 낮았으며 이는 재가 없는 물리  

통합 상황에서 래유아는 장애유아보다 다른 일반유아들을 놀이 트 로 선택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Guralnick, 1980; Guralnick et al., 1996; Kopp, Baker & Brown, 1992; 

Devoney, Guralnick & Rubin, 1974). 그러나 재 시작 후 장애유아에게 사회  시작행동을 

교수한 것의 부수 인 재 효과로 장애유아를 향한 래유아의 사회  시작행동도 함께 증

가하 으며 이러한 결과에 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 Odom & Strain(1986)의 연구에서 장애유아들이 사회  상호작용과 련된 기술

들을 학습함에 따라 래들의 장애유아에 한 수용도가 높아졌으며 장애유아에 한 정

인 인식이 장애유아를 놀이 상 로 선택하는데 정 인 향을 미쳤을 수 있다. 즉, 장애

유아들을 자신들의 래 친구들과 같은 상으로 인식하는데 향을 미쳐 장애유아들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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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놀이 상 자로 선택하는 기회 증가에 향을 미쳤을 수 있다.

둘째, 장애유아의 시작행동과 반응행동, 상호작용 행동의 증가가 래아동의 사회  시

작행동에 한 자연 인 강화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애유아의 시작행동이 증가하

면서 자연스럽게 래유아의 반응행동으로 연결되면서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기 시작

하 으며, 이는 장애유아와 래유아 간의 사회  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래유아들로 

하여  장애유아를 상호작용의 트 로 인식하게 하여 장애유아를 향한 시작행동을 증가하

게 만들었을 것이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서 사회  상호작용 증가 이유로 다음과 같은 들을 추측할 수 

있다. 첫째, 자연  재를 이용한 사회  시작행동 교수가 연구에 참여한 장애유아의 사회

 시작행동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래의 반응행동에 의해 사회  상호작용의 증가를 가져

왔을 수 있다. 즉, 사회  시작행동이 단발 인 행동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사회  상호

작용을 지닌 유의한 기능을 하는 행동으로 발 되었다는 연구결과(조윤경, 2001)와 사회  

상호작용은 사회  시작행동과 이에 한 후속행동으로의 사회  반응행동으로 연결된 연결

고리와도 같은 양방향  는 상보 이라는 의견(Odom & Brown, 1993)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장애유아에게 자연  재를 이용한 사회  시작행동 교수에 한 부수

인 효과로 래유아의 사회  시작행동도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 왔는데 래유아의 증가된 

사회  시작행동이 장애유아의 반응행동에 향을 미쳐 사회  상호작용 발생률의 증가에 

향을 미쳤을 수 있다. 셋째, 증가된 장애유아의 시작행동은 장애유아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주어 사회  상호작용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일반 래유아들도 장애유아를 

항상 도움을 주어야하는 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동등한 래 놀이 상 자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사회  상호작용 발생율에 향을 미쳤을 수 있다. 즉, 장애유아가 래유아와의 

놀이 상황에서 주로 소극 인 입장 는 수동 인 입장이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극 인 놀

이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래유아와의 사회  상호작용 증가에 향을 미쳤

을 수 있다.  

3. 장애유아와 래유아간의 사회  상호작용의 유지

지 까지의 많은 선행연구들(Odom & Strain, 1986; Chandler, Lubeck & Fowler, 

1992; Strain & Kohler, 1998)에서 보고되었던 유지  일반화의 실패 즉, 교사의 진이 없

이는 발달지체 유아의 시작행동이 유지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유지기간에

도 발달지체 유아들의 사회  시작행동과 사회  상호작용이 재 후반부와 비슷하거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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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낮은 수 으로 유지되었다. 일반 으로 특정 기술이나 행동을 학습한 아동이 그 학습한 

내용을 교수 이외의 상황에 일반화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하지 못한다면 아

무리 효과 인 교수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장기 인 안목에서의 교수의 효과는 없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이소 , 1999).

재기간의 증가된 사회  상호작용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이 이 연구의 요한 의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 용된 재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먼  기존의 선행 연

구들은 연구를 해 인 으로 구성한 맥락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집단이 아닌 인

으로 만들어진 장애 아동과 일반 아동의 소그룹 환경에서의 래 상호작용을 찰하 으나

(Knapczyk, 1989; Haring & Lovinger, 1989; McEvoy et al., 1988) 본 연구에서는 자연  

재를 이용하여 장애유아와 래들의 자연스러운 교실의 일과 내에서 이들의 상호작용을 증

진시켰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 아동의 목표행동이 재의 환경과 상황에 한 

기능 인 행동(Schwartz, Atwater & McConnell, 1991; Wolery, Strain & Bailey, 1992; 

Brown & Conroy, 1997)이었다는 것이 재 효과의 유지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 으로 사회  상호작용을 한 재가 모든 변인들이 잘 통제된 실험실인 분리된 

상황에서가 아닌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고 다양한 자극들이 존재하고 다소간의 자유로운 행동

이 인정되는 자연스러운 환경인 통합반의 학  내에서 실행될 때 유지와 일반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박혜진, 2000; 이소 , 2003; 이수정, 2000; 조윤경, 2001; Chandler 

et al., 1992).

이상의 내용을 토 로 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유아 통합교육 장을 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통합 환경에서의 자연  재를 이용한 사회  시작행동 교수는 장애유아의 사

회  시작행동을 증가시키는데 요한 향을 미쳤으며 이는 장애유아와 래유아의 사회  

상호작용의 증가를 가져 왔다. 즉, 장애유아가 통합 환경 안에서 항상 수동  입장이 아닌 동

등한 래 상호작용 참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 까지의 부분의 사회  상

호작용은 장애유아의 사회  상호성(social reciprocity)의 부족으로 등한 수 의 사회  교

환(Strain & Kohler, 1995)이 아닌 일반유아 주도의 사회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장애유아도 일반유아와 동등한 입장에서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재의 필요성들

이 제안되어 왔다.

둘째, 부분의 교사들은 통합의 이념에 해서는 찬성하지만 아동에게 한 질 인 

로그램을 제공하기 한 시간, 기술, 훈련 등 자원 면에서의 부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이

소 , 1995; Scruggs & Mastropieri, 1996) 교실 환경 안에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한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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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재를 통한 사회  통합을 진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실 환

경에서 교사의 부담이 크지 않은 자연  재를 이용하여 교실의 일과 안에서 재가 이루어

지게 함으로써 교사의 부가 인 시간과 노력을 크게 요하지 않고 장애유아의 상호작용의 증

진을 가져 왔다는 에서 실제 통합 교육 장에서 장애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큰 

시사 을 남긴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유아 통합교육 장에서 실 으로 

사용 가능한 효과 인 상호작용 재 방법을 제안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자연  재의 장  

 하나인 일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활동의 맥락 안에서 재가 실시될 수 있었던 본 연

구의 재 방법은 교사들이 교육 장에서 손쉽게 용할 수 있는 효과 인 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지 까지의 선행 연구들  재기간에는 효과를 보 으나 유지되지 못하 던 

들이 지 되었는데 분리된 환경에서의 인 으로 구성된 집단의 사회  상호작용에 한 

교수는 실제 통합 교실 상황에서는 사회  상호성(social reciprocity)의 부족이 원인으로 유

지와 일반화의 어려움이 지 되곤 하 다(Strain & Kohler, 1995). 선행 연구들  유지와 일

반화에 있어 많은 제한 을 나타냈던 연구에 비하면 본 연구는 래와의 상호작용의 유지를 

진할 수 있는 변인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연 인 환경인 교실환경에서 이루어진 과 

아동의 목표행동이 재의 환경  상황에 한 기능 인 행동이었다는 으로 인하여 

재의 효과를 지속시켰다. 즉, 통합 환경 자체가 다양한 일반화의 요소들을 이미 지니고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는 교사들이 행동의 유지를 한 별도의 

재를 고려하지 않아도 유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 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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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1> 장애유아  래유아가 시작한 사회  상호작용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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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Social Initiation Training Using the 

Naturalistic Intervention on Social Interactions of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with Their Peers

Ji  Young Kim
(Gokkyo Day Care Center)

So Hyun Lee
(Dept. of Special Education, Ewha Womans Unviersity)

The acquisition of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is a very important task for children in 

their early development. Most children learn the skills to interact with peers in preschool 

years. But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have difficulty in peer social 

interactions because of the lack of social skills. It has been noted that the lack of social 

initiation skills of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might be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obstructs their reciprocal interactions with peers. Therefore, the early 

intervention for initiating social interactions in the inclusive settings has been considered 

as an important intervention strategy for increasing peer social intera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ocial initiation training using the naturalistic 

intervention for three preschoolers with developmental delay toward their peers in an 

inclusive classroom. This study used the multiple baseline design across subjects. Four 

weeks after the intervention was completed, maintenance effects were evaluated in the same 

setting as the baseline condition. Results from the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social 

initiation skills of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toward peers without disabilities 

were increased after the application of naturalistic intervention for social initiative behavior. 

Second, social inter- actions between young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mental delay 

were increased through the naturalistic intervention for social initiative behavior. Third, 

increased social initiation skills and social interactions of the young children with develop-

mental delay were maintained four weeks after the intervention was completed.

Implications for facilitating social interactions between children with and without develop-

mental delay in the inclusive preschool environment were discussed.

Key Words: preschoolers, developmental delay, inclusion, naturalistic intervention, social 

initiation, social inter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