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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근거기반 중재로서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발달지연 유

아의 놀이를 증진시키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 발달지연 유아의

놀이 중재 효과를 확인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신체적, 언어적 촉구

와 직접적인 시연이 필요한 전통적인 방식의 중재를 주로 적용하

였으며, 대안적인 방식으로서 1인칭 관점(Point-of-View) 비디오

모델링 중재를 적용한 놀이 중재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

재가 발달지연 유아의 운동 놀이 행동과 언어 놀이 행동을 증가시

키고, 비디오모델링이 철회된 후에도 놀이 행동이 유지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사설 ABA 기관에 등록

하고 있는 만 3~4세 발달지연 유아 3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이들을 대상으로 참여자간 중다 기초선 설계를 이용하여 1인

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적용하고 놀이 행동으로 운동 놀이

행동과 언어 놀이 행동을 측정하였다.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는 기초선, 중재, 철회 단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놀이 행동은

두 가지 놀이 상황(주방 놀이, 주차장 놀이)에서 주 2~3회 관찰되

었다. 기초선 단계에서는 어떠한 중재도 적용하지 않고 유아의 놀

이 행동을 관찰하였으며, 중재 단계에서는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

링 중재가 각 유아에게 적용되었다. 철회 단계에서는 1인칭 관점

비디오 시청을 중단하고 다시 기초선과 같은 조건에서 유아의 놀

이 행동을 관찰하였다. 부분간격 기록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운동

놀이 행동과 언어 놀이 행동의 간격비율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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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는 발달지연 유아의 운동

놀이 행동을 증가시키고, 철회 후에도 운동 놀이 행동을 유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선 단계에서 연구 참여 유아 모두 운동 놀

이 행동이 낮은 수준이었으나 중재를 적용한 이후 전반적으로 운

동 놀이 행동이 증가하였고, 철회 후에도 기초선보다 더 높은 수

준으로 유지되었다. 이 결과는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발달지연 유아가 새로운 형태의 운동

놀이 행동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는 발달지연 유아의 특성에

따라 언어 놀이 행동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명의 유아는 중재 단계에서 언어 놀이 행동이 기초선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한 명의 유아는 그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 결과는 비디오 기반의 교수에 대한 유아의 반응성과 민감성에

따라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의 언어 놀이 행동에 대한 효

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유아의 놀이 행동에

대해 효과적인 중재임을 검증하고, 어린 발달지연 유아에 대해 비

디오모델링 중재의 효과를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비디오모델링의 여러 유형 가운데 유아의 주의를 목표 행동에 더

욱 집중시킬 수 있는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의 효과를 확인하는

새로운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주요어 :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발달지연 유아, 놀이 행동, 운동

놀이 행동, 언어 놀이 행동, 근거기반 중재

학 번 : 2014-2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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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발달지연이란 대·소근육 운동, 언어, 인지, 사회성, 일상생활 동작과 같

은 발달 영역들 중에서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심각한 지연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Shevell, Ashwal, & Donley, 2003). 전세계적으로 만 3세 이하의

영유아 중 약 13%가 발달지연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osenberg,

Zhang, & Robinson, 2008). 발달지연을 보이는 영유아는 대개 만 1세부

터 신체, 언어, 사회성 발달에서 일반 영유아와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

며 한 단어 발화 시기와 걷는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달지연 영유아는 일반 영유아에 비해 눈맞춤이 간헐적이고 낯가림 행

동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달지연 영유아의 약 60%가 감각처리

에도 이상을 보인다(윤지현·송종근·송동호·김영기·김성우·정희정, 2005;

이경숙·정석진·박진아, 2016; Cicchetti & Beeghly, 1990).

발달지연을 보이는 유아는 신체, 언어, 인지, 사회성 발달 영역에서의

지연과 더불어 놀이에서의 결함이 나타난다. 발달지연 유아의 놀이를 관

찰한 연구결과, 유아는 주로 기능적인 놀이를 하였으며, 또래 영유아의

놀이에 비해 상징 놀이가 더 적게 나타났다(Thiemann-Bourque, Brady,

& Fleming, 2012). 또한 발달지연 유아의 경우 감각처리에 이상을 보이

는 유아의 비율이 높아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등 감각을 충족시키

기 위해 일반 영유아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발달시

킨다(이경숙 외, 2016). 발달지연 유아의 상징 놀이 부재, 반복적인 행동

패턴은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박탈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인 고립을 가져올 수 있다(Jung & Sainato, 2013; Lillard, Saracho, &

Spodek, 1998; Schreibman & Charlop-Christy, 1998). 따라서 발달지연

유아를 대상으로 혼자 놀이를 시작하는 이른 시기부터 적절하게 놀잇감

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발달지연 유아를 위한 조기 중재 영역에서 과학적으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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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중재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근거기반 중재(Evidence-based

Intervention)라는 개념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Odom,

Collet-Klingenberg, Rogers, & Hatton, 2010). 근거기반 중재는 개별적

이고 특수한 요구가 있는 대상자들의 교육 및 중재에 대한 효과적인 성

취를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교수 및 지도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Odom et al., 2010). 근거기반 중재의 효과는 중재 절차를

검증하는 개별적인 연구의 반복과 축적을 통해 구축될 수 있다.

근거기반 중재를 구축하는 연구 방법론으로서 교육학, 심리학 등 응용

연구와 임상 연구 분야에서는 단일대상연구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Noortgate & Onghena, 2003). 단일대상연구는 현장에 기초한 실험적

연구로 중재의 효율성을 반복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며, 독립변인과 종속

변인 사이의 기능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Horner, Carr, McGee,

Odom, & Wolery, 2005; Kazdin, 2016). 단일대상연구의 장점은 한 명

또는 몇 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통제와 무선할당이 적용된

집단 간 비교 연구보다 더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중재 절차의 효과를 확

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단일대상연구를 다른 대상자에게 반복적으

로 적용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효과적인 중재 절차가 마련

된다는 장점이 있다(Kazdin, 2016).

사회적으로 중요한 개인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응용행동분석

(Applied Behavior Analysis)에서는 발달지연 유아의 놀이 증진을 위해

개별 시도 훈련(Discrete Trial Training), 중심축 반응 훈련(Pivotal

Response Training), 모델링(Modeling) 등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이용되

어 왔다. 그 중에서도 모델링 방식의 하나인 비디오모델링(Video

Modeling) 중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tahmer, Ingersoll, & Carter,

2003).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사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비디오의 촬영,

재생, 저장, 편집이 어느 때보다 쉽고 유용해졌으며 비디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중재 방법들의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김정일, 2004; Fragale,

2014). 비디오모델링 중재는 시청자가 타인의 행동이나 자신의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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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를 통해 관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이나 자조 기술, 놀

이 기술 등을 학습하도록 돕는 중재 방법이다(Bellini & Akullian, 2007;

Reichow & Volkmar, 2010; Wang & Spillane, 2009). 비디오모델링 중

재는 개별 시도 훈련, 중심축 반응 훈련, 그 외 모델링 중재와는 달리 중

재자가 유아에게 언어적 촉구나 신체적 촉구를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없

으며, 놀이 행동의 시연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비디오모델링 중재는 응용행동분석에 기반한 여러 중재들 중에서 비용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중재이다(Charlop-Christy & Freeman, 2000;

Stahmer et al., 2003).

여러 가지 유형의 비디오모델링 중에서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은 비

디오를 통해 목표로 하는 행동을 완수하는 두 손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발달지연 유아가 더 쉽게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도를 제

공한다(McCoy & Hermansen, 2007; Tetreault & Lerman, 2010).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은 유아가 목표 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에만 주의

를 기울이도록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의해 쉽게 주의가 분산되는 발

달장애 유아의 놀이 행동과 놀이 중 언어 교수에 효과적인 중재임이 확

인되었다(Hine & Wolery, 2006; Scheflen, Freeman, & Paparella, 2012;

Tereshko, MacDonald, & Aheam, 2010).

그러나 국내 비디오모델링 연구들은 주로 대상 아동을 비디오의 모델

로 하는 비디오 자기 모델링이나 또래 아동을 비디오의 모델로 하는 비

디오 또래 모델링 유형을 주로 적용해왔으며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유형을 적용한 놀이 중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학령기

에 있는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자조 기술, 수

업 참여 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을 중재의 목표로 하고 있어 발달지연 유

아를 대상으로 비디오모델링 중재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

이었다(강미영·김진희, 2012; 권보은·강영심, 2010; 배새하·김은경, 2015;

이소라·문현미, 2011; 최진혁·최문경·한윤선, 2015).

본 연구에서는 근거기반 중재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방법론인 단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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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서 발달지연 유아를 대상으로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놀

이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발달지연 유

아의 놀이 행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적절한 놀이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근거기반의 중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

육 및 중재 현장에서 발달지연 유아의 놀이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

육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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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발달지연 유아의 특성

과 놀이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발달지연 유아의 놀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근거기반 중재에 대해 살펴보고, 근거기반 중재로서 비디오모델링

의 여러 유형들 가운데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놀이 행동에 미

치는 효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1. 발달지연 유아의 특성과 놀이

1) 발달지연 유아의 특성

발달지연은 생애 초기 발달 단계부터 발현되기 시작하여 생후 2년 이

내에 임상적 특징이 확인되며 영유아기에 가장 많이 진단되는 정신건강

문제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2013; 이경숙 외,

2016). 발달지연은 대·소근육 운동, 언어, 인지, 사회성, 일상생활 동작과

같은 발달 영역 중 두 개 이상의 영역에서 심각한 지연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Bellman, Byrne, & Sege, 2013). 5세 이하의 아동에게서 위의

두 개 이상의 영역에서 또래 수준보다 2 표준편차 이상 발달이 지연되는

경우에 전반적 발달지연(Global Developmental Delay)으로 진단한다

(APA, 2013; Shevell et al., 2003). 전세계적으로 만 0~3세 영유아 중 발

달지연은 13% 정도이고, 만 5세 이하의 유아 중 전반적 발달지연으로

진단받은 유아는 약 1~3%인 것으로 나타났다(Rosenberg et al., 2008).

전반적 발달지연으로 진단받은 유아의 약 1%는 자폐성 장애를 동반하며

약 1~2%는 학습 장애를 동반한다(Bellman et al., 2013).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발달지연 영유아는

매우 이른 만 1세 때부터 신체, 언어, 사회성 발달에서 일반 영유아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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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타나기 시작한다(이경숙 외, 2016). 첫 단어 발화의 시기나 첫 걷

기 시기가 늦어지고 낯가림 행동과 눈맞춤의 빈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이경숙 외, 2016; Cicchetti et al., 1990). 발달지연 유아에 대해 양육자

가 주로 호소하는 문제는 언어 지연, 상호작용의 저조, 전반적인 지연,

또래 관계 형성 및 사회성 부족, 과잉 행동과 주의 산만이며, 만 2세 경

에도 의미 있는 말을 하지 못하거나 또래에 비해 언어가 지연되고 있음

이 관찰될 때 양육자가 문제를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이경숙 외, 2016).

발달지연 유아는 여러 발달 영역에서의 지연뿐만 아니라 감각처리 문

제를 겪는다. 발달지연 영유아의 약 60%가 감각처리에서의 이상을 보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경숙 외, 2016). 36개월 미만의 발달지연 영유아

에게서는 청각적 감각에 대한 처리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6개월 이상의 발달지연 영유아에게서는 감각에 대한 과소 반응, 특정한

자극을 찾는 행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지현 외, 2005).

최근 들어 발달지연의 위험을 안고 태어나는 영유아의 수가 많아지는

추세인데 이는 의학적 발달에 따라 저체중 출생아, 조산아, 외상성 뇌 손

상 유아의 생존률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김지선·김태현·최윤정·

한윤교·정한영, 2005). 염색체 이상, 독성 물질 노출, 가계력 등 발달지연

을 유발하는 변인들은 매우 다양하다(First & Palfrey, 1994).

발달지연은 지적장애, 자폐, 뇌성마비, 언어장애와 같은 발달장애나 학

습 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예후가 불확실하다(Shevell,

Majnemer, Patt, Webster, & Birnbaum, 2005; Sices, Feudtner,

McLaughlin, Drotar, & Williams, 2004). 미국의 종단 연구 결과, 영유아

기 발달지연은 아동, 청소년기의 공격성, 비행, 학업,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 행동 및 사회적 부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Rosenberg et al., 2008). 발달지연과 관련된 증상들은 시간이 지나도 지

속되거나 더 심각해질 수 있으며 주의력 결핍, 심리적 위축, 분노 발작과

같은 다양한 임상적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Cicchetti, 1993; Fel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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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kinson, Foti-Gervais, & Condillac, 2004).

발달지연이 전생애에 걸쳐 발달 영역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확인되면서 조기 진단 및 체계적인 근거 기반의 중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학습은 축적되며 이전의 발달 단계가 다음의 연속된

발달 단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달지연 유아를 위한 조기 중재는

매우 중요하다(Bellman et al., 2013). 3세 이하의 발달지연 유아를 대상

으로 집중적인 중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영유아가 가진 발달적 잠재력

을 극대화할 수 있다(Bellman et al., 2013).

2) 발달지연 유아의 놀이

일반적으로 유아기 아동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

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배워나간다(Ashiabi, 2007). 놀이는 발달 과정

의 중요한 일부분이며 유아가 환경을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영유아기에 나타나는 놀이는 일련의 단계를 따라 나타난다(Belsky

& Most, 1981). 영아기에는 구강 감각을 추구하는 놀이와 단순한 놀잇감

을 조작하는 놀이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인지하는 기능적 놀이가 나타난다. 이후 탈맥락적 놀이가 증가하

고 상징 놀이 또는 가상 놀이가 나타나며 점차 놀이의 수준이 향상된다

(Libby, Powell, Messer, & Jordan, 1997). 일반적으로 상징 놀이와 가상

놀이는 18~24개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상징 놀이는 인형을 사용하

거나 캐릭터와 동작의 결합으로 시작된다. 놀이와 관련된 주제를 기반으

로 말이나 행동을 협응시킴으로써 기능적 놀이가 상징 놀이로 확장된다

(Russ & APA, 2014).

발달지연을 보이는 유아의 놀이를 관찰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발달지연

유아는 또래 유아에 비해 주로 기능적 놀이를 하였으며 간헐적으로 상징

놀이가 나타나 놀이 수준에서의 지연이 확인되었다(Thiemann-Bourque

et al., 2012). 이는 언어와 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놀잇감을 상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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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지고 놀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와 인지적 토대를 발달시키

지 못하기 때문이다(Thiemann-Bourque et al., 2012). 놀이 수준은 언어

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한 단어를 사용하는 유아가 단어를 사

용하지 못하는 유아보다 더 상징 놀이에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isert & Lamorey, 1996). 또래 유아에 비해 언어 능력이 지연된 발달

지연 유아의 경우 모방을 통해 기능적 놀이는 학습할 수 있지만 동작과

언어를 상황에 맞게 협응시켜야 하는 가상 놀이나 상징 놀이에서 발달이

제한될 수 있다(Russ et al., 2014).

발달지연을 보이는 유아의 경우 약 60%가 감각처리 이상을 동반하는

데 가장 많이 보이는 문제는 청각 처리와 전정 처리, 특정 자극을 찾는

행동이다(윤지현 외, 2005; 이경숙 외, 2016). 이는 발달지연 유아의 감각

처리 문제가 유아의 놀이 수준의 향상을 방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감

각처리에서의 결함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방해하고

유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더 복잡한 놀이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Bundy, Shia, & Miller, 2007). 발달지연 유아의 감각처리 문제는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유아들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발달시키며, 적절한 놀이 기술을 학습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기

회를 박탈한다(이경숙 외, 2016). 많은 연구자와 교사의 보고에 따르면

자폐 성향을 보이는 발달지연 유아의 경우 놀잇감을 반복적으로 돌리거

나 입에 넣는 것과 같은 비전형적 행동을 자주 보이며 이러한 행동들은

놀이 기술을 교수하려는 교사의 시도를 방해하였다(Bak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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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달지연 유아의 놀이 증진을 위한 근거기반 중재

근거기반 중재란 중재에 대한 효과적인 성취를 위하여 과학적으로 검

증된 교수 및 지도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Odom et al.,

2010). 근거기반 중재로서 응용행동분석 분야는 1960년대부터 중재 절차

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축적해왔으며,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중재 절

차를 선정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중재 절차를 실시할 것을 강조하

고 있다(Slocum, Detrich, Wilczynski, Spencer, Lewis, & Wolfe, 2014).

검증된 중재 방법에 대한 필요성은 발달장애, 자폐성 장애, 발달지연 영

유아를 위한 조기 중재 영역에서도 강조되고 있다(Odom et al., 2010).

1) 응용행동분석에서의 놀이 행동 측정

근거기반 중재를 구축해온 응용행동분석(Applied Behavior Analysis)

은 과학으로서 개인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동

법칙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며 행동의 변화와 통제 변인 사이의 기능적 관

계를 밝히는 분야이다. 응용행동분석에서는 놀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

재에 앞서 유아의 놀이를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놀이 행동(Play

behavior)을 관찰한다. 놀이 행동은 놀잇감이나 사물을 가지고 하는 신체

적 움직임을 의미하는 운동 행동과 놀이와 관련된 음성 반응을 의미하는

언어 행동으로 나누어 측정한다(Dueñas, Plavnick, & Bak, 2019;

MacDonald, Sacramone, Mansfield, Wiltz, & Ahearn, 2009; Paterson &

Arco, 2007; Boudreau & D’Entremont, 2010). 국외 선행연구에 따르면

운동 행동은 ‘Play action’, ‘Motor behavior’, 언어 행동은 ‘Vocalization’,

‘Verbal behavior’, ‘Play statement’로 명명한다(Boudreau et al., 2010;

Dueñas et al., 2019; MacDonald et al., 2009; Paterson et al., 2007). 운

동 행동과 언어 행동은 응용행동분석에서 놀이 중재의 종속 변인이자 놀

이 행동의 측정 단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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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놀이 증진을 위한 응용행동분석 중재

발달지연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 행동을 중재하는 것은 언어와 사회성

발달에 있어 중추적 행동을 형성하는 것이며, 놀이 행동에 대한 중재는

조기 행동 중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Dupere, MacDonald, &

Ahearn, 2013). 발달지연 유아의 놀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근거기반 중재

를 구축해온 응용행동분석 분야에서는 다양한 접근 방식이 이용되어 왔

다(Stahmer et al., 2003). 자폐성 장애, 발달장애, 발달지연 유아를 대상

으로 놀이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개별 시도 훈련(Discrete

Trial Training), 중심축 반응 훈련(Pivotal Response Training), 모델링

(Modeling)과 같은 방법들을 적용해왔다(Stahmer et al., 2003).

(1) 개별 시도 훈련(Discrete Trial Training)

개별 시도 훈련은 개인의 구체적인 행동 레퍼토리를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교수 방법으로 중재자가 학습 환경을 최대한 구조화하고 통제

함으로써 유아의 주의를 분산시킬만한 자극을 최소화하여 교수하는 방법

이다(Stahmer et al., 2003). 놀이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별 시도 훈

련은 통제된 상황에서 중재자가 유아에게 특정한 놀이 행동을 직접적으

로 교수한다. 개별 시도 훈련은 중재자가 교수 자료를 선택하며, 유아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행자극의 제시가 명확하다. 유아가 중재자의

놀이 행동을 모방하도록 하거나 중재자의 언어적 지시에 반응하도록 하

고 촉진, 용암, 체계적 강화를 사용하여 새로운 놀이 행동의 레퍼토리를

습득하도록 돕는다. 개별 시도 훈련을 통해 단순한 조작적 놀이부터 복

잡한 주제가 있는 놀이까지 다양한 유형의 놀이를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으며, 이렇게 습득된 놀이 행동은 시간이 지나도 유지되고 새로운 환

경에서도 일반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Nuzzolo-Gomez, Leonard,

Ortiz, Rivera, & Gre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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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축 반응 훈련(Pivotal Response Training)

중심축 반응 훈련은 개별 시도 훈련에 비해 더 자연스러운 행동적 중

재 방법이다(Stahmer et al., 2003). 행동적 중재가 발달하고 변화함에 따

라 아동을 둘러싼 자연스러운 환경 안에서 중재하는 것이 더욱 강조되었

다(Koegel, Koegel, Harrower, & Carter, 1999). 중심축 반응 훈련은 중

재자의 통제와 구조화의 정도가 비교적 유연하여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아동의 특성에 따라 환경 구성과 놀잇감 및 교수 자료의 선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중심축 반응 훈련은 중재자에 의해 구조화되는 개별 시도

교수와 교수 기회가 아동의 행동이나 환경에 매우 의존적인 우연적 교수

(Incidental Teaching) 사이에 있으며, 아동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증가시키도록 고안되었다(Lydon, Healy,

& Leader, 2011). 중심축 반응 훈련은 아동이 활동이나 교수 자료를 선

택하도록 기회를 주고 목표 반응뿐만 아니라 아동의 적절한 시도와 반응

들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 중심축 반응 훈련을 통해 조작 놀이, 상징 놀

이, 사회역할 놀이 등 다양한 놀이 수준에서 놀이 행동을 효과적으로 중

재할 수 있으며, 이렇게 습득된 놀이 행동이 유지 및 일반화되는 것이

확인되었다(Nikopoulos & Keenan, 2004)

(3) 모델링(Modeling)

모델링은 놀이 행동과 놀이와 관련된 언어를 포함하는 장면을 모델이

직접 반복적으로 시연하는 것을 유아가 관찰 학습함으로써 놀이 기술을

학습하도록 돕는 중재이다(Stahmer et al., 2003). 모델링을 통해 놀이 기

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발달적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교수할 수 있다

(Charlop, Schreibman, & Tryon, 1983). 모델링에는 놀이와 관련된 운동

행동뿐만 아니라 각본이 있는 언어 행동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연속

적인 단계가 있는 놀이, 놀이와 관련된 성인이나 또래와의 사회적 의사

소통과 상호작용이 포함될 수 있다(Goldstein & Cisa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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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모델링 중재

앞서 언급한 개별 시도 훈련, 중심축 반응 훈련, 모델링과 같은 전통적

인 방식의 응용행동분석 중재들은 발달지연 유아를 대상으로 중재자가

일대일로 상호작용하여야 하며 언어적 촉구, 신체적 촉구, 놀이 행동의

시연을 직접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놀이 행동에 대한 촉구나 시연은

수 회기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시도 훈련, 중심축 반응 훈련, 모델링과 같은 중재들은 놀이 행동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비용이 따른다(Charlop-Christy et al., 2000;

Stahmer et al., 2003).

전통적인 방식의 중재들은 일반적으로 강화의 원리를 사용하므로 적절

한 놀이 행동 뒤에 강화제를 제공한다. 강화제는 음식, 노래, 놀잇감, 칭

찬, 사회적인 관심 등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새로운 놀이 행

동을 형성하고 그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만큼 적절한 강화제를 찾기

가 어려운 발달지연 유아를 대상으로 할 경우 전통적인 방식의 중재들보

다 비디오모델링이 더 효과적 중재 방법이 될 수 있다(Charlop-Christy

et al., 2000; Stahmer et al., 2003).

(1) 비디오모델링 중재의 정의와 특성

비디오모델링이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방법 중의 하

나로 비디오를 보는 시청자가 비디오를 통해 모델이 보여주는 특정한 행

동이나 기술을 보고 따라함으로써 관찰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비디오모델링은 1980년대부터 근거기반 중재로서 발달장애 아동

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Bellini et al., 2007;

Burton, Anderson, Prater, & Dyches, 2013; Charlop & Milstein, 1989;

Fragale, 2014; Reichow et al., 2010; Wang et al., 2009).

비디오모델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 아동이 시각적 정

보 처리에 강점을 보인다는 특성을 반영한다(강미영 외, 2012).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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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를 기대하는 바람직한 사회적 행동이나

자조 기술들을 비디오를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달장애 아동이

자신에게 기대되는 행동에 대한 시각적 자극을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둘째, 발달장애 아동은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는데 비디오모델링은 비

디오에 제시된 환경에 실제로 아동을 노출시킴으로써 일반화의 어려움을

보완한다(Browning & Nave, 1993). 비디오모델링은 비디오 시청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비디오를 시청한 직후에 실제로 목표

행동을 해볼 수 있도록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기회를 마련해주는 절차

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비디오 장면에서 실제 환경으로 전이가 용이하도

록 돕는다는 장점이 있다. 비디오모델링 중재는 직접 시연하는 모델링보

다 새로운 기술의 습득 효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자

극에 대한 일반화 효과가 더 크다(Charlop-Christy et al., 2000)

셋째, 비디오모델링은 아동이 집중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단서들만 비디

오에서 제시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제시한다(Charlop-Christy et al.,

2000). 발달지연 유아의 경우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에서 주의를 분산시

키는 부적절한 자극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비디오모델링은 아동의

주의 집중을 높이고 학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비디오모델링은 촉구, 강화와 같은 다른 절차들과 함께 중재 패

키지의 일부로서 사용될 수 있어 적용이 용이하다(Ezzeddine, DeBar, &

Reeve, 2020). 중재 전략은 한 가지만 사용할 때보다 여러 중재 전략이

함께 사용되었을 때 더 효과가 있다. 대상 아동의 특성과 교육 환경을

고려하여 중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비디오모델링 중재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다.

다섯째, 비디오모델링은 모델이 직접 시연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한 번만 촬영하여 녹화해두면 언제, 어디서나 여러 명의 아동을 대상으

로 반복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므로 비용적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적인 중

재이다(Wilson, 2013; Nikopoulos & Keenan, 2006). 최근 들어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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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태블릿 PC와 같이 휴대가 용이한 디바이스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영상의 촬영과 편집, 재생이 비교적 간편하여 발달지연 유아를 위한 비

디오모델링 중재 절차를 고안하는 것이 용이하다.

(2) 비디오모델링이 놀이 행동에 미치는 효과

비디오모델링 중재는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Cihak, Smith,

Cornett, & Coleman, 2012), 학업 기술(Burton et al., 2013), 일상생활 기

술(Cihak, Fahrenkrog, Ayres, & Smith, 2010) 등 발달 영역 전반에 걸

쳐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특히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발달장애 아동

의 놀이 행동의 향상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보고되어왔

다. 응용행동분석 기반의 중재는 놀이 행동을 놀이와 관련된 운동 행동

과 언어 행동으로 구분하여 관찰 및 측정하였으며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통해 새로운 놀이 행동을 습득하고 유지, 일반화하며 언어 행동을 포함

한 가상 놀이와 사회적 상호작용의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통해 자폐성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놀이 운

동 행동과 놀이 언어 행동을 향상시키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

다. Sancho와 동료들(2010)의 연구에 따르면 만 5세 아동 2명을 대상으

로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놀이 기술의 획득과 유지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Lydon과 동료들(2011)는 만 3~6세 아동 5명을 대상으로 중

심축 반응 훈련과 비디오모델링 중재의 효과를 비교하였으며 두 가지 중

재 방법 모두 놀이 기술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Ateno

와 동료들(2003)의 연구에 따르면 만 3세 여아 1명을 대상으로 비디오모

델링 중재가 비디오에서 시연된 운동 행동과 언어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

킨 것이 확인되었다. Paterson과 동료들(2007)의 연구에 따르면 만 6~9세

아동 2명을 대상으로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놀잇감 놀이 운동 행동과 언

어 행동을 향상시켰으며 반복적인 운동 행동과 언어 행동은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MacDonald와 동료들(2005)의 연구에 따르면 학령기 아동

2명을 대상으로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언어적 시나리오를 포함하는 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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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상 놀이 행동들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Scheflen와 동료

들(2012)의 연구에 따르면 만 3~5세 유아 4명을 대상으로 놀잇감을 가지

고 하는 기능적인 놀이와 놀이 중 적절한 언어 교수에 비디오 모델링이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디오모델링 중재는 자폐성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 행동을 포함

하는 놀잇감을 가지고 하는 가상 놀이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또래나

형제와 함께하는 상호작용적 놀이, 사회적 의사소통을 증진한다. 이를 확

인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Ezzeddine과 동료들(2020)의 연구에 따르

면 만 5~9세 아동 6명을 대상으로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통해 또래 아동

과의 놀이 관련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MacDonald

와 동료들(2009)의 연구에 따르면 만 5~7세 아동 2명을 대상으로 비디오

모델링 중재를 통해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또래 아동과의 상호작용적 역

할 놀이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Reagon와 동료들(2006)의 연구에

따르면 만 4세 남아 1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더 나이 많은 형제와 다른

또래가 모델로 등장하는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통해 형제를 놀이 파트너

로 하여 형제와의 가상 놀이 기술을 교수하는 것이 효과적임이 확인되었

다. Charlop-Christy와 동료들(2000)의 연구에 따르면 만 7~11세 아동 5

명을 대상으로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아동의 혼자 놀이를 증가시키고 대

화 기술을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Nikopoulos와 동료들(2004)의

연구에 따르면 만 7~9세 아동 3명을 대상으로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통해

놀이에 참여하는 타인에 대한 언어를 포함하는 상호작용과 적절한 놀이

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김정일(2004)의 연구에 따르면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비디오모델링을 통해 놀이와 관련된 언어 행동, 운

동 행동, 놀이 지속시간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비디오모델링 중재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자폐성 장

애로 진단받은 만 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와 관련된 행동을 관

찰하였고 더 어린 만 3~4세 발달지연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 행동을 중재

하는 비디오모델링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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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더 어린 만 3~4세 발달지연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와 관련된

운동 행동과 언어 행동에 대한 비디오모델링 중재의 효과를 확인함으로

써 자폐성 장애로 진단받은 아동뿐만 아니라 발달지연을 보이는 유아에

게도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효과가 있음을 밝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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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놀이 행동에 미치

는 효과

비디오모델링 중재에는 (1) 성인이 모델인 비디오모델링, (2) 또래가

모델인 비디오 또래 모델링, (3) 시청자가 모델인 비디오 자기 모델링,

(4) 시연하는 모델의 관점에서 손이나 물건만 등장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상대방만 등장하는 1인칭 관점(Point-of-view) 비디오모델링과 같은 유

형이 있다(McCoy et al., 2007). 이 중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에서 비디오를 시청

하는 유아는 특정한 환경만을 보거나 특정한 기술을 완수하는 두 손만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구도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한하고 목표 행동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에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데 더 효과적이다

(Tetreault et al., 2010). 따라서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는 발달지

연 유아가 목표 행동의 모방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도를

제공한다(McCoy et al., 2007). 게다가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는

특정한 기술을 시연하는 모델의 특성을 결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재자

의 관점에서도 용이하다(Hine et al., 2006).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은 자폐성 장애 아동의 사회적 기술, 자조 기

술과 같은 새로운 행동의 교수와 문제 행동의 감소에 효과적일 뿐만 아

니라 자폐성 장애 유아의 놀이 행동 중재에도 효과적이다(Hine et al.,

2006; Schreibman, Whalen, & Stahmer, 2000; Shipley-Benamou,

Lutzker, & Taubman, 2002). Hine과 동료들(2006)은 만 3세 자폐성 장

애 유아 2명을 대상으로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놀이

행동을 교수하고 그 행동이 일반화되는가를 확인하였다. 정원 놀이와 주

방 놀이에 적합한 놀이 행동을 비디오를 통해 보여주고 유아의 놀이 행

동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통해 새로운

놀이 행동을 형성하였으며 비디오가 철회된 후에도 놀이 행동이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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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비디오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놀잇감에 대한 일반화 효

과가 확인되었다. 새로운 교실이라는 환경에 대한 일반화 효과는 정원

놀이에서만 확인되었으나 주방 놀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가지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

의 비디오모델링에 비해 놀이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였다(Mason, Davis, Boles, & Goodwyn, 2013).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주

의 집중의 어려움과 관점의 전이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지연 유아에게 1

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놀이 행동에 효과적인 중재 방법임을 밝

히고자 한다. 게다가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비디오모델링 중재와 더불어

강화와 촉구의 전략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가 많다(Ezzeddine et al.,

2020; MacDonald et al., 2009). 따라서 발달지연 유아를 대상으로 강화

와 촉구의 다른 전략들을 사용하지 않고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

의 독립적인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놀이

행동을 증가시키는 데 효율적인 중재 방법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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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와 용어의 정의

발달지연 유아의 놀이 행동과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에 대한 선행연

구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

하고 관련 용어를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발달지연 유아의 놀이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설정

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발달지연 유아의 운동

놀이 행동을 증가시키고, 중재를 철회한 후에도 행동이

유지되는가?

[연구문제 2]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발달지연 유아의 언어

놀이 행동을 증가시키고, 중재를 철회한 후에도 행동이

유지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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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어의 정의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포함된 주요 용어인 발달지연 유아,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 운동 놀이 행동, 언어 놀이 행동은 관련 선행연구들

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발달지연 유아

발달지연 유아란 대·소근육 운동, 언어, 인지, 사회성, 일상생활 동작과

같은 발달 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심각한 지연을 보이는 유아를

의미한다(Shevell et al., 2003). 본 연구에서 발달지연 유아는 언어, 인지,

사회적응행동 영역 중 2개 이상의 영역에서 지연을 보이는 만 3~4세 유

아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언어, 인지, 사회적응행동의 표준화된 검사

결과를 통해 언어 능력이 또래 평균 수준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인

지 또는 사회적응행동 검사 점수가 또래 평균 수준보다 1 표준편차 이상

낮은 경우 해당 발달 영역에서 지연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2)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란 시청자가 비디오를 통해 모델이 보여

주는 특정한 행동이나 기술을 보고 모방함으로써 관찰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재 유형 중의 하나로 시연하는 모델의 시점에서 손이

나 물건만 등장하거나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이 등장하는 유형의 중재를

의미한다(McCoy et al., 2007; Reichow et al., 2010). 본 연구에서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는 주방 놀이나 주차장 놀이를 하는 모델의 시점

에서 비디오를 촬영하여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 행동을 하는 손과 놀잇

감, 음성 반응만을 포함하는 비디오를 유아에게 보여주고 비디오 시청이

끝난 직후 비디오에 나온 놀잇감을 제시하고 유아의 놀이 행동을 관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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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재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3) 운동 놀이 행동(Motor play behavior)

운동 놀이 행동은 구조화된 상황에서 제시된 놀잇감과 상황에 적절한

신체적 움직임을 의미한다(Paterson et al., 2007). 본 연구에서 운동 놀

이 행동은 교실에서 제시되는 주방 놀이 또는 주차장 놀이 놀잇감과 그

상황에 맞는 신체적 움직임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자극추구 행동이

나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행동 패턴,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운동 행

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방 놀이 상황에서 과일 놀잇감을 자

르거나 요리를 하거나 물을 마시는 척하는 행동은 운동 놀이 행동에 포

함하지만 주방 놀이에 구성된 문을 반복적으로 열었다가 닫거나 가스레

인지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4) 언어 놀이 행동(Verbal play behavior)

언어 놀이 행동은 구조화된 상황에서 제시된 놀잇감과 상황에 적절한

음성 반응을 의미한다(Paterson et al., 2007). 본 연구에서 언어 놀이 행

동은 교실에서 제시되는 주방 놀이 또는 주차장 놀이 놀잇감과 그 상황

에 맞는 음성 반응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구강 자극 추구 행동이나

반복적이고 제한적인 언어 행동, 지연된 반향어, 맥락에 맞지 않는 부적

절한 언어 행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 자

동차를 가지고 도로를 따라가면서 “빵빵”이라고 하거나 미끄럼틀을 따라

자동차로 내려가면서 “내려가”와 같은 음성 반응은 언어 놀이 행동에 포

함하지만 주차장 놀이의 맥락과 다르게 숫자를 세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

과 같은 반향적 음성 반응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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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과 절차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

과 절차를 이용한다.

1. 연구대상

1) 선정 기준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발달지연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만 3~4세

남녀 유아 3명이다. 연구 참여 유아들은 인천광역시의 사설 기관에서 개

별적으로 제공되는 ABA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에서 발달지연 소견을 받은 유아

둘째,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유아

셋째, 비디오모델링 중재 적용대상 이력이 없는 유아

넷째, 놀이 행동에 대한 중재를 받고 있지 않은 유아

다섯째, 보호자로부터 본 연구의 계획 및 실행에 동의를 받은 유아

2) 대상자 특징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1은 만 3세 8개월의 남아로 또래 유아의 언어,

인지, 사회적 기술, 자조 기술의 발달 수준에 비하여 지연을 보이며 놀이

기술의 발달 또한 지연되는 것으로 부모 면담을 통해 보고되었다. 연령

에 적합한 놀이를 하기보다는 숫자와 관련된 놀잇감을 찾거나 노래가 나

오는 놀잇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놀이 행동에 대한 조기 중재의 필

요성이 제기되었다. 탐색하는 놀잇감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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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언어적인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유아1의 기본 정보는 <표 Ⅳ-1>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종속변

인인 놀이 행동과 관련된 유아1의 행동 특성은 <표 Ⅳ-2>과 같다.

<표 Ⅳ-1> 연구 참여 유아의 기본 정보

유아1 유아2 유아3

생년월 2016년 10월 2017년 5월 2016년 5월

나이 3세 8개월 3세 1개월 4세 1개월

성별 남 여 남

인지평가
66

(K-WPPSI-Ⅳ)

93

(K-WPPSI-Ⅳ)

61

(K-WPPSI-Ⅳ)

언어평가

통합 30개월

수용 29개월

표현 30개월

(SELSI)

통합 27개월

수용 28개월

표현 26개월

(SELSI)

통합 28개월

수용 29개월

표현 26개월

(PRES)

사회적응

행동평가1)
63

(K-Vineland-Ⅱ)

63

(K-Vineland-Ⅱ)

57

(사회성숙도검사)

유아2는 만 3세 1개월의 여아로 인지적 수준은 또래 유아와 같으나 언

어, 사회적 기술, 자조 기술의 발달 수준에 비하여 지연을 보이며 특히

놀이 기술의 발달이 지연된 것으로 부모 면담을 통해 보고되었다. 부모

나 선생님이 유아의 옆에서 언어적, 신체적으로 촉구를 주는 경우 간단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만들면서 놀 수 있으나 독립적으로는 이야기를 만

들며 놀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놀이를 하면서 적절하게 언

어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거의 관찰되지 않아 놀이 행동에 대한 조

1) 사회적응행동평가의 도구로 사용된 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 2판(K-Vineland-Ⅱ)
과 사회성숙도검사의 표준점수는 평균 100, 표준편차 15인 분포에서의 위치를 보
여준다(황순택·김지혜·홍상황,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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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아2의 기본 정보는 <표 Ⅳ-1>에 포

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놀이 행동과 관련된 유아2의 행동

특성은 <표 Ⅳ-2>과 같다.

<표 Ⅳ-2> 연구 참여 유아의 놀이 행동 특성

유아3은 만 4세 1개월의 남아로 인지, 언어, 사회적 기술, 자조 기술의

발달이 또래 유아에 비해 지연되는 것으로 부모 면담을 통해 보고되었

다. 블록으로 만들기, 주방 놀이하기, 자동차 놀이하기, 미술 활동하기 등

다양한 레퍼토리의 놀이 행동을 가지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놀이를 선택

한 이후 지속 시간이 짧고, 놀이 중 언어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놀이 행동 특성

유아1

Ÿ 숫자와 관련된 놀잇감이나 멜로디가 나오는 놀잇감만을 탐색
하고 놀이를 지속함

Ÿ 숫자나 멜로디와 관련된 놀잇감을 찾지 못하는 경우 냄비나
뚜껑을 바닥에서 돌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행동을 반복함

Ÿ 놀잇감에 버튼이 있을 때,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름

유아2

Ÿ 좋아하는 색(분홍)과 관련된 놀잇감이나 아이템을 탐색함
Ÿ 좋아하는 놀잇감이나 아이템을 찾으면 손에 쥐고 있거나 보

고 내려놓기를 반복함
Ÿ 부모나 선생님의 도움으로 주방 놀이를 하거나 인형 놀이를
할 수 있으나 독립적으로는 거의 관찰되지 않음

유아3

Ÿ 주로 자동차와 관련된 놀잇감이나 책을 탐색하고 놀이를 지
속함

Ÿ 관심 있는 주제의 놀이를 지속할 수 있으나 1~2개의 행동 패
턴을 반복해서 보이는 경향이 있음

Ÿ 블록 만들기, 색칠하기, 주방 놀이하기 등 여러 가지 놀이 레

퍼토리를 가지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다양하게 놀이가 나타나
지 않음

Ÿ 놀이를 하면서 맥락에 적절한 언어적 표현이 나타나는 빈도
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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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다. 주로 자동차와 관련된 놀잇감이나 책으로 관심의 범위가 제

한되어 놀이 행동에 대한 조기 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아3의 기

본 정보는 <표 Ⅳ-1>에 포함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인 놀이

행동과 관련된 유아3의 행동 특성은 <표 Ⅳ-2>과 같다. 유아3의 언어

평가도구와 사회적응행동 평가도구가 유아1, 유아2와 다른 이유는 개별

적으로 대학병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제출하였기 때문이다.

2. 연구도구

1)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비디오를 촬영하였다. 운동 놀이 행동과 언어 놀이 행동을 관찰하기 위

해 주방 놀이와 주차장 놀이로 두 가지의 비디오와 놀이 환경을 제공하

였다. 요리를 하는 주방 놀이와 자동차를 가지고 하는 주차장 놀이는 어

린 유아기부터 나타나는 가상 놀이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놀잇감이다

(Schwebel, Rosen, & Singer, 1999; Weisberg, 2015). 또한 주방 놀이와

주차장 놀이는 가장 보편적인 놀이 중 하나로 중재가 끝난 후에도 유아

가 다양한 환경에서 같은 주제의 유사한 놀잇감을 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재 도구로서 주방 놀이와 주차장 놀이를 선택하였다. 두 가지

놀잇감 모두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새롭게 접하는 놀잇감이었으며 놀잇감

은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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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주방 놀이와 주차장 놀이 놀잇감

주방 놀이와 주차장 놀이에서 각각 다섯 가지의 운동 놀이 행동과 언

어 놀이 행동을 촬영하였으며 하나의 운동 놀이 행동과 하나의 언어 놀

이 행동을 동시에 시연하며 촬영하였다. 비디오는 사물을 조작하는 손과

놀잇감, 목소리만 포함하였으며 놀이를 하는 행위자의 시점에서 촬영하

였다. 비디오의 총 길이는 주방 놀이와 주차장 놀이 각각 총 50초이며

하나의 운동 놀이 행동과 언어 놀이 행동에 10초씩 소요되었다. 운동 놀

이 행동은 유아의 평소 동작 모방 능력을 고려하여 1~2동작을 연결시켜

고안하였으며 언어 놀이 행동은 유아의 평소 언어 능력을 고려하여 2~3

단어로 이루어진 한 문장으로 고안하였다. 주방 놀이 비디오의 내용 구

성은 <표 Ⅳ-4>와 같으며, 주차장 놀이 비디오의 내용 구성은 <표 Ⅳ

-5>와 같다. 표 촬영된 비디오는 17×11cm 화면의 태블릿 PC로 재생하

였다.

주방 놀이 주차장 놀이

사진

모델명
이케아 둑티그

주방놀이세트

브이텍 뛰뛰빵빵 드라이버

디럭스 주차장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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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주방 놀이 비디오의 내용 구성

운동놀이행동 언어놀이행동 비디오 장면

1
냄비에 물 받는

척하기

“쪼르륵 물을

받아요”

2 야채를 씻는 척하기
“야채를 깨끗하게

씻어요”

3 당근을 써는 척하기
“당근을 싹뚝

잘라요”

4
당근을 요리하는

척하기

“당근을 맛있게

요리해요”

5 당근을 접시에 담기
“접시에 예쁘게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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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주차장 놀이 비디오의 내용 구성

운동놀이행동 언어놀이행동 비디오 장면

1
1층 차단기 문 열고

지나가기

“여기는 신나는

주차장입니다.”

2
자동차로 1층 도로

지나가기
“빵빵 지나갑니다.”

3

엘리베이터

조작하여 자동차

올리기

“자동차가

올라갑니다”

4
3층 주차장에

주차하기

“여기에

주차할게요”

5
3층 차단기 열고

지나가기
“문 열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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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분 간격 기록 (Partial-interval recording)

본 연구에서는 운동 놀이 행동과 언어 놀이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특

정한 시간 간격 동안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시간표집 관찰

방법을 사용한다. 시간표집은 관찰기간을 시간 간격으로 나눈 후 각 간

격 내에 행동 발생 여부를 기록하는 방법이다.

시간 표집에는 전체간격 기록, 부분간격 기록, 순간시간 표집방법이 있

는데 그 중 본 연구에서는 부분간격 기록을 사용하였다. 부분간격 기록

이란 행동이 간격 동안 몇 번이나 발생하였는지, 혹은 행동이 얼마나 오

랫동안 나타났는지 관심을 두지 않고 행동이 간격 중에 나타났는지 여부

만을 기록한다. 목표 행동이 간격 동안 여러 번 발생해도 1번 발생한 것

으로 기록한다. 부분간격 기록은 정해진 시간 간격 동안 놀이 행동이 발

생하였는지 여부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나 빈도를 명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놀이 행동의 기록에 용이하다. 또한 자료를 백분율로

그래프에 표기할 수 있어 행동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기에 용이하

다(Cooper et al., 2007).

부분간격 기록을 위해 부분간격 기록지를 사용하였으며 기록지에는 관

찰자, 관찰일자, 참여 유아 번호, 관찰시간, 관찰회기, 절차(기초선, 중재,

철회)를 기록하도록 구성하고 10초를 한 간격으로 하여 한 간격마다 운

동 놀이 행동과 언어 놀이 행동의 여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매 회기마다 주방 놀이 3분, 주차장 놀이 3분 동안 유아를 관찰

하였으며 이를 동영상 촬영 후 10초씩 총 18개의 간격으로 나누어 부분

간격 기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연구장소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발달지연 유아를 위한 사설 ABA 기관의 교

실에서 실시되었다. 교실의 크기는 3m×3m이고 책상, 의자, 책장, 놀잇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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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열장, 놀이 매트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연구에

참여하는 유아 1명과 중재자 1명이 교실에 마련된 책상에 옆으로 나란히

앉아 태블릿 PC를 통해 비디오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비디오 시청 직

후에는 유아가 앉아있는 뒤쪽 놀이 매트 위에 비디오에 나오는 놀잇감인

주방 놀이 또는 주차장 놀이 놀잇감을 배치하여 유아가 놀잇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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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행동 및 자료측정

1) 운동 놀이 행동

매 회기마다 주방 놀이 3분, 주차장 놀이 3분 동안 놀이 행동을 녹화

하고 이후 비디오를 보며 10초 간격으로 운동 놀이 행동이 나타났는지

여부를 부분간격 기록지에 표기하였다. 운동 놀이 행동이 10초 간격 중

한 번이라도 나타났을 때 M(Motor behavior)에 동그라미로 표기하고,

10초 간격 중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N(No response)에 동그라미

로 표기하였다. 기초선 단계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반복적, 제한적인 운동

행동의 패턴은 운동 놀이 행동에서 제외하였다. 놀이 운동 행동에서 제

외한 유아의 운동 행동은 <표 Ⅳ-6>와 같다.

관찰이 종료된 후 운동 놀이 행동의 간격비율(Percentage of

Intervals)을 구하여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간격비율은 전

체 시간의 간격 중에서 목표 행동이 발생한 간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Cooper, Heron, & Heward, 2007). 본 연구에서는 주방 놀이에서 18개,

주차장 놀이에서 18개의 전체 간격 중 총 몇 개의 간격에서 운동 놀이

행동이 일어났는지 그 퍼센트를 산출하였다. 간격비율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목표행동의간격비율 총관찰간격수 간격 목표행동이관찰된간격수 ×

2) 언어 놀이 행동

매 회기마다 주방 놀이 3분, 주차장 놀이 3분 동안 놀이 행동을 녹화

하고 이후 비디오를 보며 10초 간격으로 언어 놀이 행동이 나타났는지

여부를 부분간격 기록지에 표기하였다. 언어 놀이 행동이 10초간격 중

한 번이라도 나타났을 때 V(Verbal behavior)에 동그라미로 표기하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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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간격 중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N(No response)에 동그라미로

표기하였다. 기초선 단계에서 참여 유아 모두가 반복적, 제한적으로 보이

는 언어 행동의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관찰이 종료된 후 언어 놀이 행동의 간격비율을 구하여 본 연구의 분

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방 놀이에서 18개, 주차장 놀이

에서 18개의 전체 간격 중 총 몇 개의 간격에서 언어 놀이 행동이 일어

났는지 그 퍼센트를 산출하였다.

<표 Ⅳ-6> 운동 놀이 행동에서 제외한 유아의 운동 행동

운동 놀이 행동에서 제외하는 운동 행동

유아1

주방 놀이

Ÿ 냄비 뚜껑을 바닥에서 반복적으로 돌림

Ÿ 주방 놀이 놀잇감에 구성된 가스레인지

버튼을 반복적으로 누름

주차장 놀이
Ÿ 미끄럼틀을 따라 자동차로 올라가는 행동

을 반복함

유아2
주방 놀이

Ÿ 숟가락 위에 귤 놀잇감을 올려놓고 먹는

시늉을 반복함

주차장 놀이 Ÿ 자동차로 미끄럼틀을 타는 행동을 반복함

유아3

주방 놀이

Ÿ 프라이팬에 모든 채소 놀잇감을 담고 서

랍을 열어 넣고 문을 닫는 행동을 반복함

Ÿ 문을 여닫는 행동을 반복함

주차장 놀이

Ÿ 엘리베이터에 자동차를 넣지 않거나 엘리

베이터의 맨 꼭대기에 자동차를 올려놓고

반복적으로 조작하여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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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 설계 및 절차

1) 실험설계

본 연구는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독립변인으로, 운동 놀이

행동과 언어 놀이 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인 간의 기능적 관계를

검증하는 단일대상연구이다. 단일대상연구는 한 명 혹은 몇 명만으로 중

재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집단 간 실험과 같은 통제된 실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환경이나 일상적인 상황에서 중재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azdin, 2016).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간 중다 기초선 설계를 실험 설계로 사용하여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참여자 간 중다 기초선 설계는 2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한가지 목표 행동을 선택하고 동일한 환경에서 측정하는

방식이다(Cooper et al., 2007). 한 대상자의 기초선에서 반응이 안정적으

로 측정되면 독립변인을 그 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기

초선을 그대로 유지한다. 한 대상자의 반응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반응에

새로운 경향성이나 큰 변동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Kazdin, 2016). 독립변

인을 적용한 대상자가 안정된 수준의 반응을 보이면 다음 대상자에게 독

립변인을 적용한다.

참여자 간 중다 기초선 설계의 이점은 효과가 있는 중재를 철회할 필

요 없이 중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중재가 여러 참여자들에게서 효

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일반화 평가에 유용하다는 것이다. 또

한 시각적 분석과 이해가 비교적 쉬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유용하다(Cooper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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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절차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유아에 대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전

에 부모의 동의를 얻었다. 연구자는 이 연구의 목적과 중재 프로그램 시

행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연구 참여와 관련된 동의서에는 연구 자

료의 처리, 연구대상 유아의 익명성 보장, 연구자의 윤리 서약 등이 포함

되었다.

총 실험 기간은 6주, 16회기로 대상자 선정 및 기초선은 3~7회기, 중재

는 6~8회기, 철회는 5~3회기를 실시하였다. 기초선은 수집된 자료가 3회

기 이상 안정화된 반응을 나타냈을 때까지 측정하였으며 중재는 행동 변

화가 안정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측정하였다. 그리고 중재가 끝나고 1인

칭 관점 비디오모델링을 철회한 상태에서 3~5회기에 걸쳐 철회를 측정하

였다.

(1) 기초선

① 중재자는 유아가 놀이 매트 위로 가도록 촉구한다. 미리 놀이 매트

가운데에 주방 놀이 또는 주차장 놀이 놀잇감을 배치해둔다. 중재자는

“00 가지고 놀자.”라고 말한 후 유아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앉아 3분 동

안 유아를 관찰한다.

② 유아가 30초 이상 놀잇감에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 다시 “○○ 가지

고 놀자”라고 말하며 유아가 놀잇감이 있는 곳에 와서 놀잇감을 보도록

촉구한다. 운동 놀이 행동이나 언어 놀이 행동에 대해 어떤 교수나 촉진

을 제공하지 않으며 운동 놀이 행동이나 언어 놀이 행동이 관찰되더라도

언어적 칭찬이나 강화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③ 운동 놀이 행동과 언어 놀이 행동이 3회기 이상 연속적으로 안정된

반응이 나타나면 기초선 측정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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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재

① 유아와 중재자가 책상에 옆으로 나란히 앉도록 하고 책상 위에 태

블릿 PC를 제시한다. 중재자는 유아에게 “같이 비디오 보자”라고 말한

후 주방 놀이 또는 주차장 놀이 비디오를 재생한다. 5초 이상 유아가 비

디오에 집중하지 않을 때 중재자는 비디오를 가리키면서 “여기 보자”라

고 말하여 유아가 비디오를 끝까지 볼 수 있도록 촉구한다.

② 비디오가 끝나면 중재자는 유아가 책상에서 일어나서 놀이 매트 위

로 가도록 촉구한다. 미리 놀이 매트 가운데에 비디오와 같은 주방 놀이

또는 주차장 놀이 놀잇감을 배치해둔다. 중재자는 “이제 ○○ 가지고 놀

자”라고 말한 후 유아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앉아 3분 동안 유아를 관

찰한다.

③ 유아가 30초 이상 놀잇감에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 다시 “○○ 가지

고 놀자”라고 말하며 유아가 놀잇감이 있는 곳에 와서 놀잇감을 보도록

촉구한다. 운동 놀이 행동이나 언어 놀이 행동에 대해 어떤 교수나 촉진

을 제공하지 않으며 놀이 운동 행동이나 놀이 언어 행동이 관찰되더라도

언어적 칭찬이나 강화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④ 운동 놀이 행동과 언어 놀이 행동이 3회기 이상 연속적으로 안정된

반응이 나타나면 중재 단계를 종료한다.

(3) 철회

① 철회 단계에서는 비디오를 시청하는 절차를 생략한다.

② 중재자는 유아가 놀이 매트 위로 가도록 촉구한다. 미리 놀이 매트

가운데에 주방 놀이 또는 주차장 놀이 놀잇감을 배치해둔다. 중재자는

“○○ 가지고 놀자.”라고 말한 후 유아로부터 1m 떨어진 곳에 앉아 3분

동안 유아를 관찰한다.

③ 유아가 30초 이상 놀잇감에 흥미를 보이지 않으면 다시 “○○ 가지

고 놀자”라고 말하며 유아가 놀잇감이 있는 곳에 와서 놀잇감을 보도록

촉구한다. 운동 놀이 행동이나 언어 놀이 행동에 대해 어떤 교수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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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지 않으며 운동 놀이 행동이나 언어 놀이 행동이 관찰되더라도

언어적 칭찬이나 강화물을 제공하지 않는다.

④ 운동 놀이 행동과 언어 놀이 행동이 3회기 이상 연속적으로 안정된

반응이 나타나면 철회 단계를 종료한다.

6. 관찰자간 신뢰도

관찰자 간 신뢰도(Inter-Observer Agreement, IOA) 측정을 위하여 아

동의 목표 행동을 두 명의 관찰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관찰 기록하였다.

주관찰자와 보조관찰자는 실험 2주 전부터 본 연구의 종속 변인에 속하

는 행동의 조작적 정의를 숙지하고 녹화된 자료를 보면서 관찰 훈련을

받았다. 두 명의 관찰자는 녹화된 자료를 보면서 독립적으로 부분간격

기록지에 운동 놀이 행동과 언어 놀이 행동을 표시하였으며 영상자료의

관찰이 끝난 후 두 관찰자의 점수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주

관찰자와 보조관찰자의 신뢰도가 90% 이상을 기록한 이후에 본 실험의

행동측정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관찰 회기 중 기초선, 중재, 철

회 단계 각 단계의 25%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주관찰

자와 보조관찰자가 독립적으로 부분간격 기록지를 작성하였다. 두 명의

관찰자가 기록한 데이터를 아래의 IOA 값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관

찰자 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Kazdin, 2016).

IOA(%)=일치한간격수불일치한간격수일치한간격수 ×

연구 참여 유아의 단계별로 두 관찰자의 신뢰도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표 Ⅳ-7>과 같다. 본 연구의 관찰자 신뢰도는 92.7%로 일치도의 허용

수준인 80%을 충족하였다(Kazdin, 2016).



- 37 -

<표 Ⅳ-7> 관찰자간 신뢰도

7. 중재 충실도

본 연구에서는 매 회기 중재가 충실하게 실시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하

여 행동 치료 전공 석사 이상의 행동분석가 한 명이 평가 서식을 사용하

여 중재 충실도를 측정하였다. 중재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중재자가 각

유아에게 중재를 실시하는 것을 촬영한 비디오를 보고 관찰한 후 기록하

였다.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적용된 유아의 중재 2회기까지 매 회기 측정하고

중재 3회기부터는 3회기마다 1회씩 평가하였다. 총 유아1의 중재 단계에

서 4회, 유아2의 중재 단계에서 4회, 유아3의 중재 단계에서 3회 중재 충

실도를 평가하였다.

중재 충실도의 항목은 중재 실행 및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총 5항목으

로 <표 Ⅳ-8>과 같다. 점수체계는 각 문항의 실시 여부에 따라 네 또는

아니오로 기록하고 전체 항목 중 ‘네’로 응답한 항목의 수를 백분위(%)

로 계산하였다. 목표 행동에 대한 대상자별 중재 충실도를 산출한 값의

평균은 95.6%(범위: 86.7~100.0%)으로 나타났다. 중재 충실도는 <표 Ⅳ

-9>과 같다. 중재 충실도는 .80 이상으로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Borrelli et al., 2005).

아동1 아동2 아동3

IOA(%)

기초선 100.0 91.7 91.7

중재 93.1 86.1 83.3

철회 100.0 94.4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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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중재 충실도 평가 서식

<표 Ⅳ-9> 대상자별 중재 충실도

8. 사회적 타당도

본 연구에서의 중재 목표와 결과가 유아의 발달 과정에서 가지는 중요

성과 중재 절차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해 아동학 전공 또는 행동

치료 전공 석사 학위 이상의 행동분석가 3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타당도 검사는 중재에 대한 질문지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설문지 분석 결과, 평균은 총점 5점 만점에 4.8점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 내용과 평균(범위)은 <표 Ⅳ-10>와 같다.

유아1 유아2 유아3

중재 충실도(%) 100.0 100.0 86.7

질문 네 아니오

1
한 주에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2~3회기 시행되었는

가?

2 비디오 시청 시 유아가 비디오에 집중하였는가?

3 비디오 시청 직후 놀이 관찰이 시작되었는가?

4
놀이 관찰 시 놀이 행동이 관찰되어도 중재자가

아무런 강화제를 제시하지 않았는가?

5 중재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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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사회적 타당도의 문항 내용과 평균(범위)

9. 자료 분석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는 전체 간격 중 운동 놀이 행동과 언

어 놀이 행동이 일어난 부분간격의 백분율(%)로 계산하여 이를 그래프

로 만들어 시각화하였다. 자료의 패턴이 체계적으로 중재의 효과를 보여

주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각적 분석을 이용하였다(Kazdin, 2016).

시각적 분석은 단일대상연구 실험에서 나타난 자료를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으로 시각적 분석을 통해 그래프로 제작된 자료를 시각

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일관성과 중재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다(Kazdin,

2016).

문항 내용 평균(범위)

1 중재 목표의 중요성 5(5)

2 중재 절차의 적절성 4.3(4~5)

3 중재 절차의 실행 용이성 5(5)

4 중재 절차의 일반화 적용 가능성 5(5)

5 중재 결과의 발달적 중요성 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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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발달지연 유아의 놀이

행동 증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참여자간 중다 기초선

설계를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운동 놀이 행동의 변화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발달지연 유아들에게 실시한 결과 유

아1, 유아2, 유아3 모두 주방 놀이와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 운동 놀이 행

동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세 명의 유아에게

서 모두 운동 놀이 행동이 증가하였으며 비디오모델링이 철회된 후에도

운동 놀이 행동이 유지되었다. 기초선, 중재, 철회 기간 동안 유아들의

운동 놀이 행동의 평균과 범위는 [그림 Ⅴ-1]에서 그래프로 나타내었으

며 운동 놀이 행동의 평균과 범위는 <표 Ⅴ-1>과 같다.

유아1의 경우, 기초선이 안정되기까지 총 3회기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기초선 기간 동안 운동 놀이 행동은 주방 놀이 상황에서 평균 7.5%(범

위: 0.0~11.2%),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 평균 11.2%(범위: 0.0~16.8%)로 나

타났다. 이후 중재 단계에서는 주방 놀이 상황에서 평균 42.0%(범위:

22.4~56.0%),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 평균 64.4%(범위: 39.2~78.4%)로 나

타났다. 중재가 시작된 초기부터 운동 놀이 행동이 증가하였다. 철회 단

계의 주방 놀이 상황에서는 평균 31.4%(범위: 16.8~39.2%),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 평균 53.8%(범위: 44.8~61.6%)로 운동 놀이 행동이 중재 단계

보다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기초선 단계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유아1은 중재 단계가 시작되면서 운동 놀이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동 놀이 행동의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재 단계와

철회 단계에서 비디오에 제시된 운동 놀이 행동들이 모두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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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1에게서 관찰된 운동 놀이 행동은 <표 Ⅴ-2>와 같다.

[그림 Ⅴ-1] 운동 놀이 행동의 간격비율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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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운동 놀이 행동의 간격비율 평균 및 범위(%)

기초선 중재 철회

유아1

주방 놀이
7.5

(0.0~11.2)

42.0

(22.4~56.0)

31.4

(16.8~39.2)

주차장 놀이
11.2

(0.0~16.8)

64.4

(39.2~78.4)

53.8

(44.8~61.6)

유아2

주방 놀이
2.2

(0.0~5.6)

38.5

(16.8~61.6)

52.3

(44.8~56.0)

주차장 놀이
23.5

(11.2~33.6)

42.0

(28.0~61.6)

69.1

(61.6~72.8)

유아3

주방 놀이
8.0

(0.0~16.8)

36.4

(16.8~61.6)

31.7

(22.4~50.4)

주차장 놀이
28.8

(22.4~33.6)

67.2

(28.0~89.6)

56.0

(44.8~72.8)

유아2의 경우, 중재 시작 전 기초선이 안정되기까지 총 5회기의 자료

를 수집하였다. 기초선 단계의 주방 놀이 상황에서 평균 2.2%(범위:

0~5.6%),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 평균 23.5%(범위: 11.2~33.6%)로 나타났

으며 특히 주방 놀이 상황에서 운동 놀이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재 단계의 주방 놀이 상황에서 평균 38.5%(범위: 16.8~61.6%),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 평균 42.0%(범위: 28.0~61.6%)로 약간의 변동성이

있었으나 운동 놀이 행동이 기초선에 비해 증가하였다. 철회 단계의 주

방 놀이 상황에서는 평균 52.3%(범위: 44.8~56.0%), 주차장 놀이 상황에

서 평균 69.1%(범위: 61.6~72.8%)로 운동 놀이 행동이 중재 단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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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유아1의 관찰된 운동 놀이 행동

유아2는 유아1과 마찬가지로 중재 단계가 시작된 이후 운동 놀이 행동

의 빈도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동 놀이 행동의 형태 또한 다양하

게 관찰되었다. 중재 및 철회 단계에서 비디오에서 제시된 운동 놀이 행

동들을 다양하게 모방하여 놀이하였다. 유아2에게서 관찰된 운동 놀이

행동은 <표 Ⅴ-3>과 같다.

놀이 상황 단계 관찰된 운동 놀이 행동

주방

놀이

기초선
수도꼭지에 손 대기, 컵으로 물 마시는 척하기, 컵으

로 물 붓는 척하기

중재

수도꼭지 돌리기, 당근 씻기, 칼로 당근 자르기, 당근

을 프라이팬에 담고 요리하는 척하기, 당근을 접시에

담기, 프라이팬에 당근을 담아서 옆에 앉은 중재자에

게 건네주기

철회

물 마시는 척하기, 수도꼭지 돌리기, 당근 씻기, 칼로

당근 자르기, 당근을 냄비에 넣기, 당근을 프라이팬

에 담고 요리하는 척하기, 당근을 접시에 담기

주차장

놀이

기초선
자동차로 도로 지나가기, 자동차로 미끄럼틀 따라 내

려오기

중재

자동차로 주차하기, 자동차로 미끄럼틀 따라 내려오

기, 자동차로 도로 지나가기, 엘리베이터에 자동차를

넣고 돌리기

철회

자동차로 문 열고 지나가기, 자동차로 도로 지나가

기, 자동차로 주차하기, 엘리베이터에 자동차를 넣고

돌려 올라가거나 내려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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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3> 유아2의 관찰된 운동 놀이 행동

유아3의 경우, 중재 시작 전 기초선이 안정되기까지 총 7회기의 자료

를 수집하였다. 기초선 단계의 주방 놀이 상황에서 평균 8.0%(범위:

0.0~16.8%),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 평균 28.8%(범위: 2.4~33.6%)로 나타

났다. 중재 단계가 시작되면서 주방 놀이 상황에서는 평균 36.4%(범위:

16.8~61.6%),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는 평균 67.2%(범위: 28.0~89.6%)로

운동 놀이 행동이 증가하였다. 철회 단계의 주방 놀이 상황에서는 평균

31.7%(범위: 22.4~50.4%),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는 평균 56.0%(범위:

44.8~72.8%)로 운동 놀이 행동이 기초선 단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유아3 또한 유아1, 유아2와 마찬가지로 중재 단계 이후로 운동 놀이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동 놀이 행동의 형태가 다양하

놀이 상황 단계 관찰된 운동 놀이 행동

주방

놀이

기초선 냄비에 마늘 넣고 뚜껑 닫기

중재

수도꼭지 돌리기, 냄비를 수도꼭지 아래에 대고 물

받는 척하기, 당근 씻기, 칼로 당근 자르기, 당근을

프라이팬에 담고 요리하는 척하기, 접시 꺼내기, 당

근을 접시에 담기, 컵으로 마시는 척하기

철회

냄비를 수도꼭지 아래에 대고 물 받는 척하기, 칼로

당근 자르기, 당근을 프라이팬에 담고 요리하는 척하

기, 토마토를 프라이팬에 넣고 요리하는 척하기, 당

근을 접시에 담기, 토마토를 접시에 담기, 컵에 토마

토 넣기

주차장

놀이

기초선
자동차를 엘리베이터에 넣기, 자동차로 도로 지나가

기, 자동차로 문 열고 지나가기

중재

자동차로 문 열고 지나가기, 자동차로 도로 지나가

기, 엘리베이터에 자동차를 넣고 돌리기, 자동차로

주차하기

철회

자동차로 문 열고 지나가기, 자동차로 도로 지나가

기, 엘리베이터에 자동차를 넣고 돌리기, 자동차로

주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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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중재 단계 이후 비디오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운동 놀이

행동들이 관찰되었다. 유아3에게서 관찰된 운동 놀이 행동은 <표 Ⅴ-4>

과 같다.

<표 Ⅴ-4> 유아3의 관찰된 운동 놀이 행동

놀이 상황 단계 관찰된 운동 놀이 행동

주방

놀이

기초선
냄비 뚜껑을 열고 국자로 젓기, 채소를 들고 먹는 척

하기, 수도꼭지 돌리기

중재

사과 자르기, 컵에 버섯 넣기, 칼로 당근 자르기, 수

도꼭지 돌리기, 당근을 프라이팬에 담고 요리하는 척

하기

철회

냄비를 수도꼭지 아래에 대고 물 받는 척하기, 칼로

당근 자르기, 칼로 귤 자르기, 당근을 프라이팬에 담

고 요리하는 척하기

주차장

놀이

기초선
자동차로 미끄럼틀을 따라 내려오기, 자동차로 도로

지나가기, 자동차로 문 열고 지나가기

중재

자동차로 문 열고 지나가기, 자동차로 도로 지나가

기, 엘리베이터에 자동차를 넣고 돌리기, 자동차로

주차하기, 자동차로 미끄럼틀 따라 내려오기

철회
자동차로 도로 지나가기, 엘리베이터에 자동차를 넣

고 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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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어 놀이 행동의 변화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발달지연 유아들에게 실시한 결과 유

아1, 유아2에게서만 언어 놀이 행동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확

인하였다. 유아3은 중재 이후 언어 놀이 행동이 약간 상승하였으나 유아

1, 유아2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세 명 중

두 명의 유아에게서 언어 놀이 행동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1인칭 관점 비

디오모델링이 철회된 후에도 언어 놀이 행동이 유지되었다. 기초선, 중

재, 철회 기간 동안 유아들의 언어 놀이 행동의 간격비율을 [그림 Ⅴ-2]

에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언어 놀이 행동의 평균과 범위는 <표 Ⅴ-5>

와 같다.

<표 Ⅴ-5> 언어 놀이 행동의 간격비율 평균 및 범위(%)

기초선 중재 철회

유아1

주방 놀이
9.3

(5.6~16.8)

24.5

(5.6~56.0)

17.9

(5.6~22.4)

주차장 놀이
1.9

(0.0~5.6)

52.5

(16.8~78.4)

15.7

(11.2~22.4)

유아2

주방 놀이
0.0

(0.0~0.0)

18.9

(0.0~50.4)

22.4

(5.6~44.8)

주차장 놀이
0.0

(0.0~0.0)

14.7

(0.0~39.2)

33.6

(22.4~39.2)

유아3

주방 놀이
0.8

(0.0~5.6)

11.2

(0.0~22.4)

13.1

(11.2~16.8)

주차장 놀이
0.0

(0.0~0.0)

8.4

(0.0~16.8)

11.2

(5.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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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언어 놀이 행동의 간격비율 그래프

유아1의 경우, 중재 전 기초선 단계의 주방 놀이 상황에서 평균 9.3%

(범위: 5.6~16.8%),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 평균 1.9%(범위: 0~5.6%)로 언

어 놀이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재 단계가 시작되자 주

방 놀이 상황에서 평균 24.5%(범위: 5.6~56.0%),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

52.5%(16.8~78.4%)로 언어 놀이 행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후 철회 단계의 주방 놀이 상황에서는 평균 17.9%(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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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2.4%),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는 평균 15.7%(범위: 11.2~22.4%)로 중

재 단계보다는 언어 놀이 행동이 감소하였으나 기초선 단계보다는 더 높

은 비율로 나타났다.

유아1은 중재 단계 이후 언어 놀이 행동의 빈도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

니라 언어 놀이 행동의 형태 또한 다양하게 관찰되었다. 비디오에 제시

된 언어 놀이 행동들을 운동 놀이 행동과 협응시켜 놀잇감과 상황에 어

울리는 놀이를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당근을 맛있게 구워요”, “조심조

심”과 같은 비디오에서 제시되지 않은 언어 놀이 행동도 관찰되었다. 유

아1에게서 관찰된 언어 놀이 행동은 <표 Ⅴ-6>과 같다.

<표 Ⅴ-6> 유아1의 관찰된 언어 놀이 행동

놀이 상황 단계 관찰된 언어 놀이 행동

주방

놀이

기초선
“손 씻어요”, “물 마셔요”, “설거지해요”, “부어요”,

“밥먹어”, “00(본인)가 열었어요”

중재

“주방놀이 해요”, “물 받아요”, “쪼르르 물 받아요”

“씻어요”, “당근을 씻어요”, “깨끗하게 야채를”, “깨끗

하게 야채를 씻어요”, “당근을 잘라요”, “당근을 맛있

게”, “맛있게 잘라요”, “당근을 맛있게 잘라요”, “당근

을 싹뚝 잘라요”, “당근을 요리해요”, “당근을 맛있게

요리해요”, “맛있게 구워요”, “당근을 맛있게 구워

요”, “접시에 담았어요”, “접시에 예쁘게 담아요”,

“00(본인)가 물 마셔요”, “손을”

철회

“쪼르륵 물을 받아요”, “깨끗하게 야채를 씻어요”,

“싹뚝 잘라요”, “당근을 싹뚝 잘라요”, “당근을 맛있

게 요리해요”, “접시에 담아요”, “접시에 예쁘게 담

아”, “접시에 예쁘게 담아요”, “전자레인지”

주차장

놀이

기초선 “조심해”, “올라가”, “집에 가”

중재

“여기는”, “여기는 신나는 주차장입니다”, “조심조심”,

“빵빵 조심하세요”, “빵빵 지나가세요”, “올라갑니다”,

“자동차가 올라갑니다”, “자동차가 내려갔어”, “여기

올라갈게요”, “주차”, “주차할게요”, “여기에 주차할게

요”, “문 열어주세요”

철회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자동차가 올라갑니다”,

“여기에 주차할게요”, “문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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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2의 경우, 기초선 단계의 주방 놀이 상황에서 평균 0.0%,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 평균 0.0%로 두 놀이 상황 모두에서 언어 놀이 행동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재 단계가 시작되자 주방 놀이 상황에

서 평균 18.9%(범위: 0.0~50.4%),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 평균 14.7%(범

위: 0.0~39.2%)로 언어 놀이 행동이 증가하였다. 이후 철회 단계의 주방

놀이 상황에서 평균 22.4%(범위: 5.6~44.8%),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 평균

33.6%(범위: 22.4~39.2%)로 중재 단계보다 언어 놀이 행동의 평균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2는 중재 단계 이후 언어 놀이 행동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

어 놀이 행동의 형태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비디오에 제시된 언어 놀

이 행동을 모방하여 주방 놀이와 주차장 놀이에서 운동 놀이 행동과 협

응하였으며, 비디오에 제시된 언어 놀이 행동 이외에도 “토마토 쥬스”,

“버섯 입에 쏙”, “주차 슝”과 같은 비디오에서 제시되지 않은 언어 놀이

행동들이 관찰되었다. 유아2에게서 관찰된 언어 놀이 행동은 <표 Ⅴ-7>

과 같다.

유아3의 경우, 기초선 단계의 주방 놀이 상황에서 평균

0.8%(0.0~5.6%),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 평균 0.0%로 두 놀이 상황 모두

에서 언어 놀이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중재 단계가 시작되자 주

방 놀이 상황에서 평균 11.2%(범위: 0.0~22.4%),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

평균 8.4%(범위: 0.0~16.8%)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회 단계

의 주방 놀이 상황에서 평균 13.1%(범위: 11.2~16.8%) 주차장 놀이 상황

에서 평균 11.2%(범위: 5.6~16.8%)로 기초선 단계에 비해 언어 놀이 행

동이 약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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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7> 유아2의 관찰된 언어 놀이 행동

유아3은 유아1과 유아2에 비해 언어 놀이 행동의 증가 폭이 적은 편이

나 중재 단계 이후 언어 놀이 행동의 형태는 더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

다. 기초선 단계에서 주방 놀이와 주차장 놀이 상황에서 언어 놀이 행동

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재 단계 이후 비디오에서 제시된 언어 놀

이 행동의 일부를 모방하거나 비디오에서 제시되지 않은 언어 놀이 행동

들을 운동 놀이 행동과 협응시켜 놀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지글지

글”, “멈춰주세요”와 같이 비디오에서 제시되지 않은 언어 놀이 행동들

놀이 상황 단계 관찰된 언어 놀이 행동

주방

놀이

기초선 없음

중재

“받아요”, “물을 받아요”, “쪼르륵 물을 받아요”, “씻

어요”, “당근 씻어”, “당근을 씻어요”, “잘라요”, “싹

뚝 잘라요”, “요리해”, “요리해요”, “당근을 맛있게 요

리해”, “당근을 맛있게 요리해요”, “접시에”, “접시에

예쁘게 담아”, “접시에 예쁘게 담아요”, “당근을 예쁘

게 담아요”, “접시에 예쁘게 담아”, “귤 입에 쏙”, “버

섯 입에 쏙”, “냄비”

철회

“받아요”, “물을 받아요”, “쪼르륵 물 받아요”, “깨끗

하게 씻어요”, “당근을 싹뚝 잘라요”, “당근을 맛있게

요리해요”, “접시에 예쁘게 담아”, “토마토 쥬스”

주차장

놀이

기초선 없음

중재

“주차장”, “여기는 신나는”, “신나는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신나는 주차장”, “여기는 신나는 주차장입니

다”, “빵빵 지나갑니다”, “올라갑니다”, “자동차가 올

라갑니다”, “주차”, “여기 주차”, “문 열어”, “열어주

세요”, “문 열어주세요”

철회

“여기”, “여기는 신나는”, “여기는 신나는 주차장”,

“빵빵”, “빵빵 지나갑니다”, “올라가”, “자동차가 내

려”, “올라가, 올라갔다”, “자동차가 올라갑니다”, “주

차”, “주차 슝”, “여기에 주차할게요”, “여기 주차해”,

“문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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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찰되었다. 유아3에게서 관찰된 언어 놀이 행동은 <표 Ⅴ-8>과 같

다.

<표 Ⅴ-8> 유아3의 관찰된 언어 놀이 행동

놀이 상황 단계 관찰된 언어 놀이 행동

주방

놀이

기초선 “아이스크림”

중재
“물 받았어”, “싹뚝 싹뚝”, “넣어주세요”, “후라이팬

넣어”, “지글지글”, “아이스크림”

철회
“주방 주방”, “물 받아요”, “접시”, “팬케이크”, “지글

지글”

주차장

놀이

기초선 없음

중재
“멈춰”, “멈춰주세요”, “조심하세요”, “자동차”, “여기

에”, “여기에 주차”, “여기까지만”

철회
“조심”, “조심해야지”, “조심하세요”, “자동차가”, “미

끄럼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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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지연 유아의 놀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근거기반

중재로서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

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만 3~4세 발달지연을 보이는 유아 3명을 대상으

로 두 가지 놀이 상황에 대하여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적용하

였으며 유아의 놀이 행동을 관찰하였다. 유아의 놀이 행동은 운동 놀이

행동과 언어 놀이 행동으로 나누어 관찰 및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인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발달

지연 유아의 운동 놀이 행동을 증가시키고, 중재를 철회한 후에도 행동

이 유지되는가?’를 확인한 결과,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는 운동

놀이 행동을 증가시키고 철회 후에도 운동 놀이 행동을 유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초선 단계에서 유아1, 유아2, 유아3 모두 운동 놀이 행동

이 낮은 수준이었으나 중재를 적용한 이후 전반적으로 운동 놀이 행동이

증가하였으며 비디오 철회 후에도 기초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Hine과 동료들(2006)의 연구와 김정일(2004)의 연구

에서 밝혀진 내용을 지지한다. 신체적 촉구, 언어적 촉구, 중재자의 직접

적인 시연, 강화제 제공 없이 유아1, 유아2, 유아3 모두 비디오에서 제시

된 10가지의 운동 놀이 행동을 모두 놀이 상황에서 시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6주의 단기간의 중재만으로도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

재를 통해 발달지연 유아가 새로운 형태의 운동 놀이 행동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관찰과 모방을 통해 형성한 새로운 운동 놀이 행

동은 비디오를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도 1~2주의 짧은 기간 동안 유지된

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발달

지연 유아의 언어 놀이 행동을 증가시키고, 중재를 철회한 후에도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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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지되는가?’를 확인한 결과, 유아의 특성에 따라 1인칭 관점 비디오

모델링 중재가 언어 놀이 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유아1, 유아2는 중재 단계에서 언어 놀이 행동의 수준이 기초선

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아3의 경우 유아1, 유아2에 비해 언어 놀

이 행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폭으로 증가하였다.

언어 놀이 행동에서 유아 간의 효과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비디오

기반의 교수에 대한 반응성과 민감성에 유아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Ezzeddine et al., 2020). 비디오에 나오는 모델의 음성을

모방하는 유아의 개별적인 학습 이력이 비디오 기반의 교수에 대한 민감

성과 반응성에 영향을 미친다(Ezzeddine et al., 2020). 유아의 개별적인

학습 이력으로 인해 일반화된 모방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디오 기반

의 교수에 대한 민감성과 반응성이 낮아질 수 있고, 이는 비디오모델링

중재의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Ezzeddine et al., 2020).

유아3의 경우, 중재 단계에서 비디오에 제시된 언어 행동에 대한 일반

화된 모방 능력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비디오 기반의 교수에

포함되는 언어 자극에 대한 반응성과 민감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Ezzeddine과 동료들(2020)의 연구와 맥락

이 일치한다. Ezzeddine과 동료들(2020)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대상 아동

가운데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시작된 후 놀이 관련 언어 행동이 증가하지

않는 유아가 있었으며, 이러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음식 강화제와 음성

촉구(Vocal prompt)를 부가적으로 적용하여 언어 행동을 증가시켰다.

MacDonald와 동료들(2009)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디오모델링 중재

가 시작된 후에 언어 놀이 행동이 적게 나타나는 아동을 대상으로 모델

이 보여주는 모든 언어 행동을 따라 하도록 하는 추가적인 교수를 실시

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비디오 기반의 교수에 대한 민감성과 반응성

이 낮은 유아의 경우,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통해 비디오에서 제시되는 운동 놀이 행동이나 언어 놀이 행동을 모방하

는 능력을 갖춘 후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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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델링 중재가 시작된 후에도 놀이 행동에서 낮은 수준을 보이면 촉구

와 강화제를 적용하여 놀이 행동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실용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

는 비디오모델링 중재가 유아의 놀이 행동 중재에 효과적임을 밝힌 선행

연구들을 지지함으로써 근거기반 중재를 구축하는 새로운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비디오모델링 중재는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비교적 효율

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가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조기 집중 행동 중재 등 다양한 환경에서 부모나 교사가 비교적 쉽게 목

표 행동을 촬영 및 편집하여 유아에게 반복적, 체계적으로 제시할 수 있

다.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촉구나 강화의

다른 절차들을 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다.

둘째, 지금까지 비디오모델링 중재에 대한 연구는 자폐성 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어린 만 3~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

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만 3~4세 발달지연 유아를 대상으로 비디

오모델링 중재의 효과를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병원에서의 표준

화된 발달 검사와 진료 및 진단을 기다리는 유아들은 발달지연에 대해

정확한 진단명을 받지 못하고 집중적인 치료나 중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더 이른 시기에 집중적인 중재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디오모델링 중재와 같이 발달지연 유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중재 전략들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러 가지 비디오모델링의 유형들 가운데 비디오 자기 모델링이

나 비디오 또래 모델링의 효과는 국내 연구들을 통해 다수 연구되었으나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본 연구는

놀이를 하는 손과 놀잇감만 등장하는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의 중재

효과를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발달지연 유아의 경우 비

디오의 모델이 성인이나 또래일 때 모델의 관점이나 행동을 자신의 관점

이나 행동으로 전이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비디오에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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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이 포함되면 주의가 분산되기 쉽다. 유아가 시청하는 비디오에 목표

행동을 수행하는 손과 놀잇감만 포함시킴으로써 발달지연 유아의 주의를

목표 행동에 더 집중시키고 비디오 시청 직후에 유아가 관찰한 행동을

실제 환경으로 전이시켜 새로운 놀이 행동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발달지

연을 보이는 유아 3명을 대상으로 참여자간 중다 기초선 설계를 통해 1

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의 효과를 확인하였는데 독립변인과 종속변

인 사이의 확고한 기능적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많은 기초선 확보

가 필요했다는 점이다. 이론상으로 2개 이상의 기초선을 확보하는 것이

기준에 부합하지만 기초선을 많이 확보할수록 중재의 효과가 더욱 명확

해질 수 있다(Kazdin, 2016).

둘째, 연구 참여 유아의 비디오를 통한 언어 모방 능력에 대한 사전

평가나 사전 교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구 참여 유아 3명

가운데 1명은 비디오에서 제시되는 언어 자극에 대한 민감성이 낮게 나

타났으며 이로 인해 언어 놀이 행동에서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효과

의 차이가 나타났다. 유아의 학습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에 교수하

는 추가적인 절차를 시행했다면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의 유지 및 일반화 효과를 확인하

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실험 절차는 기초선, 중재, 철회 단

계로 유지와 일반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포함되지 않았다. 시

간이 지나도 유아의 놀이 행동이 유지되고 있는지, 비디오모델링에 포함

되지 않은 다른 놀잇감에서도 놀이 행동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부재하였기 때문에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의 유지 및 일반화 효

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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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중재가 놀이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할 때 더 많은 기초선을 확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시작하기 전 사전 평가를 통해

유아가 비디오 기반의 교수에 포함된 운동 행동과 언어 행동을 모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

링 중재 절차가 시작된 후, 시각적 분석을 통해 유아의 놀이 행동이 증

가하지 않으면 신체적, 언어적 촉구를 사용하거나 강화제를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함께 사용하여 중재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

다.

셋째,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에 대한 유지 및 일반화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를 통해 비교적 단기

간에 유아에게서 관찰되지 않던 새로운 운동 놀이 행동과 언어 놀이 행

동을 형성하고 그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형성된 운동

놀이 행동과 언어 놀이 행동이 다른 유사한 환경에서도 관찰되는지, 중

재 단계가 끝나고 몇 주가 지났음에도 형성된 놀이 행동들이 유지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1인칭 관점 비디오모델링 중재는 발달지

연 유아를 위한 효과적인 놀이 행동 중재로서 다양한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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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부분간격 기록지

1. 주방 놀이

M 놀이 운동 행동, V 놀이 언어 행동, N 반응 없음

2. 주차장 놀이

M 놀이 운동 행동, V 놀이 언어 행동, N 반응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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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Point-of-view video

modeling intervention led to an increase in play behavior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Previous studies applied the traditional

way of intervening with physical and language prompts and direct

demonstrations, and did not intervene with Point-of-view video

modeling in play. This study attempted to demonstrate an increa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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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behavior after implementing Point-of-view video modeling and to

maintain its effect even after the intervention was withdrawn.

Thre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aged 3-4 years

were selected as subjects. The multiple baseline design was used

among participants while Point-of-view video modeling intervention

was applied and motor and verbal play behavior were measured as

play behavior. The ordering of the intervention was baseline,

intervention, and withdrawal. Play behavior was observed 2-3 times a

week in two play situations(kitchen play, parking lot play).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partial-interval recording was graphed and

presented as percentage of intervals of motor and verbal play

behavior, and visual analysis was perform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Point-of-view video modeling intervention improved

the motor play behavior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and

maintained the motor play behavior even after the intervention was

withdrawn. In the baseline, all children participating in the study had

low levels of motor play behavior, but after the intervention, the

overall percentage of intervals of motor play behavior increased. Even

after the withdrawal, the percentage of intervals was maintained at a

higher level than the baseline. This result implied that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could learn a new form of motor play behavior

through Point-of-view video modeling intervention.

Second, the Point-of-view video modeling intervention had a

different effect on verbal play behavior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hild with developmental delay. For two

children, the level of verbal play behavior increased in the

intervention compared to the baseline, but one child had a relatively



- 70 -

small increase. This result demonstrated that the effect of the

Point-of-view video modeling intervention on verbal play behavior

could be changed depending on the child’s responsiveness and

sensitivity to video-based teaching.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Point-of-view video modeling

intervention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play behavior and

presented evidence supporting its effects on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In addition, it provided a new empirical basis for

the effects of Point-of-view video modeling in particular on the

child’s attention to the target behavior compared to any other types

of video modeling.

Keywords : Point-of-view video modeling,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Play behavior, Motor play behavior, Verbal

play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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