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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텃밭가꾸기 활동이
통합학급 발달지체유아의 표현언어에 미치는 효과
오 숙 현†(전남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소집단 텃밭 가꾸기 활동이 발달지체유아의 표현언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연구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한 Y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만 4세의 발달지체유아 3명이다. 실험
설계는 대상자간 중다기초선 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집단 텃밭 가꾸기
활동은 발달지체유아의 자발적 표현언어를 증가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소집단 텃밭
가꾸기 활동은 발달지체유아의 반응적 표현언어를 증가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집단 텃밭 가꾸기 활동이 발달지체유아의 표현언어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주제어 : 소집단 텃밭 가꾸기, 자발적 표현언어, 반응적 표현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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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는 과학문명과 산업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인간에게 유사 이래 최대의 물질적 풍요로
움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생태계의 파괴와 인간성 상실의 문제는 인
간 생존의 위협이라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와 도
시인구의 과다집중으로 도시에서 태어나 삭막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성장환경은 자
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자연과의 상호작용의 경험도 갖기 어려워 아이들에게 신체, 정
신, 건강 등의 다양한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연과의 상호작용이 어려운 도시 어린이들에게 텃밭활동은 생명에 대한 느낌을 알게 하고
식물이 자라는 과정에의 참여와 수확의 기쁨을 알게 하는 교육적 의미를 가지며, 자연친화적 태
도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귀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어서 국내외의 여러 나라에서
는 아이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텃밭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
시하고 있다(한미라 외, 2007; 안지성 외, 2001). 국내에서도 대안학교에서 텃밭활동을 학습과정
에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정규학교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제 7차 초등교육과정
의 5,6학년 실과교육과정에서는 텃밭 활동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동시에 노작
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며 문제 해결력, 합리적 사고력, 창의성, 협동성 등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 노작의 경험을 중요시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후 실과과정의 가꾸기 활동의
긍정적 효과가 검증됨으로써 초등학교교육과정에서는 꽃과 채소 가꾸기 활동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가꾸기 활동이 초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최근 들어 자
연 친화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연친화적 활동과 생태학적 관점에서 가꾸기 활동을 적용하
는 사례가 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생태유아교육프로그램에서 텃밭활동
의 가치를 소개하였으며 텃밭 가꾸기, 원예활동, 미니정원 만들기 등 텃밭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이 점차 늘고 있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2000년도에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해서 유아
로 하여금 자연을 충분히 관찰․탐구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유아들의 욕구 표현과 창조
의 본능을 자극하여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을 지속시킴으로써 성취감을 갖도록 권장하였
다.
텃밭 활동은 아이들이 직접 흙냄새를 맡고, 자신의 손으로 텃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제공하여 기르고, 수확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계절과 날씨의 변화, 식물의 생장과 필요
한 요소, 수확에 대한 뿌듯함, 건전한 먹거리에 대한 이해를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이다. 오늘날
진정한 텃밭 가꾸기는 아이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김을 매고 수확해 봄으로써 생명
의 순환을 경험해 보는 것이다(임재택, 2000). 이러한 텃밭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흙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계절의 변화를 알게 하고, 땀의 의미와 수확을 알게 하며, 자연계의 순환과정과 생명
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한다. 또한 아동의 건강, 도덕성 발달, 신체발달, 사회성발달, 언어와 정서
- 48 -

오숙현 / 소집단 텃밭가꾸기 활동이 통합학급 발달지체유아의 표현언어에 미치는 효과

발달 등의 모든 발달영역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김정옥, 2012; 윤순구, 2001; 신성화, 2009). 즉
인지, 사회, 정서, 신체, 환경친화적 태도를 형성하고 발달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텃밭활동의 경험을 통해 인간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이것을 활용함으로써 다
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은 텃밭활동을 통해 식물의 생장에 따른 탐구심
과 관찰력의 향상, 집중력의 향상,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텃밭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용어와 개념 습득은 어휘력의 증가와 의사소통
기술의 진보를 가져오고, 이와 같은 경험의 반복으로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자신감, 문제
해결능력을 얻게 된다(김정옥, 2012). 또한 텃밭활동은 오감을 사용하게 되므로 주변에 대한 감
수성이 예민해져서 감각과 지각능력이 증가하게 된다(최영애, 2003; 김홍열 외, 2004; 신성화,
2009). 자연과 식물이 관련된 자연친화적 활동이 유아의 자율성, 창의성과 상상력, 탐구심, 친사
회적 행동, 자신감,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또한 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활동은 아동의 협동성, 사회성, 도덕성 함양에 크게 영향을 미친
다고 한다(윤순구, 2001). 특히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다양한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사회성 발달과
주의력 집중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홍렬 등, 2004). 텃밭활동은 개인활동도 있지만 많은
활동이 그룹으로 진행되어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 공동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 공통의 목
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 협동, 책임감이 길러지며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신성화, 2009 재인용; 서정근, 2004). 그리고 텃밭의 작물들은 정성과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키우면 쉽게 싹이 트고 자라기 때문에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자신감
과 자부심과 기쁨을 갖게 된다. 반면 조금이라도 정성과 관심이 부족하여 소홀하게 되면 잡초가
나거나 병충해의 피해를 받게 되서 그 결과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갖게 된다. 텃밭활동을 통
해 유아는 부정적인 분노와 공격적인 감정을 완화시키고(최영애, 2003),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
는 애정과 증오와 갈등을 긍정적으로 다루는 적절한 방법과 기술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는 텃밭을 가꾸고 재배하는 활동 속에서 식물이 자라서 성장하고 꽃이 피어
열매가 맺히는 식물의 생활사를 관찰하고 이에 관계되는 흙, 비료, 태양, 공기, 물의 역할을 이
해하며 계절과 날씨의 변화, 식물의 생장, 자연에 대한 책임, 수확의 기쁨, 생명력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김정옥, 2012; 김미정 외, 1997). 또한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해 흙의 소중함을 알
게 되며 계절의 변화를 알게 되고, 땀의 의미와 수확의 기쁨을 알게 되고, 자연계의 순환과 생
명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와같이 텃밭 가꾸기는 환경친화적 태도를 기르고, 식습관과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하며, 개인․사회․자연에 대한 배려를 경험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 텃밭
가꾸기의 교육적 가치에 대하여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들(곽효민, 2009; 권혜림, 2012; 박금미,
2008; 박성혜, 김태인, 박은주, 2009; 소희정, 2006; 이성희, 2010; 임재택, 2000; 조인상, 2006)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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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신체운동ㆍ건강, 사회관계, 예술경험, 언어, 자연탐구 등 누리과정 전 영역에 해당되는
경험과 발달을 제공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최근 텃밭가꾸기와 같은 활동이 유아 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본 연구들은 텃밭
가꾸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흙, 돌, 식물, 햇빛, 공기, 바람에 대한 소리, 향기, 촉감, 모양과 크기
변화의 관찰, 맛 등을 알아보며 언어로 표현해 보는 활동(김희선, 2013; 손영빈, 윤기영, 2005; 이
상희, 2012; Cornell, 2002; Humphryes, 2000; Wilson, 1995)을 통하여 언어능력, 언어표현력이 향상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즉 유아들은 텃밭가꾸기와 같은 활동을 통해 오감각을 활용하여 관찰 상
황에 따라 적절하게 어휘를 사용해 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또래와 이야기함으로써 언어표
현력에 도움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들의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텃밭가꾸기와 같은 활동에
서 탐색하고 이야기하며 얻은 지식을 잘 조직화할 수 있도록 환경적 상황을 제공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텃밭 가꾸기 활동은 일반유아 뿐 만 아니라 발달지체유아에게도 교육적 가치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즉 텃밭 가꾸기와 같은 자연체험 활동은 발달지체유아들에게 소재의 다양성, 소
재의 생명성 및 활동성 측면에서 다양한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교육적 경험이고(손기철 외,
2000),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권은희, 2002). 특히 텃밭
가꾸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도 동일한 목적을 향해 여러 명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도 있다. 이 경우 각 개인의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인지하게 되면 동시에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며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므로 언
어능력과 대인관계가 긍정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Barbara & Maxim, 1998; Williams, 1990).
이와 같은 맥락에서 텃밭 가꾸기는 장애유아를 포함한 모든 유아들의 전인적 발달을 이루는
데 효과적인 하나의 교수-학습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2012학년도부터 특수
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장애유아의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게 된 유
아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텃밭 가꾸기 활동을 통합학급에서 실시해 보고 그 효
과를 알아볼 필요성이 제시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지체유아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여 텃밭 가꾸기 활동 시간에 발달
지체유아와 일반 유아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남으로써 언어표현 기회를 제공하는 소집
단 텃밭 가꾸기 활동을 계획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텃밭 가꾸기 활동은 구조화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소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집단 텃밭 가꾸기 활동이 통합학급 발달지
체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소집단 텃밭가꾸기 활동이 통합학급 발달지체유아의 자발적 표현언어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소집단 텃밭가꾸기 활동이 통합학급 발달지체유아의 반응적 표현언어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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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남 G시에 소재한 통합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세 유아 3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추천과 연구자의 관찰을 통해 ‘발달지체로 병원진단을 받은 유아로써 한국판 K-ABC(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문수백․변창진, 1997)검사에서 지적능력이 또래규준 집단에 비해
<표 1> 연구대상 유아들의 특성

연구대상
생활연령
성별
진단
취학전 아동의 수용
수용언어 및
표현
표현언어 발달
통합
척도(PRES)
사회성숙도검사

SA
SQ

표현
언어적특성
수용

사회적특성

행동특성

활동참여특성

유아A
65개월
남
병원 진단-발달지체
50개월
50개월
생활연령에 비해 통합연령
개월 지체

15

유아B
유아C
64개월
69개월
여
남
병원 진단-발달지체
병원 진단-발달지체
56개월
60개월
56개월
58개월
생활연령에 비해 통합연령 8개 생활연령에 비해 통합연령
월 지체
개월 지체

3.90
53.2

•낮은 언어 인지능력으로인해
표현언어가 문장보다는 단어
를 많이 사용하는 편임
•두 개의 사물과 두 개의 동
작이 포함되는 지시 수행은
가능함
•위치에 대한 개념은 아직 확
실치 않음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를 반
복해서 함
•또래와 잘 어울리지 않고 주
로 혼자놀이를 많이 함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능
력이 떨어짐
•또래의 행동을 따라함
•문제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짐
•수업집중 시간이 짧음
•교사의 지시사상을 잘 따르
지 않음

4.80

4.30

89.3

68.8

10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소리내
때가 있음
어 표현함
•또래의 말을 모방하려고 함
•타인의 말을 듣고 이해하여 •타인의 말을 듣고 대부분 이
행동할 수 있음
해하며 지시 따르기 가능함
•2가지 정도의 지시사항을 수
행할 수 있음
•또래들과 어울리려고 함
•또래들과 어울려 놀기의 경
•또래와 함께 놀기는 짧은 시 우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함
간 동안 가능함
•새로운 도전을 거부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행동에는 집
주저하는 경우 많음
중력 있음
•자신의 행동에 대한 판단 능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력이 떨어짐
함
•활동 규칙을 잘 지키지 않음 •활동의 규칙을 비교적 잘 따
•교사의 지시에 따라 가끔 활 르려고 함
동에 참여함
•자신에게 흥미 있는 활동에
는 집중하여 참여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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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에서 표준편차 –1이상인 유아,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척도(PRES:
Preschool LanguageSale, 김영태, 2003)에서 유아의 언어발달이 생활연령에 비해 6개월 이상 지체된
유아, 생활연령이 만 6세 이하의 유아, 언어적․비언어적 모방이 가능한 유아, 중재 효과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시각․청각․신체적 중복 장애가 없는 유아’들로 선정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부모의 사전 동의를 얻은 뒤 본 실험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 유아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
본 연구 대상자인 발달지체 유아 선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단 검사 도구는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chooler Receptive Expressive Language Scales, 김영태 외,
2003)이다. PRES는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 검사 도구로써 2세에서 6세까지의
정상아동 및 언어발달지체나 장애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의 언어 발달 정도를 평가하
기 위해 고안된 검사도구이다. 검사 영역은 크게 수용언어와 표현언어로 나뉘어져 있으며, 검사
내용은 수용언어 영역과 표현언어 영역 각 45개씩 총 90개 문항과 각 영역 15개의 언어발달 단
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언어영역을 세 부분으로 분류하였는데, 인지 능력과 관련되는
의미론적 언어능력, 언어학적인 지식과 관련되는 구문론적 언어능력,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관련되는 화용론적인 언어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유아의 언어발달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1)

실험도구
회기별 프로그램 내용은 <표 2>와 같다.
2)

회기
1

2

활동명

<표 2> 소집단 텃밭 가꾸기 활동

활동내용
￮ 텃밭에 대해 알아본다.
싶은 식물을 이야기 나눈다.
텃밭 만들 ￮￮ 기르고
필요한
알아본다.
계획하기 ￮ 텃밭을 것을
꾸밀 장소를 알아본다.
￮ 텃밭에 대한 계획을 그림으로 그려본다.
￮ ‘씨앗을 뿌려요’노래를 부른다.
날씨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상추씨앗 심기 ￮￮ 오늘
상추씨를 관찰한다.
￮ 씨앗 심을 준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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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텃밭 사진, 여러 가지
채소 사진, 도화지, 크레
파스
상추씨앗, 물뿌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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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 흙을 살짝 긁어 낸 후 상추씨를 하나씩 심는
다.
￮ 물뿌리개로 물을 준다.
￮ 준비된 채소씨앗을 관찰한다.
￮ 재활용 플라스틱 용기를 준비한다.
새싹채소 심기 ￮ 플라스틱 용기에 솜을 펴서 깐다.
￮ 씨앗을 뿌린다.
￮ 스프레이로 물을 뿌린다.
￮ 오늘 날씨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쑥갓씨를 관찰한다.
쑥갓씨앗 심기 ￮ 씨앗 심을 준비를 한다.
￮ 텃밭 흙을 살짝 긁어 낸 후 쑥갓씨를 하나씩 심는다.
￮ 물뿌리개로 물을 준다.
￮ 열무씨를 관찰한다.
￮ 밭 흙을 살짝 긁어내고 파종 골을 만든다.
열무 심기 ￮ 골의 중간에 열무 씨앗을 1~2㎝ 간격으로 한 알씩
뿌린다.
￮ 5㎜ 정도로 흙을 덮고 물을 흠뻑 뿌려준다.
￮ 새싹채소의 모습을 관찰한다.
새싹채소 ￮ 씨앗이었을 때와 비교한다.
수확하기 ￮ 새싹채소로 무엇을 할지 이야기 나눈다.
￮ 새싹채소를 먹는다(비빔밥, 김밥 등).
￮ 오이씨앗을 관찰한다.
￮ 호미로 땅을 조금 긁어내고 10~20㎝에 하나씩 씨앗
오이 심기
을 넣는다.
￮ 흙을 5㎜ 정도 덮어주고 물을 흠뻑 뿌려준다.
￮ 오이가 자라면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눈다.
￮ 호박씨 심을 곳에 구덩이를 판다.
중심에 호박씨 하나를 넣는다.
호박 심기 ￮￮ 구덩이
씨앗 위에 1㎝ 정도 흙을 덮고 물을 준다.
￮ 호박이 자라면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눈다.
￮ 텃밭에 기르고 있는 채소들의 건강이 어떤지 관찰하
고 이야기 나눈다.
채소의 건강 ￮ 작거나 힘이 없어 보이는 채소가 있는지 관찰한다.
지키기 1 ￮ 채소의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본다(잡초
뽑아주기, 퇴비주기, 지주대 세워주기 등)
￮ 알아본 내용들을 직접 실행해본다.
￮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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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채소 씨앗(무, 대채,
설채, 적양배추), 플라스
틱 용기, 솜, 스프레이
쑥갓씨앗, 물뿌리개

열무씨, 물뿌리개
새싹채소의 씨앗 사진,
새싹채소를 활용한 음식
사진
오이씨앗, 물뿌리개

호박씨, 물뿌리개
잡초 사진, 지렁이 분비
물 퇴비, 지주대로 사용
할 막대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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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에서 자라는 채소 중 벌레가 먹어 구멍이 났거
나 잘 자라지 못하는 채소가 있는지 관찰한다.
￮ 채소의 건강을 해치는 벌레 퇴치 방법에 대해 알아
본다.
￮ 난황유 만드는 방법을 알아본다.
￮ 난황유를 만들어 채소 잎에 골고루 뿌려준다.
￮ 상추의 모습을 관찰한다.
￮ 씨앗이었을 때와 비교한다.
￮ 상추로 무엇을 할지 이야기 나눈다.
￮ 상추를 먹는다.
￮ 쑥갓의 모습을 관찰한다.
￮ 씨앗이었을 때와 비교한다.
￮ 쑥갓로 무엇을 할지 이야기 나눈다.
￮ 쑥갓을 먹는다.
￮ 열무의 모습을 관찰한다.
￮ 열무 수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솎아서 겉절이를 해먹거나 데쳐서 나물을 해먹는다.
￮ 오이씨앗, 꽃, 작은 오이의 사진을 본다.
￮ 오이가 다 자란 모습을 관찰한다.
￮ 오이를 수확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오이를 수확한다.
￮ 호박씨앗, 꽃, 작은 호박의 사진을 본다.
￮ 호박이 다 자란 모습을 관찰한다.
￮ 호박을 수확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호박과 호박잎을 수확한다.
￮

10

채소의 건강
지키기 2

11

상추 수확하기

12

쑥갓 수확하기

13

열무 수확하기

14

오이 수확하기

15

호박 수확하기

달걀, 식용유, 물, 믹서
기
상추의 씨앗 사진, 상추
를 활용한 음식사진
쑥갓의 씨앗 사진, 쑥갓
을 활용한 음식사진
열무의 씨앗 사진, 열무
를 활용한 음식사진
오이씨앗, 꽃, 작은 오이
의 사진, 가위
호박씨앗, 꽃, 작은 호박
의 사진, 가위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발달지체 유아에게 소집단 텃밭가꾸기 활동을 적용하여 유아의 표현언어에 대한
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자 간 중다기초선설계(Multiple baseline across subject)를
적용 하였다. 실험은 기초선, 중재, 유지 순으로 세 개의 실험조건이 순차적으로 진행 되었으며
참여 유아들은 텃밭가꾸기 활동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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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절차

기초선
모든 기초선 자료는 오후 텃밭가꾸기 활동 시간(15분) 동안 참여 유아의 활동 상황을 카메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수집하였다. 기초선 자료를 수집하기 1주일 전 어린이집 원장님께 부탁하
여 텃밭가꾸기 활동 시간 실시되는 카메라 촬영에 유아들이 카메라에 익숙해지도록 하였다. 그
다음 1주일 동안은 본인이 학급의 유아들에게 15분씩 총 3회～7회기에 걸쳐 기초선을 실시하였
다.
1)

중재
본 연구의 중재는 12주 동안 일주일에 1-3회씩 총 15회기에 걸쳐 대상 유아에게 실시하였다.
소집단 텃밭가꾸기 활동은 오후 2시부터 2시 15분까지 오후 자유선택활동이 끝난 후 담임교사
가 어린이집 텃밭에서 소집단활동으로 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소집단 텃밭가꾸기 활동의
내용은 ‘일반 또래와 함께 참여하는 활동’, ‘유아의 흥미 고려’, ‘발달적으로 적합한 자료에의 접
근’, ‘유아에게 선택의 기회 제공’ 등이 발달지체유아의 활동 참여를 촉진하므로(국립특수교육원,
2012)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도입, 전개, 정리의 3단계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활동 내용
예시는 <표 3>과 같다.
2)

유지
유지는 중재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중재 종료 1주 후에 기초선 단계와 동일한 상황
을 제공하여 유아에게 3회기에 걸쳐 유아들의 자발적 표현언어와 반응적 표현언어를 측정하였다.
3)

5. 자료처리

자발적 표현언어와 반응적 표현언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표현언어는 발달지체유아의 자발적인 표현언어와 반응적인 표현언어를 의미한다.
자발적 표현언어는 또래의 요구나 질문과는 상관없이 발달지체유아가 텃밭 가꾸기 활동과 관련
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요구 혹은 상황을 표현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는 언어
적 표현 모두를 포함하였고, 반응적 표현언어는 일반 또래가 응답 요구 및 질의를 할 경우 발달
지체유아가 이에 반응하여 나타내는 음성적 응답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1)

관찰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유아들 간의 자연스러운 표현언어를 관찰하기 위해 소집단 텃밭 가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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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집단 텃밭가꾸기 활동(예)

회기
소집
단명
목표

활동
내용

2

활동명
준비물

상추씨앗 심기
상추씨앗, 활동 순서 사진, 달님모둠 이름표,
상추씨앗 사진과 이름표, 물 조리개 등

달님모둠(일반유아 명, 유아B)
- 상추씨앗을 관찰해 본다.
같은 모둠 친구들과 함께 씨앗 심는 활동에 참여한다.
* 같은 모둠 친구들과 씨앗 심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언어적으로 상호작용해 본다. ▶ 목표수정
‘씨앗을 뿌려요’ 노래를 부른다.
* 콧노래로 따라 부르다가 ‘씨 씨 씨’ 부분을 따라 부른다. ▶ 또재지원(시범보이기)
- (사진을 보여주며)지난 시간에 방문했던 ‘씨앗 파는 가게’에 대하여 이야기 나눈다.
: 어제 어디를 다녀왔나요?
도입
: *00는(유아B) 이곳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 성인지원(언어적촉진)
: 무엇을 했나요?
: 무엇을 사왔나요?
: 오늘은 우리 달님모둠 텃밭에 상추씨앗을 심어 볼 거예요.
- (*활동 순서에 대한 사진을 보며 ▶ 환경적 구조화:시각적일정표)상추씨앗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상추 사진을 보여주며)*00야(유아B) 이 채소를 먹어봤나요? ▶ 언어적촉진
: *그렇군요. 선생님도 자주 먹어요. ▶ 격려
: 이 채소 이름을 뭘까요?
: 달님모둠이 오늘 심을 씨앗은 뭐라구요?
: 상추씨앗은 어떤 모양인가요?
: (*돋보기 2개 ▶ 특별한도구사용) 돋보기로 봅시다. 어떤 모양인가요?
- (*활동 순서에 대한 사진을 보며)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텃밭 흙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을 무엇일까요?
: (상추씨앗 1개의 사진을 보여주며) 상추씨앗이 몇 개인가요?
전개
: 이렇게 하나씩 뿌리는 거예요.
텃밭에서 상추씨앗을 뿌린다.
: 친구들과 씨앗을 하나씩 뿌려봅시다.
: *00가 먼저 뿌려보고, 그 다음 00(유아B)가 뿌려보자(한 줄로 뿌릴 수 있도록 유아B의 손을 잡
고 같이 뿌린다). ▶ 언어적, 신체적 촉진
: 다음에는 00가 뿌려보자.
: 물뿌리개로 물을 조심히 뿌려보자.
: 이 상추가 다 자라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 맛이 어떨까요?
: 빨리 상추를 먹어보고 싶은 친구 손 들어보자.
- 상추씨앗을 심어본 활동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오늘은 무슨 씨앗을 심었나요?
: 잘 자랄 수 있도록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정리
: 친구들과 함께 상추씨앗을 심어보니 기분이 어땠나요?
다음 텃밭 가꾸기 시간에 대한 안내를 한다.
: (새싹채소 사진을 보여주며) 다음 시간에는 ‘새싹채소’를 심어보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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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활동 중 발달지체유아들의 자발적인 표현언어와 반응적인 표현언어를 관찰하였다. 따라서 중
재가 실시되기 전, 중, 후 텃밭 가꾸기에 참여하는 대상유아의 활동을 캠코더로 촬영한 후 비디
오를 보면서 대상 유아의 자발적인 표현언어의 빈도와 반응적 표현언어의 빈도를 관찰하여 측
정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
관찰 기록의 신뢰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유아특수교육 석사를 전공한 담임교사가 기
초선, 중재 기간의 약 30%에 해당하는 연구대상 유아들의 행동이 녹화 된 비디오 자료를 무작
위로 추출하여 관찰하면서 목표행동을 독립적으로 관찰기록지에 기록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는
빈도기록법을 사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발생하는 측정행동의 발생빈도를 누가적으로 기록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는 자발적 표현언어와 반응적 표현언어를 회기당 두 명의 관찰자 측정치 중 작
은 수를 큰 수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관찰자간 신뢰도는 유아A에 대해서
는 95.2, 유아B는 94.2, 유아C는 93.0이었다.
3)

중재충실도
중재충실도는 중재 내용을 담임교사가 충실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유아특수교육전
공자 1명과 담임교사가 실시한 중재 회기의 33%에 해당하는 비디오 자료를 시청하여 담임교사
가 실행하는 중재과정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지는지를 체크리스트에 점수를 주는 형식으로 채점
되었다. 중재행동에 대한 신뢰도는 중재 15회기 중 5회기를 제 3자의 관찰자 3명에 의뢰하여 중
재충실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유아A에 대해서는 82.3, 유아B는 95.4, 유아C는 93.9로 나타났다.
4)

사회적 타당도
사회적 타당도는 중재목표의 중요성, 중재절차의 적절성, 중재결과의 중요성이 포함되도록 구
성한 질문지(5개 문항)를 대상유아 부모 및 특수보조원을 대상으로 5개 문항을 5점 척도로 평가
하였다. 그 결과 유아A의 부모는 94%, 특수보조원은 100%로 나타났고, 유아B의 경우 부모와 특
수보조원 모두 100%로 나타났으며, 유아C의 부모는 94%, 특수보조원은 100%로 나타났다.
5)

Ⅲ. 연구결과
1. 소집단 텃밭가꾸기 활동이 통합학급 발달지체유아의 자발적 표현언어에 미치는 효과

연구 결과 연구대상 유아 세 명 모두 자발적 표현언어가 증가되었다. 대상유아별로 기초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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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회기 실시되었으며, 중재는 15회기 실시되었다. 대상 유아들의 자발적 표현언어는 <표 4>
와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3 -7

<표 4> 연구대상 유아별 자발적 표현언어 발생횟수의 평균과 범위(빈도)

연구대상
유아A
유아B
유아C

평균
(범위)
평균
(범위)
평균
(범위)

기초선

중재

유지

0.3

4.5

5.3

(0-1)

(1-8)

(4-6)

0.4

7.3

8.0

(0-1)

(2-11)

(7-9)

0.4

5.7

5.3

(0-1)

(1-9)

(4-6)

<그림 1> 대상 유아별 자발적 표현언어 발생횟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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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A의 경우 기초선 3회기 동안 자발적 표현언어 발생횟수가 평균 0.3으로 나타났다. 중재기
간 동안에는 자발적 표현언어의 발생 횟수가 평균 4.5회로 증가하였다.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재기간 동안 자발적 표현언어 발생 횟수가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중재가 진행될수
록 자발적 표현언어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재가 종료된 후에도 높은 수준
의 유지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유아B의 경우 기초선 3회기 동안 자발적 표현언어 발생횟수
가 평균 0.4로 나타났다. 중재기간 동안에는 자발적 표현언어의 발생 횟수가 평균 7.3회로 증가
하여 유아A와 유아C에 비하여 가장 많은 증가를 나타냈다. 또한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재기간 동안 자발적 표현언어 발생 횟수가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중재가 진행될수록 자발적
표현언어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재가 종료된 후에도 평균 8.0으로 높은 수
준의 유지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유아C의 경우 기초선 3회기 동안 자발적 표현언어 발생횟
수가 평균 0.4로 나타났다. 중재기간 동안에는 자발적 표현언어의 발생 횟수가 평균 5.7회로 증
가하였고,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재기간 동안 자발적 표현언어 발생 횟수가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중재가 진행될수록 자발적 표현언어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재가 종료된 후에는 중재기간 동안의 평균보다 약간 낮은 평균 5.3으로 나타났다.
2. 소집단 텃밭가꾸기 활동이 통합학급 발달지체유아의 반응적 표현언어에 미치는 효과

연구 결과 연구대상 유아 세 명 모두 자발적 표현언어가 증가되었다. 대상유아별로 기초선은
3회-7회기 실시되었으며, 중재는 15회기 실시되었다. 대상 유아들의 자발적 표현언어는 <표 5>
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5> 연구대상 유아별 반응적 표현언어 발생횟수의 평균과 범위(빈도)

연구대상
유아A
유아B
유아C

평균
범위)
평균
(범위)
평균
(범위)
(

기초선

중재

유지

1.7

6.4

6.7

(1-2)

(2-10)

(6-7)

1.8

8.6

9.0

(1-3)

(4-12)

(8-10)

2.0

5.5

5.7

(1-3)

(3-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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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대상 유아별 반응적 표현언어 발생횟수의 변화

유아A의 경우 기초선 3회기 동안 반응적 표현언어 발생횟수가 평균 1.7로 나타났다. 중재기간
동안에는 반응적 표현언어의 발생 횟수가 평균 6.4회로 증가하였다.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재기간 동안 반응적 표현언어 발생 횟수가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중재가 진행될수록 반
응적 표현언어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재가 종료된 후에도 평균 6.7로 높은
수준의 유지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유아B의 경우 기초선 3회기 동안 반응적 표현언어 발생
횟수가 평균 1.8로 나타났다. 중재기간 동안에는 반응적 표현언어의 발생 횟수가 평균 8.6회로
증가하여 유아A와 유아C에 비하여 가장 많은 증가를 나타냈다. 또한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재기간 동안 반응적 표현언어 발생 횟수가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중재가 진행될수록 반
응적 표현언어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재가 종료된 후에도 평균 9.0으로 높
은 수준의 유지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유아C의 경우 기초선 3회기 동안 반응적 표현언어 발
생횟수가 평균 2.0로 나타났다. 중재기간 동안에는 반응적 표현언어의 발생 횟수가 평균 5.5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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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고,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재기간 동안 반응적 표현언어 발생 횟수가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중재가 진행될수록 반응적 표현언어 발생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
재가 종료된 후에도 5.7회로 높은 수준의 유지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소집단 텃밭 가꾸기 활동이 통합학급 발달지체유아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집단 텃밭가꾸기 활동은 통합학급 발달지체유아의 자발적 표현언어에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텃밭 가꾸기와 같은 자연체험 활동이 유아의 언어능
력에 효과적임을 밝힌 연구들(김희선, 2013; 손영빈, 윤기영, 2005; 이상희, 2012; Cornell, 2002;
Humphryes, 2000; Wilson, 1995)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텃밭 가꾸기와 같은 자연체험 활
동이 발달지체유아의 정서 및 언어능력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 주장들(손기철 외, 2000;
권은희, 2002; Barbara & Maxim, 1998; Williams, 1990)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텃밭 가꾸기에 참여한 유아들은 흙, 돌, 식물, 햇빛, 공기, 바람에 대한 소리, 향기, 촉감,
모양과 크기 변화의 관찰, 맛 등을 알아보며 언어로 표현해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또래와
이야기해 보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에서는 발달지체유아의 참여를 증진시키고자 활동 참여 대상을 소집단 형태로 구성하여 구조화
인 중재를 실시하였다. 이에 발달지체유아는 중재가 진행됨에 따라 텃밭 가꾸기 활동에 적극 참
여하는 모습을 타나냈고 교사나 또래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는 언어적 표현을 자주 하게 되
었다. 특히 발달지체유아는 중재 후기에 제시된 ‘심었던 채소 수확하기’ 활동이 진행될 때 ‘(다
자란 호박을 가리키며)이거 봐봐.’, ‘나도 해요(오이를 자를거예요).’ 등 자신이 필요로 하는 요구
를 하거나 상황을 표현하는 말을 또래에게 자주 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발달지
체유아 뿐 만 아니라 일반유아들에게서도 관찰되었다. 따라서 소집단 텃밭 가꾸기는 통합학급
유아들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자발적 표현언어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소집단 텃밭가꾸기 활동은 통합학급 발달지체유아의 반응적 표현언어에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중심 의사소통 중재만으로는 자연적인 환경 속
에서 유아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제한점들이 인식되면서 유아
의 환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유아의 의사소통 행동이나 시도에 보다 반응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유아의 습득을 촉진하기 위한 중재의 필요성을 언급한 주장들(Hancock & Kaiser, 2002;
Hemmeter & Kaiser, 1994; Kaiser & Hester, 1994; Yoder & Warren,2002)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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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텃밭 가꾸기가 발달지체유아의 자발적 표현언어 뿐 만 아니라 반응적 표현언어도 효과
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 기초선 단계에서 대상 유아들은 대부분 또래의 요구 및 질문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거나 가끔 응답하였으나 중재가 진행됨에 따라 반응적 표현언어도 자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텃밭 가꾸기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발달지체유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높이고 또래에게 반응적일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구조화된
전략을 사용하였다. 즉 발달지체유아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흥미를 유도하고자 활동순서나 질문
내용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였고, 활동을 단순화 시켰으며, 적절한 자극 및 반응 촉진 전략을 사
용하였다. 그 결과 중재 후반부로 갈수록 발달지체유아는 일반유아 및 교사와 상호작용 하려는
시도가 많아졌고 특히 또래와 교사의 질문이나 요구에 반응적 표현언어를 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텃밭 가꾸기 활
동을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그 효과를 알아본 것이므로 다른 활동에서의 소집단 중재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소집단 텃밭 가꾸기가 발달지체유아의 표현언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것이므로 언어능력 이외의 다른 발달영역에 대한 효과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통합학급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통합
학급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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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small groups’ vegetable gardening on
language expression of children with
development delay in integrated classes

Oh, Sook Hyu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mall groups’ vegetable gardening on language expression of
children with development delay in integrated classes. The research subject is the three four-year-old
children with development delay who go to Y Day Care Center located in G, Jeonnam. A multiple
baseline across subject design was used for test design. The results of the study is as follow: First, small
groups’ vegetable gardening had the positive effect on increase of spontaneous language expression of
children with development delay. Second, small groups’ vegetable gardening had the positive effect on
increase of reactive language expression of children with development delay. Therefore, this study implies
that small groups’ vegetable gardening can be the effective educational activity to increase language
expression of children with development delay.

Key words : small group’s Vegetable Gardening, Spontaneous Language Expression, reactive languag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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