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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유치원 전환에 관한 조사 연구
-유아의 능력과 전환활동을 중심으로강 미 라
경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 요 약 >
조기교육 프로그램에서 유치원 프로그램으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그 이후의 교육환경에 대한 아동의 준비
는 유아특수교육과 유아교육의 중요한 사안중 한 가지이다. 그것은 모든 유아의 발달적으로 적절한 교육을
위해 양쪽 기관의 교사들이 책임을 공유해야 하고, 프로그램을 구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유치원 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실환경에서 아동의 자립과 참여를 높일 수 있어야 하는데,
몇 몇 연구자들은 특별한 요구를 지닌 영․유아들에게 유치원으로 전환해 가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사전에
준비시킴으로써 새로운 교육환경에 순조롭게 적응을 할 뿐만 아니라, 아동기 이후의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유치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유아에게 준비시켜야 하는 기초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 유치원
(특수학교 유치부, 사립, 공립 유치원) 교사와 조기교육실(복지관 조기교육실, 사설교육실, 장애전담어린이
집) 교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유아들의 전환을 보내는 팀과 받아들이는 팀이 〔과제관련 행
동〕과 〔사회적 행동〕능력에서 차이를 보였다. 전환활동에서 중요하다고 기술한 응답들을 범주화하여 기
타 의견과 함께 제시하였다.

<주제어> 완전통합교육, 유치원 전환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높였고, 국가마다 유아교육

Ⅰ.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정책의 개발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아동의 전환
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국제적 정책 관심을 초기 아동 생

유아교육 정책의 확대와 개선 측면에서 유아의 발

활에 두고 있다. 정책 입안가들은 유아교육의 대응에

달과 학습의 일관성에 대한 증대된 관심은 시간의

대한 중요성을 장기적 그리고 단기적으로 아동의 복

경과에 따라 아동이 여러 가지 전환을 경험한다는데

지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부모를 보조하기 위한

초점을 두게 되었다. 전환은 일생동안 계속되는 과정

본질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유아

이며, 그것은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경험하는 것이

교육과 보육을 사회 통합을 위한 도구로도 간주하고

다. 아동은 자연스럽게 infancy에서 toddler hood로

있다. 유아교육에 대한 증대하는 국제적 관심은 초기

전환하고, 그 이후 preschool 시기로 가서 공식적인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지속성과 일관성을 제공하는

학교기관으로 들어간다. 학령기 아동의 전환은 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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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중학교로 그리고 고등학교로 가고, 그 이후

전환의 지표로써, 미국의 Department of Health and

에도 많은 전환이 있다. 특별히 이러한 젊은 청년은

Human Services(1987)는 취원전 환경에서 유치원으

전형적으로 직장에 들어가고, 나이가 들어 은퇴하기

로의 전환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성공적인 전환의

까지 수많은 전환을 한다. 전환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가지 사안”을 정의했는데, 장애아동과 정상아동

진행이 되는 변화의 과정이다(Boyer, 2001).

양측 모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이 원만한 전

여기서 아동은 몇 가지 수직적인 전환을 경험할

환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정에서 유아교육 환경으로

한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네

옮겨 질 때, 나이가 듦에 따라 유아교육 환경에서 또

가지 사안을 제시하였다. ① 취원전의 유아와 유치원

다른 환경으로 이동할 때, 혹은 가정에서 초등학교로

생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교과과정을 통해서 프로그

이동할 때이다. 게다가 아동은 또한 수평적인 전환을

램의 지속성을 제공하는 것; ② 취원전 환경의 교직

이른 시기에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주어진 하

원과 유치원의 교직원 사이에 계속적인 의사소통과

루 동안 일어난다(Kagan, 1991). 하루 중 어느 시간

협력을 유지하는 것; ③ 유아들에게 유치원으로의 전

만 운영하는 곳(놀이 집단과 일부 보육 시설)이나 학

환을 준비시키는 것; 그리고 ④ 부모들을 자녀의 유

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다니는 아동은 아마도

치원 교육으로의 전환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학교 이외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또 다른

또한 관련 선행연구에서 성공적인 유치원 전환의

형태의 유아교육과 보육 프로그램으로 수평적인 전

요소에 전환과정에 참여한 부모와 교사들의 참여도

환을 경험할지도 모른다. 이때, 장애 아동은 또 다른

와 만족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환 이전

종류의 수평적 전환에 직면할 수 있는데, 특수교육을

환경과 전환 이후 환경의 직원간 연계와 의사소통,

제공하는 교실에서 일반교실로 이동하는 것이다. 유

그리고 장애유아의 유치원 전환 능력의 준비 등을

아교육 환경과 학교 환경을 서로 연결해 줄 필요가

강조하고 있다.

있는 것처럼, 특정 아동의 요구를 제공하는 환경 내
에서의 연계도 필요하다(Neuman, 2002).

이에 Conn-Powers 등(1999)은 유치원으로의 전환
과정을 빨리 시작함으로써, 아동의 가족과 교직원,

그것은 각 아동이 학교의 문턱을 넘어설 때, 성공

그리고 교육 행정가들 사이에 협력적인 노력을 공고

과 실패, 친구 만들기와 놀라운 속도의 학습과정을

히 할 수 있고, 성공적인 전환에 방해가 되는 많은

시작하게 되며, 학교가 가족 이후에 아동의 삶에 가

장벽들이 제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록 유치원

장 깊은 영향을 주는 곳이 되기 때문에, 교육체제 내

전환이 유아와 그 가족에게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

에서의 적절한 교육이 강조되는 것이다. 또한, 가족-

는 사항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체계적으로

학교 관계는 아동이 학교에서 얼마나 적응을 잘 했

가족에게 전환과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

는지 그리고 아동이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고, 정보와 지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접촉

받았는지에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다. 사실상, 가족-학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발달지체유아의 유치원 통합

교 관계는 아동이 학교로 이동하기 전부터 실질적으

교육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로 시작되고, 가족이 아동에게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고 준비시키는 방식으로 시작된다(Ramey &

2. 연구의 목적

Ramey, 1999).
발달지체유아의 유치원 전환 연구에서 성공적인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발달지체유아의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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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

설유치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 발달지체유아의 교

록 유치원 전환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육에 관여하고 있는 교사와 치료서비스 지원 직원,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즉 담임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첫째, 유아특수교사와 유아교육 교사가 인식한 유
치원 전환에 중요한 유아의 능력을 밝힌다.

보조교사, 특수교사를 받아들이는 교사라 하며, 이하
유치원 교사 또는 유아교육 교사로 정의한다.

둘째, 유아특수교사와 유아교육 교사가 인식한 효
율적인 유치원 전환을 위한 활동을 밝힌다.

Ⅱ. 유치원 전환을 위한 준비
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한 용어를 다음과

1. 유아의 기초능력

같이 정의한다.
어린 아동이 이전에 전환과정을 경험한 적이 없으

1) 보내는 팀 구성원
(Sending Team Members ; STM)

면, 유치원으로의 전환은 가끔씩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 사실 학교로의 전환은 아동과 가족 모두에
게 중요한 삶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들은 아마도

취원전 환경에서 교육을 받았던 유아와 당시 관계

새 친구 사귀기, 새로운 선생님과 학교의 다른 직원

가 있었던 교육전문가를 뜻한다. 구성원들은 조기교

을 만나기, 새로운 일상 익히기, 그리고 새로운 일과

육실의 유아특수교육 교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시간표에

작업치료사 및 심리치료사 또는 사회 복지사, 그리고

Fowler, Schwartz, Koltwitz, & Rosenkoetter, 1989 ;

유아교육 교사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Maxwell & Eller, 1994 ; Rimm-Kaufman & Pianta,

이 연구에서는 받아들이는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적응하기

등을

포함하게

된다(Hains,

2000).

있는 교사를 제외하고 복지관의 조기교육실과 사설

이 때, 몇 가지 확실한 행동은 순조로운 전환에 도

조기교육실 등에서 발달지체유아를 교육하고 있는

움이 된다. 즉, 협력적으로 놀 수 있는 아동의 능력, 또

교사를 보내는 팀의 교사로 정의하며, 이하 유아특수

래집단에 들어가기 위해 긍정적인 행동을 나타내 보이

교육 교사라고 정의를 한다.

며, 유년기가 될수록 유치원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
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행동 등이 필요하다(Maxwell &

2) 받는 팀 구성원
(Receiving Team Members ; RTM)
취원전 환경의 프로그램에서 이동하여 유치원 프
로그램에 배치된 유아와 관계가 있는 교육전문가들
로, 유치원의 담임교사와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물
리치료사, 심리치료사 그리고 보조 교사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수학교의 유치부, 초등학교의 병

Eller, 1994). 학교로의 전환에 앞서 최소한의 준비만을
한 아동에게는 아마도 특별한 보상전략이 필요할 것이
다(Alexander & Entwistle, 1988).
성공적인 유치원 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실환
경에서 아동의 자립과 참여를 높일 수 있어야 하는
데, 몇 몇 연구자들은 특별한 요구를 지닌 영․유아
들에게 유치원으로 전환해 가는데 필요한 능력들을
사전에 준비시킴으로써 새로운 교육환경에 순조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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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을 할뿐만 아니라, 아동기 이후의 환경에서도 적

유아특수교육에서 서비스를 받는 많은 아동들은 나

응을 잘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

이가 되면 일반유치원 교실에 들어가게 된다. 유아특수

다. 유치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아동에게 준비시켜야

교육의 한가지 목적은 그 다음의 환경에서 아동이 가

하는 기초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수년 간

능한 한 독립적으로 기능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

계속되어 왔다.

이다. 이러한 과제를 달성시키는 것은 성공적인 유치원

Chandler(1993)에 의해 제출된 논문은 유아와 가

생이 되는데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판별하려는 프

족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더 많이 준비

로그램을 위해서 중요하다. 유아특수교육의 환경에서

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적응할 때 그들을

제공되는 자극적인 환경은 아동이 필요한 능력들을 가

도와주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Chandler는 이것이 유

지고 유치원으로 취원 하기 위해 준비하는데 긍정적인

치원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많은 능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력들을 개발하고 그런 다음 이러한 능력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
고 주장했다. Chandler는 성공적인 전환에 관계된 네

2. 유치원 전환활동의 요소

개의 일반적인 전환능력들을 밝혔다: ① 사회적 행동
과 교실행위; ② 의사소통행동; ③ 과제에 관련된 행

1) 유치원 전환 이전의 전환계획

동; 그리고, ④ 자립 행동이다. Chandler는 유아들에
게 전환을 준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들에 초점

Bronfenbrenner(1986)는 모든 아동의 전환단계를

을 두는 동시에, 또한 부모참여를 장려하라고 충고했

이론적 모형으로 설명하였는데, 첫 번째 단계가 실적

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받아들이는 교사들이 취원전

인 전환에 앞서 존재하는 상황들 상호간의 관계로,

의 교육환경에서 사용된 전략들과 방법들을 채택해

이전의 관계가 새로운 환경에서 아동의 예상된 수행

서 일반화를 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표1에

에 대한 태도와 기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

Chandler(1993)의 전환능력을 목록화하여 제시하였

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가족체제가 재구성된다.

다.

즉 아동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기대와 태도에서 변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Special

화가 생긴다. 세 번째 단계는 가족과 학교 사이에,

Educaton(2000)의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전환 능력으

또는 아동과 학교, 가족 간의 관계에서의 변화는 전

로는, ① 학급규칙능력, ② 작업능력, ③ 자기관리능

환 후에 일어난다. 이러한 전환과정을 쉽게 하기 위

력, ④ 의사소통능력, ⑤ 사회적 능력 행동이다. 구체

하여, Bronfenbrenner(1986)는 아동의 현재 여러 환

적인 하위행동 목록을 표II-2에 제시하였다.

경들 중의 하나 하나와 아동이 전환하고 있는 환경

더 많은 아동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조기교육 프로
그램에 참가한다. 발달적으로 지체된 유아를 위해 실재

간의 상호관계를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았다.

하는 프로그램들 중 한가지는 유아특수교육 프로그램

Diamond와 그의 동료들(1988)은 Bronfenbrenner

이다. 그 자체의 철학과 목적은 3세에서 5세의 발달지

(1986)가 했던 연구에 근거해서 더 광범위한 생태학

체유아를 대상으로 발달의 지체를 조기에 판별하고, 중

적-발달상의 토대를 이용하여, 취원전 환경의 전환을

재하고, 그리고 지체된 영역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위한 모델을 개발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유아의 발

것이다.

달은 그들의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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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

전환 능력
Chandler(1993)

사회적 행동과
학급규칙

*교실집단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이해한다
*다른 친구의 물건을 안다
*공격적인 행동 없이 친구와 상호작용하며 자신을 방어한다
*협력해서 놀이를 한다: 놀이감과 교구를 나누어 사용한다
*감정을 표현하며 애정을 적절하게 표현한다
*게임에 적절하게 참가한다: 자신의 차례를 지킨다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학급규칙과 일과시간을 잘 따른다
*줄을 서서 적절하게 기다린다
*또래 친구의 행동을 모방한다
*적절하게 앉아 있다
*혼자서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과제관련
행동

*과제활동에 필요한 교구․교재를 찾는다
*활동 중에 또래 친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교사의 지도를 빨리 따른다
*과제활동과 상황에 따라 능력을 일반화한다
*소집단 또는 전체 대집단에서 활동에 대한 지시를 잘 따른다
*교구․교재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작업한 곳을 정리한다
*작업활동이 끝난 것을 알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한다
*교사의 다른 지시가 없어도 적절한 시간에 활동을 시작하고 끝낸다
*작업활동을 스스로 선택한다
*자신의 활동 공간에 머문다
*일과운영시간의 흐름을 잘 따른다
*다양한 교구․교재를 사용한다
*적절하게 주의를 집중한다
*대집단에서 교사에게 주의집중을 한다

자립능력

*문제가 생겼음을 안다
*개인 소지품을 사물함에 놓고 보관한다
*주의사항에 관한 문자를 알고 위험을 피한다
*시기에 적절한 옷으로 갈아입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혼자 간식이나 점심을 먹는다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화장실에 간다

의사소통
능력

*2～3 가지 지시를 따른다
*또래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주도하고 유지한다
*언어적 피드백이 주어졌을 때, 행동을 수정한다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면 또래 친구나 교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과제에 주어진 적절한 지시를 기억하고 그 지시대로 수행한다
*그룹수업을 따른다
*생각과 경험을 관련짓는다
*질문에 대답한다
*자신이 원하거나 필요한 것을 의사소통하여 전달한다

출처: Chandler, L. K. (1993). Steps in preparing for transition. Teaching Exceptional Children, 25, pp. 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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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양식과 유아의 발달과 장애 대처전략을 이

이 안전망은 많은 서비스들을 고려해서 유아가 새로

해하려고 한다. Diamond 등(1988)은 가정, 취원전 환

운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동안 도움을 주어야 한다.

경, 그리고 보내는 프로그램 사이의 결합을 15단계의

기관수준에서, Wilson은 기관들 사이의 공유된 철학,

전환과정을 통해서 만들고 유지시키려 했다. 15단계

마찬가지로 분담된 책임들과 자원들을 반영하는 문

의 전환과정은 유아의 취원전 환경이 끝나는 마지막

서로 된 합의서에 근거하여 각 가족을 위해 개발된

해(year) 9월에 시작해서 유아가 유치원에 다니는 해

전환 계획안과 함께 각 기관사이의 협력을 제안하였

(year) 10월에 후속연구를 실시하는 단계로 끝난다.

다. 직접 서비스 수준에서 유아와 프로그램에 관한

첫 번째 단계에는 학년초에 전환계획을 세우는 것

정보가 보내는 팀과 받아들이는 팀 사이에서 교환되

그리고 개별화 교육프로그램(IEP)을 유아에게 다음

고 각기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방문들이 이루어진

의 가장 덜 엄격한 환경을 준비시키는 것이 포함되

다. 이 때쯤에,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유아에게 필수

었다. 그 다음은 취원전 환경, 가족, 그리고 보내는

적인 기술들이 밝혀지고 그들이 현재 받고 있는 프

팀 사이의 의사소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개의

로그램에 통합된다. 가족수준에서는, 부모들이 전환

단계들을 제안했다. 학년도가 끝나갈 때, 각개의 전

과정의 모든 단계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문가들로 구성된 팀의 공식적인 모임에 부모들도 같

된다. Wilson에 의해 설명된 것처럼, 가족들은 모든

이 참석해서 배치를 정하고 새로운 IEP를 개발한다.

단계들에 대해 충분히 알게되고 자녀를 위해 선택할

이 과정은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한 이후 대략 한달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방문하고, 새로운 교직원을

쯤 부모들과 함께 하는 후속접촉으로 마무리된다. 전

만나고, 자녀의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들을 육성

환과정에서 유아의 가정, 취원전 환경, 그리고 앞으

하도록 격려된다.

로 받게 될 유치원 프로그램을 고찰해보면, 유아와

Wilson은 또한 전환계획에는 유아에 대한 평가, 선

가족, 그리고 학교를 위해 순조롭고 성공적인 변화가

택할 수 있는 배치에 관한 토론, 선택 가능한 프로그

될 가능성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램 방문, 프로그램 선택,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Diamond 등이 모델의 근거를 생택학적-발달이론

있는 유아의 적격성 확인, 선택된 프로그램에 등록하

에 두었던 반면, Rice와 O'Brien(1990)은 포괄적인

기 위한 신청서나 등록서의 작성, 유아와 받아들이는

전환모델에는 유아, 가족, 그리고 학교가 포함되어

프로그램 측의 준비, 유아와 가족의 새로운 프로그램

있을 것이지만 또한 영향력 있는 사회적 그리고 문

적응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화적 요소들과 이 모든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방법

취원전 조기중재 프로그램에서의 전환 촉진 전략

을 통합한다. 이러한 견해는 Rice와 O'Brien에 뒷받

은 발달지체유아를 위한 전환목표로서, 그들의 요구

침된 “문화 생택학적 영역”을 의미하는데, “문화 생

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

택학적 영역”은 유아를 가족구성원으로 여긴 다음,

램을 제공하여,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동안 적응상의

더 광범위한 사회 그리고 문화공동체의 일부로 간주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Wolery, 1989).

한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특별한 요구를 지닌

가장 최근에 Wilson(1998)은 기관, 직접 서비스,

영․유아를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족수준들에서 이루어진 신중한 계획에 근거한 전

그러나 교사들의 이해부족과 준비되지 않은 환경, 부

환모델을 긍정적으로 가정했다. 그런 계획이 Wilson

적절한 대응 등이 유아와 그 가족, 그리고 교사간의

에 따르면 가족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고,

관계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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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2>

전환 능력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of Special Educaton(2000)

학급규칙

*천천히 움직이면서 이동한다
*교실에서 목소리를 조절한다
*필요할 때 교사의 관심을 얻기 위해 적절한 신호를 사용한다
*교사의 신호를 적절하게 기다린다
*교구․교재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자신이 작업한 자리를 정리한다
*교실 내에서 활동영역 경계를 알고 그 안에서 머문다

작업능력

*다른 친구들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것을 자제한다
*이해가 안될 때, 지정된 과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신호를 보낸다
*과제에 관련된 지시를 따른다
*발달적으로 적절한 활동에 자신이 참여한다
*특정과제에 필요한 교구․교재를 안다
*혼자 활동을 선택하고 작업을 한다
*활동의 끝마침을 알고 활동의 종료를 성인에게 알린다
*5분 동안 지정된 영역에서 작업활동을 한다
*실수를 스스로 고친다
*먼저 시작한 과제를 기억하고 있고 끝까지 과제를 완성한다
*크레파스를 부러뜨리지 않고 사용하며 가위를 제대로 사용한다

자기관리능력

*얼굴을 깨끗이 한다: 화장지사용, 코를 닦는다
*도움 없이도 화장실 위치를 알고 사용한다
*시간과 계절에 맞게 옷을 갈아입는다
*최소한의 도움으로 간식을 먹거나 점심을 먹는다
*놀이실에서 다쳤거나, 어려운 상황일 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어른을 찾는다
*실외 활동 중 혼자 다니지 않고 집단 속에 머문다
*위험을 알아차리고 피한다

의사소통능력

*이름을 부르면 어른을 향해 쳐다본다
*집단활동에 주어진 지시를 잘 듣고 그 지시를 따른다
*자신이 필요한 것과 선호하는 것(음료, 음식, 목욕 등)을 의사전달 한다
*어른이 “멈추어라”고 지시하면 활동을 멈춘다
*대집단 활동에서 또래에게 관심을 보이며 쳐다본다
*자신을 적절하게 방어한다
*어른이나 또래 친구에게 도움을 청한다
*질문에 오래 지체하지 않고 대답한다
*기능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사용한다: 신호, 그림판, 사진 등으로 의사소통한다

사회적 행동

*인사를 한다
*교사의 요구를 듣는다
*성인의 여러 가지 지시를 따른다
*선호하는 활동을 선택한다
*또래 친구와 성인과의 상호작용 행동을 주도한다
*협력하여 놀이를 한다
*사회적 강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간식시간과 점심시간에 적절한 행동을 한다
*또래 친구와 성인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감정을 통제한다
*자기 학대 행동을 통제한다
*타인에 대한 신체적 공격행동을 자제한다
*먹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놀이감을 구별한다
*비구조적인 활동에 발달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놀이기구를 사용한다: 오르기 힘들거나
뛰어 내리기 어려운 시설(기구)에서 어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출처: U.S. Dept. of Special Education(2000). Transitioning from Inclusive Early Childhood Programs to Kindergarten.
University of Kansas. Circle of Inclusion Project. pp. 123 -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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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는 원만한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위해 신중

<표II-4>

유치원 전환 준비를 위한 활동

하고 적절한 계획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많은 인원이

* 곧 다가올 변화에 대해 유아에게 이야기를 해 준다.

참여하게 되는데, 유아의 가족, 취원전 교육기관의

* 매일 유아와 함께 읽기를 하며, 책읽기에서 증가된 주의

교사와 직원, 치료서비스의 제공자들, 그리고 유치원
의 교사와 직원들이다(김정권․강미라, 2002).
Hadden과 Fowler(2001)는 발달지체유아의 완전통
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유치원 전환계획 과정을

집중과 참여를 칭찬한다.
* 유아가 새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준다.
* 유아가 다른 사람들과 제스춰나 말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격려해 준다.
* 유아가 어떤 색의 옷을 입을 것인지, 어떤 놀이감을 선택

<표II-3>과 같이 제시하였다.

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간식을 먹을 것인지, 간단한 선

<표II-3>

유치원으로의 전환계획과정

단 계

전환 계획 과정

택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 유아가 개인소지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유아가 놀이감과 교구․교재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러준다.

단계 1
단계 2

전환 6개월 전에 유치원전환을 계획한다.
취원하게 될 프로그램을 방문하여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을 구별한다.

* 유아가 기능적인 방법으로 놀이감과 시설을 적절하게 사
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유아가 자조기술을 가능한 한 많이 습득할 수 있도록 지
원해 준다.

단계 3

아동을 준비시킨다.

단계4

유치원으로 취원한다.

단계5

비공식적인 지원서비스들을 이행한다.

단계6

유치원 전환과 아동의 적응을 평가한다.

* 유아가 필요할 때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격려한다.
* 유아가 스스로 놀도록 기회를 마련해 준다.

출처: Hadden.
Transitions to
Child Inclusion
Delmar. pp. 316

* 유아가 간단한 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게임이나 가정에

S. & Fowler. S.(2001). Planning
Support Inclusion.
The Exceptional
in Early Childhood Education(4th).
- 333.

서의 심부름 등으로 가르쳐 준다.
* 유아의 이름과 주소, 가능하다면 전화번호까지 유아에게
연습을 시킨다.
* 유아에게 색상, 형태, 학습과 연관 있는 크레용, 표시, 찰
흙 등과 같은 재료를 보여준다.
* 취원하게 될 새 유치원을 방문하여 새 선생님을 만나도
록 한다.
* 유아의 IEP에 유치원 전환과 연관된 사항을 포함시키도

<표II-3>

의

유치원으로의

전환계획과정에서

Hadden과 Fowler(2001)는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
응하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시하였는데, 이

록 상기한다.
출처: Hadden. S. & Fowler. S.(2001). Planning
Transitions to Support Inclusion.
The Exceptional
Child Inclus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4th).
Delmar. p. 328.

러한 내용들은 아동의 취원 전의 조기교육 환경에서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유아의 유치원 전환 준비를 위한 활
동을 <표II-4>에 요약하였다.

유치원을 방문하여 관련한 것을 토대로, 유아특수
교사나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자들은 다음 해 유치원
으로 전환해 갈 아동을 보조하기 위해 준비전략의
수와 전략활동을 분류해야 한다. 위의 표II-4는 새로
운 프로그램에 적응하는 아동을 위해 가족과 유아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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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아동에게

을 정의했으며, 발달지체유아와 정상유아 양측 모두

요구되는 능력을 제시하였다. 위에 제시된 활동들은

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들이 원만한 전환을 보장

조기교육시기에 미리 준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충
고한다. 구체적인 전환활동으로는, ① 영유아 발달에
대한 이해, ② 일반 공개일(open houses)과 유치원

2) 유치원의 전환계획

방문, 등을 통해서 유아들을 보내는 교직원들과 받아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취원전 아동들을 대상으로,
Maxwell과 Eller(1994)는 다음과 같은 유아의 성공적
인 전환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들로 제시하였다.
즉, ① 유아의 능력들 그리고 학교와 관련된 선행 경
험들; ② 유아의 가정생활과 그들의 부모들과의 상호
작용; 그리고, ③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실들의 특징
등이다. 그들은 또한 사회적 발달을 지도하기 위한 기
회들을 제공할 것, 유치원 목표와 논의거리를 둘러싸
고 부모들과 함께 토론을 할 것, 그리고 유아의 발달
을 도울 수 있는 교실환경을 조성할 것을 권고했다.
Ziegler(1985)도 전환과정에 부모를 참여시켜 정상
적인 영유아들의 일반적인 취원전 프로그램에서 유
치원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개
의 구체적인 취원전 환경 활동들을 설명해 줄 것을
권고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취원전 프로그램들이 유
치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계획을 개발해서 관련된 책
들, 이야기하기, 달력들, 지도들, 그리고 극 놀이 기회
들을 유아들의 일상적인 활동들에 병합시켜 그들이
전환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
다. 그녀는 또 유아들에게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그들의 느낌과 예로 제시한 느낌의 이유들을 서
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87년에,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는 유아교육 교사들과 행정가들을
위한 소책자를 간행했다. 이 소책자는 취원전의 환경
에서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었다. 비록 발달지체유아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것
은 아니었지만, 이 소책자는 장애가 있는 영유아와
정상적인 영유아들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소책
자는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중요한 네 가지 사안”

들이는 교직원들 사이의 의사소통과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회제공, ③ 여러 번의 방문, 동화책,
극 놀이, 그리고 계획을 통해서 유아들을 준비시킬
필요성, 그리고, ④ 부모들과 자녀에게 전환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전환행사에 그들의 참여와 참
석을 장려하고, 그들을 위해 새로운 학교방문을 준비
하는 방법 등이 있다.
Stief(1994)은 National Goverment's Association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효과적인 전환 서비스들의 여러 구
성요소들, 즉, 취원전 환경과 유치원에서 실시된 발달
에 도움이 된 실행들, 전환과정에 부모참여, 가족에 초
점을 둔 서비스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많은 서비스
들, 조기교육실과 유치원 환경의 직원들과 초등학교 교
직원 사이의 의사소통과 협력, 그리고 유아들에게 유치
원으로의 전환을 준비시키기 위해 계획된 활동들을 설
명했다. 그녀는 전환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
들 사이에 공유된 의사결정과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의
배분을 지지했으며, 또 전환활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일
정표와 지속적인 프로그램 평가, 개선을 권고했다.
정상아동들을 위해 고안되고 제안된 전환모델들은
나이 어린 발달지체유아를 위한 전환모델들을 개발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정도
까지는 유용하다. 나이 어린 발달지체유아들의 교육
적 그리고 사회-정서적 요구들은 정상적으로 발달하
는 그들의 또래들과는 확연하게 다를 수 있다. 그것
만으로도, 발달적으로 지체되어 있는 유아들의 성공
적인 전환과정은 다른 구성 요소들을 나이 어린 발
달지체유아들의 특별한 요구에 맞추어 통합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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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I-5>
실제

유치원 전환의 실제를 위한 유치원 교사의 시간계획
1단계

․유치원으로 올 아동을
관찰하기 위해 조기교육실
조기교육실
을 방문한다.
을 방문
․유치원의 비디오나 슬라
이드를 상영한다.

․아동과 가족에게 연락하
기 시작한다.
가족과
아동을
맞이함

․새로운 아동과 가족이
유치원 교실을 방문하도록
초대한다.

새로운
생활에 대한
․유치원 체험프로그램을
소개에
준비한다.
강조점을
둔다.

․교육과정은 모든 아동의
문자학습, 사회기술, 언어
발달의 진전에 중점을 둔
교육과정 다.
작성
․현재 교실에 있는 아동
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 교
실을 방문해 보는 계획을
세운다.
․새로 들어 올 아동과 가
족을 보조하기 위해 아동
의 진전에 관한 사정을 실
시한다.
사정(assess ․곧 들어올 아동에 관한
정보를 파일로 보관한다.
ment)
․공식적인 조기교육실에
서 교육을 받은 아동이 유
치원으로 올때는 아동의
학습정보를 모은다.

2단계

3단계

4단계

-

․아동과 가족의 환영 계
획을 세운다.
․조기교육실 교사와 연계
하여 교육을 한다.

․가족의 유치원방문에 대
한 계획을 세운다.
․조기교육실 교사와 연계
하여 교육을 한다.

․아동과 가족에게 편지를 ․가족이 방문가능한 날과
보내며, 가족을 위한 정보 시간, 장소를 정하고, “가
족”을 위한 교실공간을 준
를 보낸다.
비한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족의 시간에 맞춰 시
간을 다양하게 열어놓는다.
두가지 정도 얘기한다.
․가족이 유치원행사에 참
․각 아동을 위한 글자책
여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과 놀이감을 가지고 가정
․1주일을 단위로 학습프
을 방문하여, 아동이 좋아
로그램을 배부한다.
하는 활동에 대해 가족과
․교실의 도서영역에 있는
얘기한다.
책을 2주일 간격으로 가정
․학습프로그램을 남겨둔
에서 읽도록 보낸다.
다(학기가 시작할 때 돌려
․가족이 필요한 다른 교
받는다).
재를 물어본다.
․방학전에 유치원체험프
로그램을 실시한다.
방학하기 2개월 전부터 1
주일 정도 반일제 수업에
참가한다.
․방학직전의 1주일 동안
은 교실의 전체수업에 참
가한다.

․가족이 방문가능한 시간
을 정하고, “가족”을 위한
공간을 계속 마련한다.
․가족의 시간에 맞춰 시
간을 다양하게 열어놓는다.
․가족이 유치원을 방문할
때 아동을 위한 자원봉사
자를 둔다.
․1주일 단위로 학습프로
그램을 배부한다.
․교실의 도서영역에 있는
책을 2주일 간격으로 가정
에서 읽도록 보낸다.
․가족이 필요한 다른 교
재를 물어본다.

-

․새학년의 교육과정의 주
제를 계획하기 위해 가정
방문에서 모아진 정보를
사용한다.
․개별화된 수업을 계획하
기 시작한다.

-

-

․가족면접지의 정보를 참
고로 한다.
․특수한 요구가 보여지는
아동의 검사를 계획한다.
․방학기간의 유치원 체험
프로그램에서 관찰된 아동
의 일화기록을 참고한다.

․언어수준을 측정한다.
․계획된 일화적 관찰을
위한 중요한 날에는 하루
에 세 명의 아동을 관찰한
다.

․계획된 일화적 관찰을
위한 중요한 날에는 하루
에 세 명의 아동을 관찰한
다.

출처: Smolkin. L. B. 1999. The Practice of Effective Transitions. In Robert C. Pianta & Martha J. Cox. 1999.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pp. 33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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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Fowler와 그녀의 동료들 (Fowler, 1982;

Ⅲ. 연구방법

Fowler, et al., 1988; Fowler, et al., 1991; Hains et
al., 1988; Johnson et al., 1986)은 취원전의 발달지체
유아들의 특별한 요구를 고찰해서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제안을 했다. Fowler는 유아들을 받아들이는

1. 조사지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교육적 성공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둔 조기교육실 환경에서 유치원으로의 전환
에 대한 일반적인 모델을 제시했다(Fowler, 1982).
그녀는 조기교육실 환경과 유치원 사이의 차이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했는데, 다음
단계는 유아들에게 유치원교실 안에서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사
회적 능력들과 자립능력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에
게 전환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전환 모델
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각 유아의 전환 이전, 전환과
정 동안, 그리고 전환 이후에도 조기교육실의 교사들
과 유치원 교사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확립하고 유지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 Hains와 그의 동료들(1988)은
취원전 환경에서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특별한 요구
가 있는 유아들을 위해 전환을 계획하는데 따르는
중요한 논쟁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유아, 가족, 교
사들, 그리고 교육기관의 역할 모두가 전환과정에 결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들은 이러한
전제를 근거로 그들이 성공적인 전환의 결정적인 요
소가 되는 세 가지 가정을 세웠다. ①. 능력과 행동
의 측면에서 유아의 현재 발달수준을 이해해야 하는
필요성, ②. 받아들이는 팀의 요구를 조사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③. 보내는 팀의 교사, 부모, 그리고
받아들이는 팀들 사이의 협력관계의 필요성이다.
Smolkim(1999)은 유치원 현장의 실제에 근거하여
유치원의 원장과 유아교육 교사들이 전환해 올 유아
의 조기교육실 교사와 부모를 참여시키기 위한 유치
원의 시간계획을 구성하였다. 표II-5에 제시하였다.

한국에서 발달지체유아의 유치원 전환에 관한 실
제적인 조사연구가 아직 수행되지 않았고, 경험적인
연구에 토대한 연구결과들이 부재한 관계로, 본 연구
에서는 측정도구의 개발에 신중성을 기하였다. 먼저,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이론적 연구에서 고찰
된 유아의 전환능력에 관한 내용 분석을 토대로 하
여 한국의 교육 학기와 유치원의 상황에 맞도록 재
구성하였다.
이렇게 재구성된 조사지를 대학원(언어․청각장애
아교육 전공/ 언어치료전공)을 졸업하고 조기교육실
에서 근무하고 있는교사 2명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조기교육실 교사 2명(대학원 심리치료전공/대학원 물
리치료전공 박사과정 1명),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에
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 교사 2명(대학
원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1명, 대학원 유아특수교육
전공 1명) 그리고 조기교육실에서 유치원으로 전환
한 경험이 있는 유아 4명(부산시 거주, 특수학교 유
치부 1명, 초등학교 재학 2명,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전자메일과 팩스를
이용하여 송부하였고, 회수는 직접 만나거나 전자메
일과 팩스로 회수하였고, 예비조사 대상자들이 응답
하지 않은 문항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직접 만
나 토의를 하거나 전자메일과 팩스 그리고 전화를
이용하여 의논을 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에서 발달지체유아의 부모와 조기
교육실 교사 그리고 유치원 교사 모두에게 〔전환〕
이라는 용어와 〔유치원 전환 계획〕이라는 용어가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유치원
으로의 이동에 관한 상담과 계획을 구분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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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II-1>
전환능력

전환능력 조사지
구 조

문 항 구 조

문항수

교실규칙에 관련된 능력

교실규칙 관련 행동 중 교사가 중요하다
보는 행동 3가지 체크

고

과제와 관련된 능력

과제와 관련된 행동 중 교사가 중요하다
보는 행동 3가지 체크

고

자기관리에 관련된 능력

자기관리 관련 행동 중 교사가 중요하다
보는 행동 3가지 체크

고

의사소통에 관련된 능력

의사소통 관련 행동 중 교사가 중요하다
보는 행동 3가지 체크

고

사회성에 관련된 능력

사회성 관련 행동 중 교사가 중요하다
보는 행동 3가지 체크

고

비고

9
9
9
9
9

※ 유치원 전환능력에 관한 문항은 조기교육실의 교사와 유치원 교사에게 동일하게 구성되었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모와 교사 모두가 유치

적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생

원으로 이동하기 위한 공식적인 시간 계획과 상담의

각하고 있는 전환능력을 3가지만 체크하도록 재구성

절차를 가지기보다는 부모의 요청에 따라서 부모와

하였다. 중요한 전환 활동 조사지에 관한 문항은 개

교사간의 비공식적인 상담을 통해 유치원으로의 전

방형 질문으로써, 예비조사 이전과 이후에 변동사항

환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문헌의

이 없다. 본 연구에 사용된 조사지는 부록에 첨부되

고찰과 선행연구의 결과에 토대하여 구성된 유치원

었다.

전환 능력에 관한 문항에서는 조기교육실 교사와 유
치원 교사 모두가 현재 취원 연령(3, 4, 5세)의 발달

2. 조사대상

지체유아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능력임을 공
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조사대상은 한국특수교육 총연합회에서 발간한

따라서, 예비조사에서 얻은 결과는 본 조사에 사

「전국특수교육 요람(2001)」을 참고로 특수학급이

용될 조사지의 구조와 문항을 재수정하여 구성하였

있는 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과 통합교육을 실시하

고, 최종적으로 특수교육학부 교수 1명의 검토를 받

고 있는 사립유치원, 그리고 유치부가 있는 특수학교

았다. 예비조사와 최종검토에서 수정된 구체적인 내

의 담당교사를 중심으로 설문지를 우송하였으며, 복

용은 <표III-1>과 같다.

지관 조기교육실과 사설조기교육실, 그리고 장애아

전환능력 조사지는 조기교육실의 교사와 유치원

전담 어린이집은 사전에 연락을 취해 설문에 응하겠

교사에게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전환능력에 관

다고 허락한 교사에 한해 조사지를 송부하였다. 본

련된 행동 9가지를 교사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순

조사에 응답한 유아특수교육 교사와 유아교육 교사

서대로 순번을 매기도록 하였으나, 예비조사에서 유

는 154명으로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은 <표III-2, 3,

아특수교사와 유치원 교사에 의해 제시된 전환능력

4>에 제시하였다.

의 목록이 현재 취원 연령(3, 4, 5세)의 발달지체유아
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능력이라는 것이 공통

조사에 응한 교사들을 근무기관에 따라 발달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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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유치원으로 보내는 팀과 받아들이는 팀으로
분류하였다. 보내는 팀 구성원으로는 복지관조기교육

<표III-3>

교사자격증

자격증 구분

응답자수
(명)

백분율(%)

초등특수교사

19

12.3

성원으로는 특수학교 유치부 교사(21명)와 초등학교

유아교사

67

43.5

병설유치원 교사(37명)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사(28

보육교사

8

5.2

심리치료사

16

10.4

물리치료사

5

3.2

언어치료사

34

22.1

사회복지사

2

1.3

기

3

1.9

154

100.0

실의 교사(20명)와 사설조기교육실 교사(38명), 그리
고 장애전담어린이집 교사(10명)이며, 받는 팀의 구

명)가 참여하였다.

<표III-2>

근무기관
보내는 팀

근무기관

응답자수

백분율(%)

복지관조기교육실

20

13.0

사설조기교육실

38

24.7

장애전담어린이집

10

6.5

합

타
계

<표III-4>

합

계

68

44.2

받는 팀

교육경력

교육경력

응답자수
(명)

백분율(%)

1년 미만

59

38.3

1 - 3년 미만

53

34.4

3년 이상

42

27.3

합

154

100.0

근무기관

응답자수

백분율(%)

특수학교 유치부

21

13.6

초등병설유치원

37

24.0

사립유치원

28

18.2

나 그 경력이 1년 미만인 교사가 59명이었고, 1년에

86

55.8

서 3년 사이의 경력을 지닌 교사는 53명이었으며, 3

합

계

계

교육경력에서는 발달지체유아의 교육경험이 있으

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교사는 42명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 응한 유아특수교육 교사와 유아교육 교
사의 자격증 현황은 유아교육 자격증(67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언어치료사(34명)와 초등특수교
사(19명)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3명)가 있으나 구체
적인 자격증 종류가 기입되어 있지 않았다.

3. 자료분석
유치원 전환능력에 관해서는 선택된 순서에 따른
의미수준을 밝히기 위해 선택된 빈도의 수를 중요도
순서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중요한 유치원 전환 활
동에 대해 교사가 기입한 내용을 범주화하였고, 기타
의견도 근무기관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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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 팀으로 나누어 1, 2, 3의 순위로 제시하였다.

Ⅳ. 결과

「교실규칙」에 관한 능력에서는 보내는 팀과 받는
팀에서 공통적으로 〔적절하게 앉아 있는다(44명, 39
명)〕는 행동에 가장 많이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유아의 능력

「과제관련」능력에서는 보내는 팀에서는 〔먼저 시
작한 과제를 기억하고 끝까지 마무리한다〕는 행동

<표IV-1> 유치원 전환에 요구되는 유아의 능력 순위
보내는 팀

받는 팀

문항 순위

문항 순위
내

용

내

반응수

반응수

1

적절하게 앉아 있는다

44

2

활동영역의 경계선을 알고 그 안에
서 활동한다

34

칙

3

교실에서 목소리를 조절한다

26

칙

3

교구․교재를 제자리에 정리한다

36

과

1

먼저 시작한 과제를 기억하고 끝까
지 마무리한다

44

과

1

활동 중인 친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52

2

집단 활동에 관련된 교사의 지시를
따른다

39

2

집단 활동에 관련된 교사의 지시를
따른다

51

련

3

활동종료시 교구교재를 갖다놓고 자
리를 정리한다

30

련

3

5분 이상 지정된 과제활동에 참여한다

36

자

1

도움 없이도 화장실 위치를 알고 사
용한다

46

자

1

도움 없이도 화장실 위치를 알고 사
용한다

61

2

최소한의 도움으로 간식이나 점심을
먹는다

37

2

실외활동중 혼자 이탈하지 않고 집
단 속에 머문다

51

리

3

손과 얼굴을 깨끗이 한다

30

리

3

최소한의 도움으로 간식이나 점심을
먹는다

49

의

1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며 상호작용을
한다

38

의

1

이름을 부르면 쳐다본다

63

2

정보, 도움이 필요하면 타인에게 도
움을 청한다

34

2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며 상호작용을
한다

38

통

3

어른이 “그만 멈추어라”고 하면 활동
을 멈춘다

32

통

3

활동에 관련된 2～3가지 지시를 듣
고 따른다

36

사
회
적
행
동

1

친구나 성인과의 상호작용 행동을
하며 유지한다

42

1

올바른 방법으로 감정을 통제한다

52

2

감정 표현하며 애정을 표시한다

39

2

인사를 한다

39

3

올바른 방법으로 감정 통제한다

39

사
회
적
행
동

3

친구나 성인과의 상호작용 행동을
하며 유지한다

31

교
실
규

제
관

기
관

사
소

교
실
규

제
관

기
관

사
소

1

용

2

적절하게 앉아 있는다
다른 친구의 물건을 구분한다

39
39

표10에서는 유아특수교육 교사와 유아교육 교사가

에 가장 많이 반응한 반면, 받는 팀에서는 〔활동 중

유치원 전환에 중요하다고 반응한 수를 보내는 팀과

인 친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행동에 가장 많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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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하였다. 「자기관리」능력에서는 보내는 팀과

의 반응수와 백분율을 표11, 표12, 표13, 표14와 표15

받는 팀이 공통적으로 〔도움 없이도 화장실 위치를

에 제시하였다.

알고 사용한다(46명, 61명)〕는 행동에 높게 반응하
였고, 「의사소통」능력에서는 보내는 팀은 〔친구에

「교실규칙」에 관한 능력에서 전체 교사는 〔적

게 관심을 보이며 상호작용을 한다〕는 행동에 가장

절하게 앉아 있는다(83명, 53.9%)〕는 행동에 가장

많이 반응을 한 반면에, 받는 팀에서는 〔이름을 부

많은 응답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교실에서 목소리

르면 쳐다본다〕는 행동에 보다 많은 반응을 하였다.

를 조절한다(59명, 38.3%)〕는 행동을 들었고, 〔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행동」능력에서 보내는 팀은

른 친구의 물건을 구분한다(56명, 36.4%)〕와 〔활동

〔친구나 성인과의 상호작용 행동을 하며 유지한

영역의 경계선을 알고 그 안에서 활동한다(56명,

다〕는 행동에 가장 많이 반응한 반면, 보내는 팀에

36.4%)〕의 행동에 높은 응답을 하였다.

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감정을 통제한다〕는 행동

그러나, 근무기관으로 보내는 팀과 받는 팀으로

에 가장 많은 반응을 하였다.

분류하면, 보내는 팀에서는 높은 응답의 순서가 〔적

「교실규칙」에 관한 능력, 「과제와 관련된 행

절하게 앉아 있는다(44명, 28.6%)〕, 다음으로 〔활

동」에 관한 능력, 「자기관리」에 관한 능력, 「의

동영역의 경계선을 알고 그 안에서 활동한다(34명,

사소통」에 관한 능력, 「사회적 행동」에 관한 능력

22.1%)〕와

에 관한 각 하위 행동에 대해 보내는 팀과 받는 팀

16.9%)〕는 행동의 순서로 나타난 반면, 받는 팀에서

< 표IV-2 >

〔교실에서

목소리를

조절한다(26명,

「교실규칙」에 관한 능력
보내는 팀

항 목

받는 팀

전체

반응수

백분율(%)

반응수

백분율(%)

반응수

백분율(%)

1.활동영역을 천천히 이동한다

8

5.2

14

9.1

22

14.3

2.교실에서 목소리를 조절한다

26

16.9

33

21.4

59

38.3

3.다른 친구의 물건을 구분한다

17

11.0

39

25.3

56

36.4

4.필요시, 교사의 관심을 얻기 위해
적절한 사인을 사용한다

20

13.0

28

18.2

48

31.2

5.일과운영시간을 잘 따른다

20

13.0

28

18.2

48

31.2

6.교구․교재를 제자리에 정리한다

18

11.7

36

23.4

54

35.1

7.적절하게 앉아 있는다

44

28.6

39

25.3

83

53.9

8.독립적으로 자유선택활동을 한다

17

11.0

18

11.7

35

22.7

9.활동영역의 경계선을 알고 그 안에
서 활동한다

34

22.1

22

14.3

56

36.4

204

132.5

257

461

299.5

합

계

*

*

166.9

* 받는 팀의 무반응 1로 인해 전체 백분율이 300%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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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적절하게 앉아 있는다(39명, 25.3%)〕와 〔다른

25.3%)〕와 〔활동종료시 교구교재를 갖다놓고 자리

친구의 물건을 구분한다(39명, 25.3%)〕는 행동에 동

를 정리한다(30명, 19.5%)〕는 행동의 순서로 나타난

일하게 높은 반응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교구․

반면, 받는 팀에서는 〔활동 중인 친구를 방해하지

교재를 제자리에 정리한다(36명, 23.4%)〕는 행동이

않는다(52명, 33.8%)〕는 행동이, 그 다음으로 〔집

높은 반응으로 나타났다.

단

< 표IV-3 >

활동에

관련된

교사의

지시를

따른다(51명,

「과제와 관련된 행동」에 관한 능력
보내는 팀

항 목

받는 팀

전체

반응수

백분율(%)

반응수

백분율(%)

반응수

백분율(%)

1.교사의 지시 없이도 혼자 활동을 선
택하고 마무리한다

11

7.1

19

12.3

30

19.5

2.과제 활동에 필요한 자료-교구․교재
-를 찾는다

10

6.5

14

9.1

24

15.6

3.활동 중인 친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21

13.6

52

33.8

73

47.4

4.개별 과제에 관련된 교사의 지시를
따른다

25

16.2

23

14.9

48

31.2

5.집단 활동에 관련된 교사의 지시를
따른다

39

25.3

51

33.1

90

58.4

6.5분 이상 지정된 과제활동에 참여한다

20

13.0

36

23.4

56

36.4

7.먼저 시작한 과제를 기억하고 끝까지
마무리한다

44

28.6

27

17.5

71

46.1

8.크레파스․가위․풀․색종이를
로 사용한다

제대

4

2.6

18

11.7

22

14.3

9.활동종료시 교구교재를 갖다놓고 자
리를 정리한다

30

19.5

18

11.7

48

31.2

204

132.5

258

167.5

462

300.0

합

계

「과제와 관련된 행동」에 관한 능력에서는 전체
교사는 〔집단 활동에 관련된 교사의 지시를 따른다

33.1%)〕와 〔5분 이상 지정된 과제활동에 참여한다
(36명, 23.4%)〕가 높은 반응으로 나타났다.

(90명, 58.4%)〕는 행동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활동 중인 친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자기관리」에 관한 능력에서 전체 교사는 〔도

(73명, 47.4%)〕는 행동을 들었고, 〔먼저 시작한 과

움 없이도 화장실 위치를 알고 사용한다 (107명,

제를 기억하고 끝까지 마무리한다 (71 명46.1, %)〕

69.5%)〕는 행동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그 다

는 행동의 순으로 높은 응답을 하였다.

음으로 〔최소한의 도움으로 간식이나 점심을 먹는

이에, 보내는 팀에서는 〔먼저 시작한 과제를 기

다 (86명, 55.8%)〕는 행동을 들었고, 〔실외활동중

억하고 끝까지 마무리한다(44명, 28.6%)〕, 다음으로

혼자 이탈하지 않고 집단 속에 머문다 (76명, 49.4

〔집단 활동에 관련된 교사의 지시를 따른다(39명,

%)〕의 행동에 높은 응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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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V-4 >

「자기관리」에 관한 능력
보내는 팀

항 목

받는 팀

반응수

백분율(%)

1.손과 얼굴을 깨끗이 한다

30

2.개인소지품을 사물함에 넣고 보관한다

전체

반응수

백분율(%)

반응수

백분율(%)

19.5

17

11.0

47

30.5

13

8.4

44

28.6

57

37.0

3.도움 없이도 화장실 위치를 알고 사용
한다

46

29.9

61

39.6

107

69.5

4.날씨와 계절에 맞게 옷을 갈아입는다

4

2.6

0

.0

4

2.6

5.최소한의 도움으로 간식이나 점심을
먹는다

37

24.0

49

31.8

86

55.8

6.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른에게 도
움을 청한다

18

11.7

18

11.7

36

23.4

7.주의사항의 문자,기호를 인지하고 위험
을 피한다

23

14.9

7

4.5

30

19.5

8.실외활동중 혼자 이탈하지 않고 집단
속에 머문다

25

16.2

51

33.1

76

49.4

9.자기 학대행동을 자제한다

8

5.2

11

7.1

19

12.3

204

132.5

258

167.5

462

300.0

합

계

보내는 팀과 받는 팀을 나누어 보더라도 두 집단 모

그러나, 보내는 팀에서는 높은 응답의 순서가

두에서 〔도움 없이도 화장실 위치를 알고 사용한다

〔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며 상호작용을 한다(38명,

(46명, 29.9% / 61명, 39.6%)〕는 행동에 가장 많은

24.7%)〕, 다음으로 〔정보, 도움이 필요하면 타인에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보내는 팀
에서는〔최소한의 도움으로 간식이나 점심을 먹는다
(37명, 24.0%)〕와 〔손과 얼굴을 깨끗이 한다(30명,
19.5%)〕는 행동의 순서로 나타난 반면, 받는 팀에서

게 도움을 청한다(34명, 22.1%)〕와 〔어른이 “그만
멈추어라”고 하면 활동을 멈춘다(32명, 20.8%)〕는
행동의 순서로 나타난 반면, 받는 팀에서는 〔이름을

는 〔실외활동중 혼자 이탈하지 않고 집단 속에 머

부르면 쳐다본다(63명, 40.9%)〕는 행동에 가장 많은

문다(51명, 33.1%)〕와 〔최소한의 도움으로 간식이

반응을 보였고, 그다음으로는 〔친구에게 관심을 보

나 점심을 먹는다(49명, 31.8%)〕는 행동에 높은 반

이며 상호작용을 한다(38명, 24.7%)〕와 〔활동에 관

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련된 2～3가지 지시를 듣고 따른다(36명, 23.4%)〕가
높은 반응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에 관한 능력에서는 전체 교사가

「사회적 행동」에 관한 능력에서는 전체 교사가

〔이름을 부르면 쳐다본다 (89명, 57.8%)〕는 행동에

〔올바른 방법으로 감정을 통제한다(91명, 59.1%)〕

많은 반응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친구에게 관심을

는 행동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그 다음으로

보이며 상호작용을 한다 (76명, 49.4%)〕는 행동과

〔친구나 성인과의 상호작용 행동을 하며 유지한다

〔정보, 도움이 필요하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한다(59
명, 38.3 %)〕의 행동에 반응을 하였다.

(73명, 47.4%)〕는 행동에 반응을 하였고, 그 다음으
로 〔교사의 여러 가지 지시를 따른다 (63명, 40.9
%)〕와 〔감정을 표현하며 애정을 표시한다(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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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IV-5 >

「의사소통」에 관한 능력
보내는 팀

항 목

받는 팀

전체

반응수

백분율(%)

반응수

백분율(%)

반응수

백분율(%)

1.이름을 부르면 쳐다본다

26

16.9

63

40.9

89

57.8

2.활동에 관련된 2～3가지 지시를 듣고
따른다

12

7.8

36

23.4

48

31.2

3.자신이 필요한 것과 선호하는 것을 의
사표현한다

16

10.4

31

20.1

47

30.5

4.어른이 “그만 멈추어라”고 하면 활동
을 멈춘다

32

20.8

20

13.0

52

33.8

5.친구에게 관심을 보이며 상호작용을
한다

38

24.7

38

24.7

76

49.4

6.언어적 피드백이 주어지면 행동을 수
정한다

30

19.5

26

16.9

56

36.4

7.자기 자신을 적절하게 보호하거나 합
리화한다

1

.6

6

3.9

7

4.5

8.정보, 도움이 필요하면 타인에게 도움
을 청한다

34

22.1

25

16.2

59

38.3

9.필요할 때 기능적 의사소통 체제를 사
용한다

15

9.7

13

8.4

28

18.2

204

132.5

258

167.5

462

300.0

합

계

40.3%)〕의 행동에 높은 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근무기관으로 분류하여 보면, 보내는 팀에
서는 〔친구나 성인과의 상호작용 행동을 하며 유지

주화하여 표16에 제시하였다. 그 외 긴 서술문으로
기입된 구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내용의 수정 없이
근무기관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한다(42명, 27.3%)〕, 다음으로 〔감정을 표현하며
애정을 표시한다(39명, 25.3%)〕와 〔올바른 방법으

<표IV-6>

유치원 전환 활동

로 감정을 통제한다(39명, 25.3%)〕는 행동이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에 받는 팀에서는 〔올바른 방
법으로 감정을 통제한다(52명, 3.83%)〕는 행동이 가

상
담

아
동
평
가

정
보
제
공

유
치
원
방
문

전
환
계
획

추
후
지
도

행
사
참
여

복지관조기교육실

1

-

3

2

1

-

1

사설조기교육실

6

5

1

1

1

1

2

장애아전담어린이집

-

-

-

-

-

-

-

특수학교유치부

2

5

4

3

2

3

-

병설유치원

6

2

2

4

3

2

4

사립유치원

6

4

4

-

-

1

-

전환활동
근무기l관

장 높은 반응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인사를
한다(39명, 25.3%)〕와 〔친구나 성인과의 상호작용
행동을 하며 유지한다(31명, 20.1%)〕가 높은 반응으
로 나타났다.

2. 유치원 전환 활동
유치원 전환활동에 대한 유아특수교육 교사와 유
아교육 교사들이 기입한 내용을 7가지 활동으로 범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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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에 요약된 전환활동을 보면, 사설조기교육실

첫째, 「교실규칙」에 관한 능력에서는 보내는 팀

과 병설유치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는 〔상담〕에

과 받는 팀에서 공통적으로 〔적절하게 앉아 있는다

관한 활동을 가장 많이 기입하였고, 특수학교 유치부

(44명, 39명)〕는 행동에 가장 많이 반응한 것으로

에서는

복지관조기교육실에서는

나타났다. 「과제관련」능력에서 보내는 팀에서는

〔정보제공〕을 많이 기입하였다. 보내는 팀의 교육

〔먼저 시작한 과제를 기억하고 끝까지 마무리한

기관이나 받는 팀의 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전

다〕는 행동에, 받는 팀에서는 〔활동 중인 친구를

환계획〕과 〔추후지도〕활동에 대한 기입은 상대적

방해하지 않는다〕는 행동에 가장 많은 반응을 하였

으로 적었다. 유치원 전환 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기

다. 「자기관리」능력에서는 보내는 팀과 받는 팀이

타 의견을 표17에 제시하였다.

공통적으로 〔도움 없이도 화장실 위치를 알고 사용

〔아동평가〕에,

한다(46명, 61명)〕는 행동에 높게 반응하였고, 「의
위의 기타 의견에서 교사들은 발달지체유아의 유

사소통」능력에서는 보내는 팀은 〔친구에게 관심을

치원 전환활동으로 부모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

보이며 상호작용을 한다〕는 행동에, 받는 팀에서는

며, 보내는 팀의 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의 협력과 정

〔이름을 부르면 쳐다본다〕는 행동에 보다 많은 반

보교환이 중요함을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유

응을 하였다. 「사회적 행동」능력에서 보내는 팀은

치원 전환」에 대한 교육과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밝

〔친구나 성인과의 상호작용 행동을 하며 유지한

혔다.

다〕는 행동에 가장 많이 반응한 반면, 보내는 팀에
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감정을 통제한다〕는 행동
에 가장 많은 반응을 하였다.

Ⅴ. 결론 및 고찰

둘째, 중요한 전환활동으로, 사설조기교육실과 병
설유치원, 그리고 사립유치원에서는 〔상담〕에 관한

초기 아동기의 전환은 미래의 많은 전환을 위해

활동을 가장 많이 기입하였고, 특수학교 유치부에서

준비하는 단계이며, 유치원으로의 전환은 공식적인

는 〔아동평가〕에, 복지관조기교육실에서는 〔정보

교육체제로 들어가는 단계로서 유아와 그 가족뿐만

제공〕을 많이 기입하였다. 보내는 팀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그 유아를 보내는 팀과 받아들이는 팀 모두

나 받는 팀의 교육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전환계

의 관심을 받게 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보내는 팀

획〕과 〔추후지도〕활동에 대한 기입은 상대적으로

에서는 유치원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유아에게 준비

적었다. 이것은 예비조사의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로

시키고, 받는 팀에서는 이전의 교육기관의 교사들과

써, 조기교육실 교사 그리고 유치원 교사 모두에게

협력하여 환경을 준비한다면, 발달적으로 지체를 지

〔전환〕이라는 용어와 〔유치원 전환 계획〕이라는

닌 많은 유아들의 유치원 전환을 도울 수 있을 것이

용어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

그리고 유치원으로의 이동에 관한 상담과 계획을

본 조사연구에서 보내는 팀의 유아특수교육 교사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모와 교

와 받는 팀의 유아교육 교사가 응답한 결과에서 얻

사 모두가 유치원으로 이동하기 위한 공식적인 시간

은 결론을 제시하고 모든 발달지체유아의 유치원 전

계획과 상담의 절차를 가지기보다는 부모의 요청에

환과 관련한 논의를 신중하게 하고자 한다. 이 연구

따라서 부모와 교사간의 비공식적인 상담을 통해 유

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치원으로의 전환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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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IV-7 >

유치원 전환 활동에 대한 기타 의견

구분

근무기관

보

복지관조기교육실

내
사설조기교육실
는
팀

장애전담어린이집

받
특수학교
유치부

는

기술내용
기입내용 없음
․유치원
않도록
․충분한
․상담과

원아들의 인식이 변화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편견을 갖지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상담을 한 후 각 아동에 맞는 적절한 개별지도와 환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함께 아이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이해라고 생각한다.

기입내용 없음
․국가(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지원과, 유치원 교육 관계자님들과의 이해
와 적극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치원 교사와 특수교사간의 아동에 관한 정보교환
․학생에 대한 부모와 전환 전단계의 지도교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 후 일반유치원 진학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개인
소견)
․현재 상황에선 해 보지 못했지만, 전환 전․후에 아동에 대한 의견들이(정보들이)
서로 공유되고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대화의 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
니다.
․아동이 유치원으로 통합되기 위한 적응단계가 필요하고 추후지도에 있어 자료제공
및 인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일반유치원 교사나 원장의 발달지체유아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관심.
․유치원으로의 전환 이전에 일반유치원에서의 통합활동이 중요함.
․유치원 입학 전에 유치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
․유치원 적응에 대한 정보 알기

병설유치원

팀

사립유치원

․우선 유치원 교사와 유아의 부모, 조기교육실 선생님들이 협력하여 유아의 정보공유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치원 전환에 있어 그 아동에 대한 개인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아 교사가 학기초에
그 아동에 대한 상황에 대해 쉽게 접근되지 않음.
․아동평가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연계를 얻을 수 있다.
․유치원에 전환되어 완전통합이나, 부분통합이 되려면 아동의 발달상태가 제일 중요.
․취원할 수 있는 환경(통합유치원 수의 확보), 각 통합유치원에 취원하려면 각 유치
원에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자신의 자녀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교사의 의견에도 수긍을 할 수 있
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유치원 전환 활동에 대해 확실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교육 등으로 정보를 교
사들이 제공받아야 한다.

들은 발달지체유아의 유치원 전환활동으로 부모와의

백은희 등(1995)은 장애유아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며, 보내는 팀의 교사와 유치원

헌연구 및 조기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현황에 대한

교사 간의 협력과 정보교환의 중요성, 그리고 「유치

고찰과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유아의 교육과정의 운영

원 전환」에 대한 교육과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밝혔

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현황과 문제점

다.

을 분석하면서, 실제로 유치원 단계의 교육환경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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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장애아동의 교육환경의 선택 가능성은 극히 제한

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상호보완적인 것이 될 수 있

적이며, 만 5세 이전의 아동들 중 유치원 단계에서 구

는 잠재적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유아

체적인 교육환경으로의 전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아동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

에 있어서는, 아동의 미래환경에서의 학습, 사회, 행동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장점과 약점을 가장

적 요구에 대비하는 기능적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잘 알고 있는 치료사들과 특수교육 교사들은 유아의

것으로 예측됨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 과업을 충분히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이 특수교육 교사에서 일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반교육 교사에게 넘어가는 전환의 시작에 가장 많이

논의하였다.

개입하게 되는데,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교사들이 갖

조기 특수교육의 일차적 기능 중의 하나는 정상적

추어야 하는 능력들 간에는 많은 유사점들이 있기는

교과경험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으로 장애유아를 일

하지만, 교육 전 교사양성 프로그램은 거의 양분되어

반 유치원에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에 맞는

실행되고 있다(Miller, 1992).

적절한 배치로 일반 유치원을 고려하는데 있어서, 유

실제로 유아교육현장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려고

치원 교육과정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유

할 때는 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과 통합교육

치원 프로그램들의 타당성은 지역의 교육철학과 행

에 대한 기본개념, 기본원리, 기본조건 등에 대한 지식

정목표에 의거하는데, 유치원에서 통합교육에 성공하

이 부족하며, 교사의 장애유아와의 접촉경험 부족, 장

기 위해 장애아동이 갖추어야 할 필수기능은 ① 주

애유아의 교육방법과 관련한 지식․기술의 부족 및 여

의집중 기능, ② 독립적 활동 성취 기능, ③ 동료와

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적자원, 행․재정적

의 적절한 상호작용 기능, ④ 규칙에 대한 준수 등이

자원 및 지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통합교육이 기피되

다(여광응, 조용태, 1994). 그리고 또한 취학 전 일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서현아, 2000).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취학 전 중재 프로그램은 아

유아들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켜는 일이 유아

동이 사회적 상황에서 건설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교육 전문가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아니다. 개인차

배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일상적 사건들

이를 통합시키기 위한 전략들을 가르치는데 적응하

이 장애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도록 만드는 것은 오랫동안 유아교육의 핵심이었다

(김정권, 한현민, 1996).

(Allen, 1992; Cook, Tessier, & Klein, 1992). 개별적

유아에게 지금 생겨나고 있는 사회적 능력은 최초

인 유아들의 요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 또래관계와 교우관계들이 발전되기 시작하는 때인

John Dewey에 의해 주도된 진보주의 운동에

유치원 시기 이전과 유치원 시기 동안에 특히 중요하

되어 있다. Dewey의 유아중심 교육접근법은 각기

며, 사회적 능력의 개발은 유아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독립적인 유아의 기술들과 이익을 존중하는 것의 중

구성요소이다. 사회적 능력은 또한 통합교육적 환경에

요성을 강조했다. 이 유아중심 접근법은 유아교육 전

배치된 장애유아에 대해 예상된 결과이다. 또래들과

문가들에게 유아들이 스스로를 관리하고, 교우관계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실패는 후년에 사회적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협동하는 것을 배

그리고 학업적 어려움에 대한 지표이다.

울 수 있는 환경에서 팀으로 같이 노력할 수 있게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에서 이론적 지향점은 언

반영

하라고 촉구한다(Gordon & Browen, 1993).

제나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여겨졌지만, 모든 유아들

유아교육과 유아특수교육 분야의 공통된 목표는,

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완전통합교육의 목적을 지지

영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절성으로, 교육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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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영유아들에게 적절하도록 만드는 한 가지 요소

적 적절성과 교육적 연속성을 두게 되면, 유아특수교

는 학습환경 안에서 유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장

육과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협력과 공동 목표의 부분

하는 것이다(McWilliam & Bailey, 1992). 프로그램

들은 점점 증대하게 된다. 전문가들의 협력적 노력은

의 적절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는 유아교육과정

곧 현장의 유아특수교육 교사와 유아교육 교사들의

안에서의 유아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

지식공유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발달지체유아의 유치

다(Berdekamp & Rosegrat, 1995).

원 전환을 순조롭게 도울 것이며 통합된 교육환경으

성공적인 통합교육 프로그램과 모든 유아들의 발
달적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한 목표들 중 하

로서의 유치원에 대한 유아의 적응에도 실질적인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유아특수교육 전문가와 유아교육 전문가의 협
력적인 시도이다. Atwater 등(1994)과 Ludlow(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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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ransition to Kindergarten for Support Inclusio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and Kindergarten Teachers'
Perception of Skills and Activities for Successful TransitionsMi Ra Kang
<ABSTRACT>
After the family, kindergarten is likely to be the most profound influence in an child's life. They
are entering the formal system of schooling which extends for next school years. In fact, Korean
family's preparations for school really begins before the child enters the kindergarten.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specific compensatory strategies are likely to be needed for
kindergarten entry. One of the strategy is that providing a designed program in a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setting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child and family being ready to enter
kindergarten with the needed skills.
This study's purpose is to determine if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the needed skills for
kindergarten readiness exist betwee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kindergarten
teachers. And then, the skills identified as necessary for successful transitions to kindergarten can be
provided to guide for the development of curriculum and programs for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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