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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 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Kinder T herapy , a process that
is based on the model of Filial T herapy (which is based on Play T herapy )
developed by Guerney (1964).
teachers

T he author used Kinder T herapy to train

to become therapeutic

agents.

T his

article presents

a

backgrounds in the developments and principles of Play T herapy and Filial
T herapy .

T he experimental design of the study w as one-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 in which all teachers completed two instruments,
the AML and T eacher- child Rating Scale.

T he teachers were also

videotaped playing with the child before and after the training as a means
of measuring empathic behavior in teacher - child interactions.

T 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illustrates that teachers can learn
basic skills of play therapy and improve the children ' s behavioral
problems.

Also included are suggestions for implication and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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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경륜을 가진 자로, 자

1. 서 론

상하고 인자하며 유아에게 인간적인 포근함을 주며,
현재 우리사회에는 특정장애로 진단 받아 특수교
육을 받고 있는 아동들 이외에, 제도권 교육 밖의 유
치원이나 어린이집(day care center for children) 등
에 있으면서 구체적인 장애아로 판정되지 않았거나
판정할 수 없지만(직접적인 정신의학적 또는 심리학
적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정
서적,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다수 있고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을 담당하
고 있는 일선교사들에 의하면, 이런 유형의 아동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전문적인 치료, 교육의 필요성도
절감하고 있지만, 어떻게 또는 어떤 기관에 의뢰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이다. 교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
자체가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때문에 심리치료
또는 상담교육에 대한 일선 유아교사들의 욕구가 높
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지만 정서 또는 사회적응 상의 문
제가 있는 아동들을 원내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교사
들에게 상담의 원리와 실제기술 또는 심리학적 지식

유아의 개별적 욕구를 알고 있어 충분한 관심을 적기
에 제공할 수 있고, 유아의 발달을 심화, 촉진시킬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가 현대 유아교사가
지녀야할 자세라고 하였다. 또한 교사는 아동과 공
유하는 생활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교사가 아동에
게 가장 중요한 변화촉진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
런 의미에서 교사만큼 중요하고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집단은 없을 것이다. 교사가 하는 모든 움
직임이 아동에게 영향을 준다. 교사는 아동의 미래행
동의 모델이며 자기이미지를 만들게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교사는 아동에게 행복하고 만족스런 자기이
미지를 만들어가게도 하지만 그 반대로 만들어가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동의 내적 세계를 이해하고 이에 민감
하게 반응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훈
련이 필요하다. 즉 교사들에게 교육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기술을 훈련시켜 이들이 교실에
서 부적응아동들에게 심리치료적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과 기술을 가르치는 기관과 프로그램이 없는 형편이
다.
1966,

이에 본 연구에서는 filial therapy (Guerney ,
1970,

1972; Landreth ;1991)

또는

kinder

therapy (White, Flynt, & Draper ,1997)로 불리는 교
사를 위한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
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교사들에게는 주로 교육자, 학습촉진자로
서의 역할만을 강조해왔으나 교사에게는 그러한 역
할 외에 불안제거자(유안진, 1984), 상담자, 조언자의
역할(Saracho,1993)이 포함되어 있으며 부적응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
요가 있다.

이영석 등(1989)은 우리 나라의 교사상

의 변천을 네 가지로 제시하면서 그 중 제 4기의 교
사상은 유아의 내면세계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교사상이라고 하였다. 각 유아의

1.1. 놀이치료(play therapy)
놀이의 치료적, 교육적 가치는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으며 놀이를 아동상담에 활용하여 정서장애아동,
부적응아동, 신체장애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아동들을 변화시켜왔다. 놀이감은 아동의 언어
이고

놀이는

아동의

대화이기

때문에

(Ginott ,1961;Landreth,1991) 아동이 놀이감을 선택하
고 다루는 방법 자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며 따라
서 놀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아동들의 세계를 이해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동이 놀이감을 가지고 놀이한
다고 해서 무조건 놀이치료라고 할 수 없다. 놀이를
통해 말하는 아동의 깊은 내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
는 성인이 함께 할 때 아동은 성장할 수 있다. 치료
적 놀이개입의 목적은 아동이 자신의 발달을 왜곡하

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에 비해 비교적 배우기 쉽기 때문에 많은 준전문가들

(Axline, 1947,1955; Delpo, 1967; Frank, 1955,1968;

을 양성시킬 수 있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A.Freud, 1950; Klein, 1932; Piers , 1972; Slobin,

놀이치료기술을 어느 정도 습득하게 되면 부모들은

일단

1964). 여러 연구자들이 말하는 놀이치료의 역할을

집으로 돌아가 일주일에 1회 30분씩 특정 자녀와 놀

몇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아동의 심리사회

이를 하게 되며 매주 이루어지는 집단모임에 참여하

적, 인지적, 행동적 능력과 기술의 발달을 촉진한다

여 집단리더(전문치료자)와 다른 부모들로부터 피드

2)아동에게 자신의 아이디어, 생각, 감정, 지각을 표

백을 받게 된다. 부모집단은 10명 내외로 이루어지

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생활경험을 효과적

며 10회에서 20회 정도의 부모모임을 갖도록 짜여진

으로 동화, 숙달, 대처하고 내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

다. 집단의 목표는 아동들이 욕구, 생각과 감정을 부

는 능력을 증진한다 4)교정적 학습경험의 기회를 제

모에게 의사소통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도록 하

공한다 5)아동으로 하여금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하

는데 있다.

여 학습하고, 그들의 생활경험을 이해하며, 연령에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아동심리치료 접근에서는

적절한 자기보호행동을 습득하도록 하는 정보를 준

부모를 기껏해야 보조자 정도로 보아왔다.

다(Axline,1955,1965; Ellerton, Laty , & Ritchie,1985;

자녀를 전문적인 심리치료사에게 데리고 왔다는 것

Frank,1968; A.Freud,1950; Furman & Katan,1969;

은 이미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력감을 느끼고 스스로

Ginott,1961; Jernberg,1979; Schaefer,1976).

부모가

다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것은

놀이치료는 보통 아동이 자신의 내적 또는 무의식

부모에게 매우 좌절적인 상황이다. 때문에 어떤 부

적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인 놀이감이 갖추어

모들은 자녀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문제가 개선되

진 3- 4평의 방에서 치료자와 일대일로 이루어지며,

는 것을 보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

아동의 내적 세계를 놀이감에 투사하게 하고 그것을

의미에서 볼 때, 부모를 전문치료자와 동등한 입장에

이해하고 해석하여 아동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 파트너쉽을 갖게 하는 것이 아동상담을 지속시키

그런

조정하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이루

면서 동시에 문제를 더욱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진다. 성인심리치료와 다른 점은 의사소통의 수단

될 것이다. filial therapy의 효과는 몇몇 연구를 통

이 언어보다는 놀이라는 점과, 아동의 발달단계와 특

해 입증된 바 있다(장미경, 1998; Bratton, 1995;

징에 따라 접근방식이 달라지며, 부모상담을 함께 고

Glazer & Kottman, 1994; Guerney & Stover, 1971).

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1.3. 교사를 통한 놀이치료(kinder therapy)
1.2. 부모를 통한 놀이치료(filial therapy)
filial therapy는 자신의 자녀를 위한 치료대행자가
되도록 부모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다.

kinder therapy는 filial therapy를 교사들에게 적용
시킨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교사 또는 유치원, 어

즉 부모에게

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놀이치료를 훈련시켜 가

놀이치료 기술을 가르쳐 부모가 가정으로 돌아가 자

정이나 원내에서 부적응 아동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의 자녀와 직접 놀이세션을 하게 하여 아동의 부적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kinder therapy의 목표는 교

응문제를 개선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통은 집

사와 아동이 정서적 수준에서 의미있는 관계를 맺음

단형태로 이루어지며 부모들에게는 놀이치료 접근

으로 이들의 관계와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놀이

방법 가운데 C. Rogers의 Client - centered 이론에 근

세션 시의 교사의 공감적이고 수용적 행동이 교실장

거를 둔 아동중심(child- centered) 놀이치료 기술을

면으로 일반화되도록 하는데 있다.

가르친다. 이 접근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접근방법

교사를 심리학적으로 훈련시켜 놀이치료자로 활용

한 경우를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은 Axline(1945)이

부적응 문제를 감소시키고, 아동에 대한 교사의 민감

다. 훈련받은 교사가 목협착증세가 있는 아동을 놀

성을 증진시켜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

이치료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다.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교사

Axline은 이

사례가 아동상담자, 교사, 교육행정가, 사회사업가등

의 아동에 대한 민감성을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의 수

에게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후

용적 의사소통, 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성인의 관여

에 놀이치료를 부모나 교사에게 훈련시켜 효과를 얻

의 3가지 측면에서 교사가 보여주는 반응으로 정의

고자 한 사람은 Guerney (1966, 1970, 1972, 1977)이

하였다.

다. 그는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부모들에게 적용시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켰다. 전문치료사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치료대

1. kinder therapy의 참여가 교사의 아동에 대한 공감

행자(therapeutic agent)로서 부모들을 교육시켰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아동과 부모가 모두 변화되는 결과를 여러차례 얻었

2. kinder therapy의 참여가 아동의 부적응행동을

다. 처음에 그는 교사와 치료자역할이 병행될 수 있

감소시키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킬 것인가?

는가에 의문을 가졌으나 이미 부모를 훌륭한 치료대
행자로 훈련시킬 수 있었고, 교사가 사용한 행동수정

2 . 연구방법

기술이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음에(Harris, Wolf, &
Baer, 1964; Harris, Johnston , Kelly , & Worlf,
1964;McNamara,1968,1969;Brison,1966) 힘을 얻어 교
사에 대해서도 놀이치료훈련을 실시하여 긍정적 결
과를 얻었다. 사실 심리치료를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치료사들에게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지만 아동들이
이들과 친숙해지는 데는 최소한 몇 주가 걸린다. 이
와는 반대로 교사는 아동과 거의 공생적인 존재
(Guerney & Flumen,1970)이기 때문에 라포를 형성
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없다.
이와 같이 부모 또는 교사를 아동심리치료의 준전
문가로 활용하기 시작한 미국사회에는 학교카운슬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교사를 심리치료 대행자로 훈련
시켜야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한국사회에 비해 적
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학교제도 속에는 상담교사
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상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
고 상담에 대한 인식부족 등 학교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더욱이 유치원에

2.1. 연구대상
교사의 아동에 대한 민감성 증진과 아동의 행동문
제 개선을 위한 놀이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천안 시내에 위치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
사 29명이 대상이 되었다. 이 중 프로그램 진행 도
중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의 사정, 그리고 가정내 사
정으로 3명이 탈락하여 연구분석에 포함된 대상자는
26명이 되었다. 26명 중 유치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7
명이었으며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사람은 19명이었다.
이중 원장직을 맡고 있는 대상자는 26명 중 6명이었
으며 원감은 5명, 일반교사는 15명이었다.

대상자의

학력은 고졸이 4명(15.4%), 전문대졸이 11명(42.3%),
대졸이 8명(30.8%), 대학원졸이 3명(11.5%)이었다.
이들의 교육경력을 보면 1년 미만인 사람이 4명으로
전체의 15.4%였으며, 2년 이상 5년 미만인 사람은 9
명으로 34.6%, 5년에서 10년은 8명으로 30.7%, 그리
고 10년 이상은 5명으로 전체의 19.2%에 해당하였다.

는 상담교사 제도 자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적응아
동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더욱 없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day care center)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관내의 부적응아동을 도울 수
있도록 놀이치료를 훈련시켜 아동의 정서적, 행동적

2.2 연구도구
2.2.1 성인- 아동 상호작용의 공감척도(MEACI)
아동에 대한 성인의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성인

과 아동이 상호작용할 때 성인 쪽에서 보이는 공감
(empathy)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Stover,

B.

<표 2>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Guerney, O' Connell(1972)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
였다. 이 척도에서 측정하고 있는 세 가지 하위변인
은 (1)수용적 의사소통 (2)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3)
성인관여의 정도이다.
채점방법은 사전과 사후검사시에 교사와 아동 사
이의 놀이장면을 촬영한 20분 짜리 비디오 테입을 3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1
평가자 2

.83***

평가자 3

.87***

.98***

*** p < .001

분 간격으로 6번에 나누어 성인행동의 3가지 차원을
5점의 양극척도로 표시한다. 공감행동과 관련된 모

<표 3>교사의 관여

평가자 1

든 하위척도를 고려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의 공감은

평가자 2

1)성인이 아동의 행동을 완전히 돌볼 때 2)순수하게

평가자 1

허용적인 태도로 아동의 감정표현이나 행동을 자주

평가자 2

.98***

칭찬할 때 3)아동이 자기지시적 행동을 할 때 완전히

평가자 3

.98***

.98***

평가자 1

평가자 2

허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때이다. 가장 낮은
수준의 공감적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때는 다음과 같
다.

1)아동이 성인으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

해 말이나 행동을 반복할 때나, 부모가 반응하거나,

평가자 3

*** p < .001
<표 4>총점

다른 생각에 빠지거나, 말하지 않을 때 2)아동의 행
동이나 말을 비판하고 거부할 때 3)아동을 속이고,

평가자 1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고, 아동의 행동을 재방향 지을

평가자 2

.99***

때. 토의를 거쳐 20분 짜리 놀이세션을 함께 평가하

평가자 3

.98***

는 훈련을 3회 실시한 후에 3명의 평정자들이 독립적

*** p < .001

평가자 3

.99***

으로 20분 짜리 세션 40회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3개의 하위변인과 총점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로 나누어 평가자간 신뢰도를 구하였으며 이를 표로

나.

사후검사:성인- 아동

상호작용

공감척도

(MEACI)의 평가자간 일치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수용적 의사소통
가.

사전검사:

성인- 아동

상호작용

공감척도

(MEACI)의 평가자간 일치도

평가자 1
평가자 2

.97***

평가자 3

.98***

***.001

.98***

평가자 2

평가자 1

<표 1>수용적 의사소통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1

평가자 3

평가자 2

.98***

평가자 3

.96***

*** p < .001

.98***

평가자 3

격적이고 혼란된 행동, 위축되고 부끄러워하는 행동,
<표 6>아동의 자기안내 허용

평가자9 1

학습문제의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가자8 2

평가자 3
②교사- 아동평가척도: 역시 교사가 교실에서의 아동

평가자1
평가자2

.94 ***

평가자3

.99 ***

행동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이 척도는 크게 두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3가지의 문

.96 ***

제영역을 평가하며(표출행동, 부끄러움/ 불안, 학습문

*** p < .001

제),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부분
은 5가지의 친사회적 행동영역을 평가하며(좌절인내,

<표 7>성인의 관여

평가자 1

주장적 사회기술, 과제지향, 또래사귀기 기술) 20개의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1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Hightower와

그의 동료들이(1986) CRS와 HRI로 존재하던 기존의

평가자 2

.97***

평가자 3

.95***

평가지를 개선하여 제작한 것이다.

.98***
2.3. 실험설계 및 처치

*** < .001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설계는 단일집단 전후검
사 설계(one- group pretest - posttest design)로서, 동

<표 8>총점

일한 집단에 대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

평가자 1

평가자 2

평가자 3

평가자 1

다. 대상자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집
단구분의 기준은 교사들의 시간스케쥴이었다. 대상

평가자 2

.99***

평가자 3

.99***

자 모집은 교사를 위한 놀이치료 프로그램의 취지와

.99***

시간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천안시내 99개의 유치원
과 어린이집에 발송하고 신청자를 받는 방식으로 이

*** < .001

루어졌다. 신청자를 받은 결과 전체 39명이 프로그
램에 참여하겠다는 신청을 했고 이 중 시간일정이 맞

2.2.2 아동의 행동문제 개선
아동의 행동문제 개선은 아동에 대한 교사들의 민

지 않는 교사를 제외한 29명을 선발하였다. 집단1은

감성증진과 상호보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교사

11명, 집단2는 18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중간에 집단1

들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촉진제가

에서 한 명이 탈락하였고 집단2에서 두 명이 탈락하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

여 26명이 되었다. 집단2의 집단인원이 적정인원을

다.

따라서 아동행동과 행동문제를 보다 객관적으

초과한 것은 연구자의 현실적인 여건상 3개의 집단

로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의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자료분석을 할 때
는 두 집단의 자료를 모두 합하였다.

프로그램은

①AML행동평가척도: 교실에서의 아동의 적응문제를

199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주1회 2시간씩

평가하는 이 척도는 모두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9주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이 이루어진 곳은 남서

있으며 5점 척도를 사용해 교사가 교실에서의 아동

울대학교 세미나실이었으며 질적 분석을 위해 전 과

행동을

되어있다(Hightower,

정을 녹음하였다.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주에 사

Spinell, & Lotyczewski, 1987b). 이 평가척도는 공

전모임을 실시하여 모임의 취지, 방법 등에 관한 오

직접

평가하도록

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아동의 행동문제개선을 측정

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MEACI

하기 위한 사전검사로서 AML행동평가척도와 교사-

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가 <표

아동평가척도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9>와 같다(사후검사를 위해 비디오촬영을 하지 못한

을 2회 실시하고 나서 교사의 민감성을 측정하는 사

참여자가 있어서 사례수가 20명으로 감소했다). 표

전검사로서 성인- 아동 상호작용의 공감정도를 평가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

하기 위해 교사와 아동의 놀이장면을 비디오 녹화하

로 의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어 교사가 아동과 수용적

였다.

의사소통하는 능력,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 보다는

매 모임 때마다 교사들은 시범과 역할극을 통해 놀

아동의 리드를 행동적으로 따르려는 교사의 자발성

이치료기술을 배웠으며 2회가 끝난 후부터는 각 기

을 높였으며,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고 주의를 집중하

관으로 돌아가 한 아동을 정하여 30분씩 주 1회의 놀

려는 태도를 높였다. 즉 교사의 아동에 대한 민감성

이세션을 실시하고 다음 모임 때 그 경험을 발표하고

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피드백과 수피비젼을 받았다.

각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특별한 놀이감세트를 주었다.

<표 9> 성인- 아동 상호작용의 공감 사전- 사후검사

또한 매주 한 교사를 정하여 아동과의 놀이장면을 비

점수의 비교(n=20)

디오로 녹화하게 하고 다음 모임 시간에 가져와 같이
변 인

보면서 치료자와 다른 집단성원들로부터 피드백, 지
지, 격려 등을 받게 했다.

검 사

M(SD)

t

마지막 모임 때에 사전검

사 때 실시한 동일한 설문지를 실시하고 교사와 아동

수용적 의사소통 사 전

의 마지막 놀이세션을 녹화한 비디오테입을 회수하

사 후

17.02((2.69)

아동의

사 전

9.78(3.72)

자기안내허용

사 후

16.74(3.18)

성인의 관여

사 전

11.70(3.01)

5.63***

였다.
또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따라 질적분석을 실시
하기 위해 교사들의 모임을 녹화한 테입을 분석하여

5.92***

교사들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2.4. 자료분석

9.02(3.52) 6.49***

사 후

16.76(4.34)

사 전

30.31(9.40) 6.51***

사 후

50.52(9.76)

결과분석은 paired t - test를 실시하였으며, 현상학
적 관점에서 질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집단참여 중

총

점

에 각 교사와 아동의 변화과정을 교사의 민감성증진
및 아동의 행동문제개선의 두 개의 변인에 따라 교사
의 표현을 인용해 분석하였으며 지면 관계상 26명 중

*** p < .001

두 명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실에서 보이는 아
동의 부적응행동을 평가하는 AML행동평가에서도

3. 결 과

교사들은 자신이 함께 놀이세션을 가졌던 아동들의
부적응행동이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3.1. 양적 분석결과
kinder therapy가 교사의 공감적 행동을 긍정적으

<표 10>AML행동평가의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비

사들이 평가하였다(p< .05).

교(n=26)
3.2. 질적분석결과
변 인

검 사

n

M (SD)

다음은 교사를 위한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을 실

t

시하는 과정에서 아동과의 관계변화에 대해 교사들
적응행동 사 전

26

39.37(9.21) - 4.64***

이 보고한 내용을 연구목적에 따라 교사의 민감성증

사 후

26

29.96(7.94)

진, 아동의 행동문제 개선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로 요약한 것 중에서 두 명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

*** p < .001

다. 질적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교사들이 아동의 행

<표 11>교사- 아동평가의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비

특히 변화과정에 대한 기술을 보면, 아동에 대한 민

교: 문제영역(n=26)

감성이 매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민감성은 아

동과 자신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동에 대한 공감과 수용을 가능케 하는 기본조건이라
변 인

검 사

n

M (SD)

고 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참여가 교사의 태도와

t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교사와 아동의 관계
문제영역

사 전

26

51.27(9.59)

사 후

26

43.16(11.39)

- 3.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p < .01

<표 12>교사- 아동평가의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비
교:친사회적 행동영역(n=26)
변 인

검 사

n

친사회적 사 전

26

45.43(13.32)

행동영역 사 후

26

50.71(11.89)

M(SD)

t
2.3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p < .05
<표 11>과 <표 12>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동의 부
적응행동과 친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평가하는 교사아동평가 척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kinder therapy에 참여한 이후에 아동의 부적응행동
이 감소하고(p< .01),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했다고 교

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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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동안 그 아이에게 내가 손이 많이 가 *예전에는 대답을 작게 했던 것이 요즘엔 크고 길
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했더라면 어졌어요. 밝아졌다는게 느껴져요(2회)
지금 문제 있는 애가 되지 않고 평범한 아이가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2회) *아이가 변했어요. 안될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기쁘구 흥분이 되더라구요...놀이감을 가지고 논 것
*저는 30분 내내 떠들었어요. 아이 행동이 빨라 은 아니구, 로숀활동을 했더니 얘가 반응하는 거예
지니까 저두 신이 나서 열심히 했어요. 아이가 요. 일부러 바꿔주어야만 했던 손이 처음에는 내
달라지는 게 보이니까 좋았어요(6회)
밀까말까 망설이고 웃을까말까 망설이길래 또하고
싶냐고 하면서 몇 번 잡아 다시 해줬더니 다시 해
달라고 내미는 거예요. 쭈뼜거리는 했지만요(5회)

사
례
A

*30분 내내 미소를 지으면서 소리를 조금씩 냈거든
요. 예를들면, 아빠다리를 하고 앉아서 처음엔 손
이 내려가면 천천히 올렸거든요. 손이 도망갔네
했더니 처음에는 손을 빨리 못 올리고 천천히 올렸
거든요. 그래서 어, 손이 올라왔네 하면 신나서
그 다음부터는 빨리 올렸어요. 또 제가 어 손이
앞으로 돌아갔네 하고 개입을 해 주었구요. 아빠다
리를 했는데요, 발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발
이 나왔구나, 어 멀리 나왔네 했더니 그러다가 아
이가 발로 장난감을 하나 건드렸어요. 그게 계기
가 되어서 장난감을 가지고 처음 놀았는데 장난감
을 발로 밀면 계속 멀어지잖아요. 나중에는 손으
로 살짝 가지고 놀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재미를 붙여서 계속 발하고 손으로
장난을 치면서 놀았어요. 사실 이번 주에도 로숀
을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아이가 신이나서 조금씩
소리를 내면서 놀으니까 로숀이 필요없었어요(6회)
*제가 밖에 나갔다가 교실에 들어가서 그 애를 찾
으려면, 그 애 자리를 딱 보면 항상 앉아 있었거든
요. 항상 혼자요. 근데 요즘엔 한참 찾아야 돼요.
아이들 놀이에 섞여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도 애
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오늘 아침 그러시더라구요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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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중심으로 다리를 돌리는 거를 처음에 했 *우리 00이는 전혀 시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는데 제가 저번 주에 반응을 잘못했구나라는 에는 시선을 멀리까지 두더라구요. 그리고 편해진
것을 느꼈어요. 아이가 계속 그렇게 놀더라구 것 같아요(8회)
요. 이제는 그런 행동에 대한 반응보다 조금이
라도 놀이를 할 때 반응을 더 해주어야하지 않 *우리 00이는 처음에는 몸통만 있었는데 차츰 다리
사
가 생기고 발도 생기고 마지막에는 손도 생겼어요.
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8회)
례
처음에는 손발이 다 없었는데 마지막에는 손으로
A
*애한테 20명이면 20명 쪼개서 줘야되는 거지 가지고 했거든요. 마지막 몇 분은 장난감도 가지
만 좀 세심하게 한번을 줘도 줘야겠다하는 걸- 고 놀았어요(9회)
그러면 애가 그 때 순간순간 딱딱 느낄거 아녜
요. 그냥 지나가는거 보다는 한 마디를 해도
마음을 실어서 해야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9회)
*제가 당황할 정도로 표정이 밝아지고, 아이가 일
* 너 기쁘구나.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이빨도 보 주일 동안 기뻐했던 것 밖에는 기억이 안나요(2회)
이고 이렇게 반영을 해주니까...(2회)
* 00이는 선생님이 넘어지는게 좋구나 라고 반응을
해주었더니 또 미소 짓다가 표정이 또 바뀌더라구
*아이가 저런 얘기했을 때 내가 자기를 얼마나 요. 그 다음엔 개미가 손을 넘어가네를 했었거든
이해하는구나하는 생각을 아이가 할 생각을 . 요. 아이가 조금 미소를 짓더라구요. 그 다음엔
하니까 두렵기도 하구(3회)
손따라 금을 그으니까 아이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제가 00아 여기서 놀고싶으면 만대로 놀아도 돼
사 *이 애는 아빠, 할아버지, 형이랑 같이 사니까 라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이가 권총을 잡았어
례 아이가 엄마의 살가움을 못 느끼며 살아서인지 요(6회)
B 여자가 주는 친절함에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스킨쉽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6회) *이제 블럭놀이를 할 때 들어온다거나 저희 반 특
히 수업하고 있으면, 지난번까지는 창문으로 까치발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조용히 놀았는데 저렇 하고 들여다보고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블럭놀이
게 장난감을 부딪히면서 파워가 점점 세진다든 영역까지 들어왔다가 애들이 선생님, 별님반 들어
지 공룡을 부딪히면서 공격력이 커지면서 자신 왔어요 하면 그 말에 놀라가지고 후다닥 별님 반으
감이 같이 커지는 것 같아요(7회)

로 가고...아직 저 있는데까지는 못 오지만 그래도
문턱은 넘었어요(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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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놀이감도 못 잡던 애가 오늘도 처음부 *지난주까지 아이가 공격성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
터 공격성을 보였어요...노는 것을 보고 아이의 제는 공격성 뿐만 아니라 놀이활동이 굉장히 다양
가족사를 볼 수 있었어요(8회)
해졌어요. 이것저것 많이 탐색을 하고요. 특히 플
레이도 가지고 놀때 제가 기절할 뻔 했어요. 처음
*이번에 웃겼던 것은 항상 5분싸인을 주면 행 에는 그거할 때 바닥에 떨어지면 정말 개미보다 더
동에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5분 남았다 했더 작게 떼가지고 다시 붙여놓고 그랬는데, 아이가 뚜
니 애가 마음이 급했나봐요. 이렇게 놀다가 5 껑을 확 열어서 그거를 한 주먹을 딱 뜯더니 이렇
분 남았다고 했더니...제가 00아 마음이 바쁘구 게 굴리고 저렇게 주물럭 거리고 그 힘이 상상이
나 했더니 애가 처음으로 응답을 했어요. 아 안됐어요. 저렇게 좋아질 수도 있구나!...아이들하고
니요 (9회)
놀때는 막 소리지르고 웃고 뛰어다니고 교사를 대
할 때도 표정이 밝아졌대요.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요, 일정한 프로그램 안 하여간 굉장히 밝아지고 놀이하는 것도 자신감이
에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 많이 생기고(9회)
을 영역별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
사가 아이하고 접촉할 수 있는 일대일은 많이
사 부족해요. 물론 영역별로 하면 일대일로 많이
례 하지만 그 아이랑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
B 어 있어요. 그 활동에 관해서만 얘기하게 되거
든요. 이렇게 하면 더 쉽지않을까/이렇게 해
봐 이런 식으로 일대일로 개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기분이 어땠니/너 속상하구나
이런 얘기가 쉽지 가 않더라구요. 이걸 배우고
나서 아이들하고 그림그리면서 힘든 부분같이
도와주다보면 선생님 오늘 날씨가 어두워서
비가 올 것 같아요 자기는 비가 올 것 같아서
내일 아침에 우산을 쓰고 올거래요.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보니까
아! 이 아이가 날씨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은 작업할
때라든지 뭘 할 때 의도적으로 아이하
고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 시
간을 많이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느꼈어요(9회)

4. 결

아동 뿐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개선을 보고한 교사

론

들도 있었다. 교사들이 모두 여성이었기 때문에 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놀이치료
훈련을 시키고 교사들이 직접 아동들과 놀이세션을
갖게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교사의 민감성을 증진하
고 아동의 행동문제를 개선하려 하였다. 양적, 질적
분석을 병행한 결과 교사들을 치료대행자로 훈련시

용해보고 싶어하는 의욕이 강하였으며 몇 명은 실제
로 가정에서 함께 병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프로그
램에 참여하면서 교사자신의 부모나 형제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고 따라서 관계가 변화되었다고 보고
한 교사들도 있었다.

킬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전인교육을 주창하고 아동의
지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의 조화를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지적 발달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 나머지 특
히 정서적 발달과 건강을 등한시 함으로써 오늘날 많
은 아동들이 여러 가지 정서, 행동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은 정신건강전문가 뿐만 아니라 교육자, 부
모, 기타 일반인들이 모두 동의하는 사실이다. 또한
정신건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해도
어떻게 아동들을 도와줄 것인가 하는 방법에 있어서
는 논의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초
등학교 교사들이 부적응문제를 보이거나 정서적 어
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교사들에게 교육시켰고 그 효과가 매우 긍정적이었
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 외에 질적 연구를 병행함으로
써 양적 연구에서는 간과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
므로써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더 분명히 했다는 점에
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는 제시
하지 않았지만 교사들이 기관에서 아동들과 놀이세
션을 진행시킨 내용을 보면 교사들을 효과적인 치료
대행자로 훈련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교사들의 정서교육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신의 자녀에게 소홀히 한 것을 생각하고 자녀에게 적

프로그램 참여 중에

교사들은 아동과 인간의 내적 세계에 대한 경이로움
을 느꼈으며 계속 더 공부하고 싶다는 표현을 자주
하였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도 아동과 놀이세션
을 계속 하겠다고 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기대하지 않은 효과였으나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교사와 아동의 놀이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함
께 시청한 것이 교사의 실제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실
제 관찰에 근거한 제안과 격려를 줄 수 있는 매체가
되었다. 교사의 보고에만 의지하면 교사들이 기술이
나 태도의 개념을 잘못 파악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생
길 수 있지만 실제로 놀이한 장면을 비디오로 녹화해
보면서 피드백을 주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이 프로그램을 참여
대상과 연령 등에 따라 변형하여 적용한다면, 예비교
사, 특수교사 등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몇 가
지 논의하겠다. 첫째, 현실적 이유로 통제집단을 형
성하지 못해 그로 인해 효과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다. 둘째, 후속족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시간적 제약으
로 후속조사를 하지 못했다. 셋째, 프로그램의 효과
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적정 집단인원이 8- 10명인 점
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집단 가운데 한 집
단은 인원이 18명에 달하여 각 집단성원들에게 더 많
은 관심과 피드백을 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마지
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심리치료적 측면이 있어서,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 교사들의 저항이나 방어
적 태도로 인해 참가자들이 탈락할 가능성이 단순한
교육프로그램 보다 크기 때문에 집단리더의 집단운
영능력이 프로그램의 지속과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어렵게 하고 보급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
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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