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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반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 만들어 가기에 관한 참여적 실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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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lay therapy training program as a form of 
alternative learning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s study conducted a play 
therapy training program for experienced play therapists using flipped learning and analyzed the 
process of cooperation and change between researchers and the play therapists. 
Methods: To enable researchers and participants to create an online-based play therapy training 
program and to analyze the process of cooperation and change, a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AR) 
methodology was applied. Five play therapists with six to seven years of play therapy experience 
were the participants. The study analyzed various qualitative data (recorded materials for online 
conferences, learning results, video, online community activity materials, chat rooms, e-mail, 
participants' reflection essay, researcher notes, interview materials).
Results: This study followed a process in which participants discussed specific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 through online communication, and then reflected on this discussion in the subsequent 
educational session. This study composed the final program through three action research processes. 
Also, the results of the study revealed topics such as: 1) "Come alive" (subtopics: Notice, “I'm not a 
beginner..."; Be aware, “I know but…”); and, 2) "Alive-alive" (subtopics: “LAN cable” colleagues; Learning 
“with my own”; Learning “in my opinion”)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and change between researchers 
and participants.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for creating an online educational environment 
as a form of alternative learning. It is expected that the application of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PAR) methodology, that helps participants become subjects of learning through a cooperative 
process and mutual communication with researchers, can help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play therapy supervi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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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유 · 아동의 심리재활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책적으로 

정서행동장애 치료지원 서비스와 발달재활 서비스의 예산이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아동심리재활 분야 대상자가 늘어 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놀이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상담 현장의 놀이치료자는 수련과정을 통해 자격증도 

취득하고 치료경력이 쌓이면서 초심자 단계를 벗어난다. 숙

련 놀이치료자는 치료현장에 대한 불안이 감소하고, 놀이치료 

기술과 확장된 지식이 생긴다. 숙련자는 초심자와는 또 다르

게 놀이치료자라는 자격에 부여된 책임감과 전문가로서 더 나

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이렇듯 놀이치료자에게 수련과

정은 계속 가야하는 길이고, 성장을 위한 끝없는 여정이다(M. 

Cho, 2018; H. J. Sin, 2018). 반면, 놀이치료의 노동시장 상황

은 약 80%의 치료사가 계약직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다

(E. Y. Lee & Kim, 2019). 이러한 제도적 보장이 없는 불안정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금전적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끊임없

이 갈등한다. 즉, 숙련 놀이치료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해 꾸준

히 공부하고 싶고, 공부해야 하는데 현실이 녹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Hong, 2014; Jeong, Han, & Park, 2017; M. J. Kim, 

2016; E. Y. Lee & Kim, 2019).

이렇듯 국내 놀이치료 현장에 존재하는 불평등에 본 연구

자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서울

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놀이치료 수련과정은 다양한 지역

에서 근무하는 놀이치료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드

러나고 있다. 경제적 문제와 함께 지리적 거리감으로 인한 기

회의 불평등을 덤으로 얻게 된다. 상담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는 수련기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일하는 상담자, 사회복

지사들의 슈퍼비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교육방

식을 고민하며 시도하고 있지만(Antczak, Mackrill, Steensbaek, 

& Ebsen, 2017; Anthony & Nagel, 2009;  Barnett, 2011; 

Chapman, 2006;  Mak, 2013; Nelson, Nichter, & Henriksen, 

2010; Watson, 2012), 국내 놀이치료자를 위한 교육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Chae & Cheong, 2017).

현재 임상현장에 있는 놀이치료자의 이론, 지식적 훈련은 

놀이치료 관련 학회에서 주최하는 사례발표회 및 학술대회, 

특강 및 워크숍 등이 있고 임상훈련은 슈퍼비전과 교육 분석

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슈퍼비전은 상담자의 상담 진행

을 지도, 감독하면서 효과적인 성과를 갖도록 하는데 유용하

며(Bernard & Goodyear, 2014), 교육 분석은 상담자 개인적 문

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 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훈련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S.-K. Yoo, Lee, & Jo, 

2010). 특히 슈퍼비전은 임상현장에서 놀이치료의 실무적 역

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수련방법 중 하나이며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Sammons & Speight, 

2007; VanderGast, Culbreth, & Flowers, 2010). 단, 국내에서 슈

퍼비전과 교육을 위한 접근 방법은 주로 면대면 개별 및 집단 

슈퍼비전 형태이다. 아동중심놀이치료 치료적 반응 기술 훈련

(Ray, 2004)과 인턴쉽 프로그램(Yang & Han, 2017), 서비스러

닝을 적용한 아동중심놀이치료 실습 프로그램(Han & Chung, 

2018), 학교놀이치료 현장실습 프로그램(H. Park, Ryu, & Yoo, 

2018)을 살펴보면 이론 강의, 역할극을 통한 기술 훈련, 셀프

슈퍼비전, 집단슈퍼비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최근 심리치료의 형태도 점점 다양해지듯이 상담자 

보수교육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

를 들면 화상회의, 채팅방, 인터넷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 환경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다(Anthony & Nagel, 

2009; Wolf, 2011). 교육학 분야에서는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

한 방식의 교수학습활동이 개발되고 있으며 학습자들의 교

육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화상회의를 적용한 교사교육, 화

상·온라인 토론활동(Y. H. Cho, Park, Kim, Suk, & Lee, 2015: 

Joung & Choi, 2015; H.-J. Shin & Kim, 2016),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적용한 상담직무교육과 간호실습교육(Gu, 2016; J. 

C. Kang, 2016; M. Lee, Chang, & Jang, 2017; Lee, Choi, & Song, 

2010) 등이 있다. 이러한 온·오프라인의 장점이 결합된 교수법

은 공통적으로 학습자 중심 환경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

의 전달식 강의에 비해 높은 학습효과가 나타났다(B. Cho & 

Lee, 2018; H. Kwon, Moon, & Park, 2015). 상담학 분야 또한 비

대면 방식의 슈퍼비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arnett, 

2011). 온라인 슈퍼비전은 산만함이 없고, 자신의 의견을 더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어서 토론을 많이 하게 되며 다른 참

여자들로부터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꼽았다(Nelson 

et al., 2010). 또한, 상담자로서 자신감과 유능감을 증진시키는 

효과도 나타났다(Chapman, 2006; Watson, 2012).

상기한 관점에 근거하여 놀이치료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놀이치료자의 교육 기

회와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안 중 하나

로 본 연구에서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수업 모형을 비대

면 교육환경에 적용한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한다. 플립러닝은 학습자가 수업 전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통

하여 사전학습을 하고 교실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코칭 및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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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협력학습을 통해 문제해결활동을 수행하는 학습자 중심, 

IT기반의 교수학습활동으로 최근 미래 교육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Choi, 2018). 온라인 기반의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

램은 현재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놀이치료자들의 현실

적 여건을 반영할 수 있고 거리적 부담감을 줄여 줄 수 있을 것

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한편, 발달재활서비스가 시행된 이후에 놀이치료 지원 대

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공포한 발달

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영역에 놀이심리재활이 포함되었다. 

즉, 점차적으로 놀이치료 서비스 대상으로 발달장애아동의 비

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E. Y. Lee, 2017). 발달장애아

동은 인지기능의 결핍이나 발달상의 불균형으로 인해 통찰을 

통한 자기 치유적 접근은 한계가 있으며(S.-J. Lim & Sunwoo, 

2018) 반복과 고정된 놀이, 유연성 결여, 낮은 수준의 가상놀

이와 같은 놀이행동이 특징적이기 때문에(Buchanan, 2009; 

Muys, Rodger, & Bundy, 2006), 성인의 주도적이고 활동중심적 

개입이 놀이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다(Freeman & Kasari, 

2013; Jordan, 2003; Román-Oyola et al., 2018; Song, 2002). 따라

서 놀이치료자는 발달장애아동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즉흥적이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끊임없이 시도해야 상호작용

의 서클이 늘어나고 아동은 복잡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

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 경험은 아동의 발달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발달장애아동의 놀이치료 동향을 살펴보면 치

료놀이(theraplay)접근이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고(S.-J. Lim & 

Sunwoo, 2018), Greenspan의 플로어타임(floor-time)의 효과 또

한 검증되고 있다(Armour & Kuster, 2002; Hess, 2013; Mercer, 

2015). 치료놀이와 플로어타임은 개인마다 다양한 특성을 가

진 발달장애아동에게 적합하며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 상호

작용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치료놀

이는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증진에 대한 치료효과 

검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플로어타임은 발달장

애아동의 놀이성(playfulness)향상에 대한 효과검증(H. J. Kwon 

& Kim, 2019; Jang, 2020; Jung, 2019)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 놀이치료 전공 대학원 교육과정과 학회자격 이수

과목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아동 놀이치료 관련하여 치료놀이 

수련이 주가 된다. 발달장애아동 놀이치료에서 경험하는 놀이

치료자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결과(D. E. Lee, 2018)에서 놀이

치료자들은 다양한 이론들의 통합적 치료가 효과적임을 언급

하며,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놀이치료 이론과 기법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발달장애아동 놀이치료에서 놀이치료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아동의 평가를 통한 이해 그리고 치료놀이와 플

로어타임의 절충적 접근에 대한 교육내용을 계획하였다.

또한, 놀이치료 슈퍼비전 경험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교수와 학생이라는 수직 관계로 인해 슈퍼비전 방

식을 함께 의논하기는 어려웠고, 슈퍼바이지는 “알려주는 대

로 받아 적고, 그대로 따라 했어야” 했다(J.-R. Hong, 2014). 이

렇게 슈퍼바이저의 권위에 압도되어 질문이나 자기개방이 어

려운 경우는 비도움적 관계라고 보고하였던 반면, 슈퍼바이

저와 동료적 관계를 형성하고 쉽게 질문할 수 있는 편안한 관

계일수록 슈퍼바이지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M. S. 

Yoo, Choi, & Chung, 2009). 즉, 숙련 놀이치료자는 슈퍼비전

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학습과정이 필요하고, 슈퍼바

이저와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슈퍼비전의 방식과 내용에 있어

서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M. K. Lee, 2006). 슈

퍼비전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슈퍼바이지인 놀이치

료자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H. J. 

Shin, 2018), 치료자 발달수준에 따른 슈퍼비전의 방향과 강도 

또한 조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 또는 슈퍼비전 연구

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 협력을 통한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

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교육적 요구

나 기대는 무엇이며,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는 과정 중에 변

화된 연구자의 관점은 어떠한지, 이러한 실행 과정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구성해 나가는지를 면밀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적 실행연구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실행

연구는 현장을 위한 연구이며, 현장사람들의 문제 사태에 연

구자가 동참하여 ‘실행=연구’를 통해서 현장의 맥락에 맞게 해

결하고 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더 나아지도록 하는 데 관심

을 집중하는 연구(Y.-H. Jo, 2015)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목적

과 부합하는 방법론이라고 판단하였다. 질적 실행연구의 추

이를 살펴보면, 전통적 실행연구에서 전문 연구자와 현장 참

여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참여적 실행연구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참여자도 연구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구

분된다(Brydon-Miller, Greenwood., & Maguire, 2003). 현장사

람들의 자발적이고 다원적인 요구와 참여, 지속적인 교차와 

협력, ‘계획-실행-평가’ 과정 전반에 걸친 순환적 피드백 등을 

전제한다(Y.-H. Jo, 2015). 즉, 참여적 실행연구는 자기발전이

나 자주적인 결정을 제한하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구조를 

탐색하고 개선하고자 하는데 활용되며 연구자와 참여자 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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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정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둔다(C. M. Park & Jo, 2016).

요컨대, 본 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하는 참여적 실

행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 연구와 차

별화된다. 놀이치료자들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경청하

고 소통하며 온라인 기반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협력과 변화 양상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아동상담 훈련 현장

의 실제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

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온라인 기반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실행과

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온라인 기반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연구자

와 참여자의 협력과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Methods

참여적 실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기반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이 과정 동안 연구자와 참여자의 협력과정 및 변화과정

을 살펴보기 위해 참여적 실행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자가 계획한 놀이

치료 훈련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 참여자의 요

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 내용과 방식을 구성하는 것이

며, 연구자와 참여자의 협력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

구의 목적과 참여적 실행연구 방법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다. 교육현장에서 참여적 실행연구는 보편적 경험과 일반화를 

추구하지 않으며, 특정한 교육자에 의해 자신의 활동에 대해 학

생들과 함께 행해지는 연구이다(Mertler, 2014/2015). 즉, 실행연

구는 ‘계획-실행-발전-반성’으로 구성된 나선형적 순환 과정이

다(Johnson, 2001; Mertler & Charles, 2011; Mills, 2011; Schmuck, 

1997). 참여적 실행연구는 참여적이며 성찰적인 실천인으로서

의 역할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협력적인 사고 과정도 

중시한다(C. M. Park & Jo, 2016). 이러한 순환과정을 통해 직접 

교육현장에서 어려움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

는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상담 및 놀이치료자 발달 모델 단계를 고려하여

(M.-J. Kang, 2012; Rønnestad & Skovholt, 2013), 대학원을 졸업

한 후 놀이치료 경력이 3년 이상 7년 이하이며, 현재 일을 하

고 있는 놀이치료자를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예비 놀이치료

자(대학원 과정)와 초심자 단계는 심리적 소진이나 역전이 관

리 문제 등의 요인이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J.-

H. Kim & Ahn, 2013). 또한, 지도감독자에게 평가받는 것이 

두렵고 인정의 욕구가 앎의 욕구보다 크지만 숙련 놀이치료자 

단계로 갈수록 앎의 욕구가 더 커진다는 연구결과(H. J. Shin, 

2018)를 반영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놀이치료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별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이 포함된다. 집단 슈퍼비전의 인원수는 효율적 학습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Ray & Altekruse, 2000) 참여자는 5명 이하

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놀이치료 관련 학회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

과정과 연구의 목적, 참여자 조건을 공지한 후, 이에 동의하고 

기존 발달장애아동 놀이치료 교육 경험이 유사한 놀이치료자

들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참가자는 총 5명으로 일반대학

원 아동심리치료 전공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놀이치료 경력

은 6-7년이다. 참여자들은 관련 자격증(놀이심리상담사 2급, 

발달심리사 2급, 치료놀이사)을 소지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아

동 놀이치료 수련 경험은 치료놀이 임상수련 및 슈퍼비전, 발

달평가 워크샵과 플로어타임 특강 참여가 공통점이었다.

연구자

연구자 A는 놀이치료 실천가(practitioner)임과 동시에 놀이치

료자를 양성하는 교육전문가로 놀이치료 임상훈련, 슈퍼비전 

방법에 관심이 많으며 연구자의 교육현장에서 실행연구를 지

속해 오고 있다. 또한, 연구자 A는 온라인 기반의 플립러닝을 

아동상담 전공교과목에 적용한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고, 6년

째 운영하면서 교육공학 전문가에게 수업컨설팅을 지속적으

로 받았다. 연구자 B는 석사학위 취득 후 놀이치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천가이며, 참여적 실행연구를 수행하고 논문

을 발표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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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반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 구성

본 프로그램은 예비놀이치료자를 대상으로 발달장애아동 놀

이치료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 연구결과(Oh, 2019)를 

본 연구 참여자의 특징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다음

으로 사전면담을 통해 참여자들의 기대와 바람을 반영한 교육

내용과 온라인 기반 교수학습활동을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놀이치료 전문가 1인과 교육공학 전공 교수 1인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보완한 결과, 온라인 기반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

은 총 9회기, 회기당 120분으로 구성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요구 파악

온라인 기반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의 초안을 구성하기 전에 

집단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요구를 파악하

고 실행의 구체안을 보완하였다.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요구사항, 이에 따른 실행계획은 다음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온라인 기반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의 교수학

습활동 구성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은 학습자가 수업 전 자기주도 학습

으로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고 교실수업에서는 교수자의 코

칭 및 동료 학습자들과의 협업체제를 기반으로 문제해결학습

을 통하여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내는 학습자 중심 교수학습방

법이다(Choi, 2018). 플립러닝은 강의가 중심이 아닌 개인학습

을 기반으로 팀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수자와 학습자, 

그리고 학습자들 간의 소통이 원활해진다. 또한, 수업의 주인

공이 교수자에게서 학습자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에 주도적인 

학습 참여가 많아진다. 이러한 플립러닝의 특징이 본 프로그

램의 목적과 부합하고 참여자들의 놀이치료 실무역량 향상에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사전학습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일(놀이치료), 육아, 학업 등으로 바쁜 참

여자들이 주도적 학습관리를 수행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플립러닝을 위한 차별화된 수업절차 모형은 ‘수업 전(사전

단계, 사전학습평가)-수업 중(사전학습연계, 팀 활동, 요약강

의, 평가)-수업 후(사후성찰)’ 7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의 영

문 첫 글자를 조합하여 PARTNER 모형이라 한다(Choi, 2018). 

본 프로그램의 실행은 학습대상자가 숙련 놀이치료자라는 특

징을 반영하여 플립러닝의 PARTNER 교수학습모형을 일부 

수정하여 적용하였다. 즉, 본 프로그램은 수업 전 단계로 1) 사

전학습과 2) 사전학습평가, 수업 중 단계는 3) 팀 활동과 4) 강

의, 수업 후 단계는 5) 사후활동으로 총 5단계로 재구성하였

다. 또한, 기존의 교실수업을 본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넷을 통

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강의를 계획 하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승인(IRB No. 2-1041055-

AB-N-01-2019-16)을 받고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실행과정은 

Table 1
Identification of Participants’ Requirements and Action Plan

Efforts to reflect on
participants’ requirements Requirements of participants Action plan

Listen to the difficulties encountered by 
participants in conducting play therapy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isten to specific details about the 
educational experienc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Find out the requirements for this program: 
Participants' wishes and expectations, as 
well as their desired content and methods

Education that can be applied to the current 
case of play therapy
 - Education that connects theory and practice
 - Case-centered education

The ability to coordinate time and schedule 
while balancing work and child care

Active use of learner-centered teaching methods 
that can improve practical competencies
 - Promote active learning by presenting Pre-class 

tasks
 - Applying the case-based learning method as a 

way to learn each topic 

Various cases can be learned through the group 
supervision education method

Flexible schedule adjustment by actively utilizing 
group chat and onlin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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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실행과

정에 따른 시기와 주요 실천사항은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자료수집과 분석

실행연구는 방법론의 특성상 자료수집에서 3E (experiencing, 

examining, enquiring)를 온전히 다 수행할 필요가 있다(Y.-H. 

Jo, 2015).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본 학습(화상회의)의 모든 회

기를 녹화한 영상, 회기마다 작성한 현장일지와 연구자 노트

를 통해 수집하였다. 교실 기반 실행연구는 연구자가 완전 참

여자(full participant) 역할을 하게 되는데(Glesne, 2006), 본 연

구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이기 때문에 연구자 A는 완전 

참여자로 역할을 하였고 연구자 B는 완전 관찰자(observer)로 

녹화된 영상을 통해 연구자 A와 참여자들을 관찰하였다. 다음

으로는 프로그램 과정 중 도출된 결과물이다. 참여자들의 과

제와 치료 동영상 자료, 온라인 커뮤니티 토론 자료, 그룹채팅

방 또는 메신저 대화 내용, 이메일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는 

참여자들의 치료회기 기록지와 성찰일지이며 마지막으로 면

Table 2
Draft Outline of the Online-Based Play Therapy Training Program

Session Learning objectives Planned program content Teaching-learning activity Online-based
1 The criteria for 

diagnosi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be 
defined and classified.

Understand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e-class: 1) Pre-learning 2) Summary
In-class: 3) Questions and Answers 
 4) Lecture 
Post-class: 5) Post a question after learning

Cloud

Video lecture

Community, group 
chat, instant messaging, 
e-mail

2-3 Learn how to assess 
the development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interpret the results.

Developmental evaluation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results

 - Developmental 
evaluations(PEP-R, 
CARS, SMS, sensory 
profile scale) methods

 - Understanding the 
interpretation of 
developmental evaluation 
results

 - Understanding how to 
write a developmental 
evaluation report

Pre-class: 1) Learning the developmental 
evaluation manual and learning the 
instructor’s developmental evaluation 
demonstration video 2) Scoring 
practice cases  

In-class: 3) Team activities 4) Lecture 
Post-class: 5) Session 2-Writing a developmental 

evaluation report using the instructor's 
evaluation case data; Session 
3-Individual (learning) reflection diary 
for sessions 1-3

4-5 Floortime technique 
can be applied to 
the play therapy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nderstanding Floortime 
technique

 - Floortime techniqu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tasks

Pre-class: 1) Learning the Floortime lecture 
plan and learning the instructor’s 
demonstration video 2) Summary

In-class: 3) Team activities 4) Lecture
Post-class: 5) Individual (learning) reflection 

diary for sessions 4-5
6-9 It is possible to 

apply and analyze 
developmental 
evaluation and 
Floortime techniques 
to cases of play 
therapy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alysis of cases of play 
therapy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re-class: 1) Summary of case presentation 
data 2) Pre-learning of presentation 
materials and summary

In-class: 3) Peer feedback 4) Instructor feedback
Post-class: 5) Individual (learning) reflection 

diary forsessions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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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자료이다. 사전모임과 사후모임 2회에 걸쳐 초점집단 면담

을 진행하고 1회당 3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교육내용과 방식의 장점 및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교사주도의 실행연구에서는 엄밀성(rigor)이 중요한데 이

를 제공하는 방법(Melrose, 200l; Mills, 2011)으로 순환의 반복, 

장기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찰, 연구자의 실행연구 경험, 자

료에 대한 다각적 검증, 참여자 검토와 확인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 전 과정에 걸쳐 엄밀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프로그램 실

행과정은 3차에 걸쳐 순환이 반복되었고, 연구자들은 완전 참

여자와 완전 관찰자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4개월 동안 참여

하였다. 연구자 모두 실행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발표한 경

험이 있으며, 자료에 대한 다각 검증을 위해 3E를 중심으로 자

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고, 면담전사본과 원고 초안을 연구 참

여자들과 공유하고 확인받았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 먼저 실행과정에서 수집한 질적 자료

를 모두 코딩하면서 연구 참여자의 언어를 최대한 그대로 사

용하는 메모작업과 개방 코딩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두 가

지 코딩방식을 절충하였는데 첫 번째는 본 연구문제에 부합

되는 주제별 코딩 분석과 사례추출 방식(Huberman & Miles, 

1994)을 적용하면서 코딩의 주제는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

는 순환적 과정을 거쳤다(Saldaña, 2009). 또한 귀납적 접근을 

적용하여 자료에 근거해 코딩의 주제를 찾아가는 분석방법도 

함께 적용하였다. 이러한 코딩을 토대로 주제들 간의 관계를 

논리적 연관성에 따라 범주화하기 위해 코딩자료로 돌아가서 

주제와 범주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순환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Results

온라인 기반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 만들어 가기

본 연구는 학습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기반 놀이치료 훈련 프

로그램을 만들어 가기 위해 연구자의 실행과 관찰, 참여자들

의 반응과 요구사항에 대한 연구자의 성찰 그리고 이를 기초

로 한 또 다른 실행이 연구 과정 내내 이루어졌다. 즉, 온라인 

기반 소통(커뮤니티, 그룹채팅방, 메신저 대화, 이메일 등)을 

통해 참여자들이 구체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과 방식을 이

야기하게 하고 이를 다음 회기 교육에 반영하는 과정을 반복

하였다. 또한, 참여 관찰과 성찰일지 분석을 통해 세부적인 교

육내용 및 방식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갔다. 본 연구는 

1-3차 실행과정을 통해 최종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차 실행과정(1-3회기)

1, 2회기 프로그램 실행 후 사전학습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도 

많았으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참여자와 퇴근 시간이 

늦는 참여자가 부담감을 드러냈다. 결국 2회기 때 두 명이 과

제를 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다른 참여자들 간 토

의내용을 듣기만 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사전학습을 하지 않

으면 본 학습에서 토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력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대

안으로 사전학습 과제를 재계획하였다. 예를 들면, 3회기 사전

학습 과제인 평가보고서 작성과 4, 5회기 사전학습 과제인 요

Table 3
Period of the Action Process & Major Action

Execution process Period Major action

Overall action plan and 
program composition and 
planning  

June-
August 
2019

• Establishment of program direction based on prior research and theoretical instructional 
model

• (Offline) Pre-interview with participants to identify and reflect on experiences and wishes
• Reflection on advice from play therapy experts and educational engineering professors
• Program draft composition

Online play therapy 
training program execution 
(9th session)

September-
December 
2019

• Repeat ‘reflection-replan-execute’ by writing notes from researchers in each session during 
the program execution process

• Through online community operation, group chat, SNS use, and e-mail, problems and 
alternatives are discovered and reflection-replan-execute is repeated.

• Through the participants’ reflection journals and task feedback, problems and alternatives 
are discovered and reflection-replan-implementation is repeated.

Post meetings and follow-
up interviews

January 
2020

• Finding strengths, complements and alternatives through post-interview (offline) after the 
program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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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리 보고서 작성 대신 미리 고민하고 생각한 내용을 메모

해 오는 과제로 변화를 주었다. 또한, 참여자들이 자료를 찾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발달심리학, 감각통합발달 등 관련 참

고 자료를 미리 공유하였다. 이후 회기에서도 사전학습과 본 

학습이 연계될 수 있는 사전학습 과제는 매 회기 그대로 구성

하더라도 부담은 덜 수 있도록 과제 방식을 변경했다.

실행과정에서 연구자는 이론 강의가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참여자들의 요구사항에도 있었지

만, 학습자의 이론적 배경지식과 실무경험을 고려했을 때 전달

식 강의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연구자는 본 학습에서 교수학습방법을 보완하는 계

획을 세웠다. 이후 강의단계는 팀 활동에서 도출된 내용을 요약

하고, 이론적 근거를 연결하여 추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었다. 예를 들면, 2회기 본 수업에서 팀 활동을 통해 발달평가 

사례의 결과 해석을 토의한 후 교수자는 발달이론을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3회기 또한 팀 활동에서 토의한 발달평가 사례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각통합 발달이론을 요약정리 하였다.

참여자들은 본 교육을 통해 개념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놀이치료 현장에 적용하고자 하였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스

스로 분석, 평가, 설계할 수 있는 고차원적 문제해결 능력이 향

상되기를 원했다. 2-3회기 교육에서 연구자는 ‘연습사례의 발달

평가 결과-이론적 근거가 포함한 해석-사례개념화’가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보완하였고 이를 통해 ‘놀이치료 목표 설정-

진보평가’가 어떻게 이어지고 통합되는지를 교육하였다. 이러

한 교육의 방향성은 6-9회기 집단슈퍼비전에서도 일관되게 적

용하는 실행계획을 세웠다. 즉, 연구자는 참여자 각각의 사례 

슈퍼비전 회기에서 ‘발달평가 결과-해석-사례개념화-놀이치료 

목표설정-진보평가-부모상담’ 이 통합된 피드백을 준비하였다. 

1차 주요 실행과정은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2차 실행과정(4-7회기) 

1차 실행과정에서 성찰을 반영한 재계획을 통해 3회기부터는 

참여자들이 사전학습과제를 모두 수행했고, 모든 일과가 끝

나고 늦은 시간에 시작되는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100% 출석하였다. 3회기가 끝나고 참여자들은 4, 5회기로 예정

되었던 플로어타임 기법 주제에 대한 회기가 더 필요하다고 요

구하였다. 참여자들은 그동안 많은 사례를 통해 경험과 관찰에 

의존해왔는데, 1-3회기 교육 후에 알고 있던 이론을 적용하고 

통합하는 역량이 향상되면서 능동적인 학습태도가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학습 동기는 높아진 반면 5회기 이후, 육아와 

업무과중으로 인해 초기 회기보다는 열심이 떨어진 참여자들

이 생겨났다. 연구자는 그룹채팅방을 활용해서 교육내용이나 

일정에 대한 공지가 아닌 다양한 대화를 시도했다. 참여자들

의 동네 맛집부터 핫플레이스 소개, 육아와 남편 또는 남자친

구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였다. 모두 다른 지역에 살고 있고 본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랜선 동료였지만 그룹채팅방을 통해 실

시간 함께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자신보다 더 바쁜 참여자 

이야기를 듣고 사전수업과제에 소홀했던 본인을 반성하기도 

하고, 놀이치료 현장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하고, 

위로받는 참여자도 있었다.

참여자들은 치료놀이 수련경험이 많지만 치료놀이만으로

는 다양한 사례에서 한계를 느껴 본 프로그램에 자원하게 된 

공통점이 있다. 플로어타임 교육이 진행되면서 참여자들은 치

료놀이와 차이점 그리고 실제에 적용할 때 치료놀이와 플로어

타임의 절충적 접근에 대한 교육내용이 추가되기를 요구하였

고, 이를 반영하여 6회기와 7-9회기 교육내용을 보완하였다. 2

차 주요 실행과정은 Table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3차 실행과정(8-9회기) 

온라인 기반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위한 구체

적인 실행의 세 번째 시기는 집단 슈퍼비전 회기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참여자들의 질문과 의견이 활발해졌다. 3차 실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놀이치료 사례

에 대한 주도적인 분석과 평가, 그리고 참여자들 간 토의였다. 

프로그램 종료가 다가오고 연구자와 참여자들과의 개별적 관

계가 긴밀해지면서 보다 열띤 토의로 이어졌다. 실행과정 막바

지에서 연구자가 주력한 점은 강의와 피드백을 참여자들의 생

각으로부터, 참여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각

자 본인의 놀이치료 사례를 발표하고 교수자의 피드백을 전달

받는 것이 아닌 참여자가 스스로 분석한 결과로 도출한 생각을 

이야기하게 했다. 발표자가 아닌 참여자들도 발표 자료를 사전 

학습한 후 발표자와 참여자들 간 토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

다. 사례분석에 대한 정답은 없기 때문에 보다 나은 치료효과를 

내기 위한 해답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했다.

최종 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세 시기의 실행과정을 거쳐 온라인 기반 놀이치료 훈련 프로

그램의 최종 구성 및 내용은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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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jor Action in the First Implementation Process

Efforts to 
reflect on the 

participant needs

Problem recognition 
(Reflection), requirements of 

participants
Alternatives

(Replan) Concrete execution

Observe during 
execution 
and recognize 
problems

Participating in this class 
without performing 
assignments due to the burden 
of pre-class.

Reduce the burden of 
assignments

Correction of pre-class assignments for the 3rd session.
 - Only the case-conceptualized content is written in a page 

and discussed In-class.

Correction of pre-class assignments for sessions 4 and 5.
 - The summary is changed to ‘taking a note’ that was 

thought in advance.

Correction of pre-class assignments for sessions 6 to 9.
 - In case of case presentation, video is shared, but the 

presentation is changed to a simpler present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learner's characteristics and 
the non-face-to-face program 
characteristics, delivery-based 
lectures are unnecessary.

Recognizing the need for how 
the rationale is applied to case 
analysis.

·Complementary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Complementing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in the class 
in all sessions.
 - Increased the weight of team activities (discussion) rather 

than lectures by professors.
 - Changed in a way that connects the discussion contents 

from the participants' team activities with the rationale.

Listening and 
reflecting on 
participants' 
demands 
regarding the 
content and 
method of 
education related 
to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rticipants want to add 
‘sensory integration’ to help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nderstand and 
interpret the evaluation 
results.

Add education 
content

Addition of educational content in session 2 and 3.
 - Based on developmental evaluation cases, development 

theory (development state) and sensory integrated 
development education contents were added.

Listening to 
and reflecting 
on participants' 
demands 
regarding the 
content and 
method of 
education related 
to developmental 
evaluation

Participants lacked educational 
experience to ‘conceptualize 
cases’ in play therapy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articipants reported 
having difficulty in setting 
play therapy goals and 
assessing progress in case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nt to learn how to use 
developmental assessment 
results.

Add education 
content

Addition of educational content in session 3.
 -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evelopment evaluation, the 

contents of the education have been supplemented so 
that participants can practice case conceptualization and 
play therapy goal setting and progress evaluation.

Addition of educational content from session 6 to 9.
 - Based on the results of development evaluation 

in the cases of participants, a task to apply case 
conceptualization and play therapy goal setting is 
presented.

 - Group Supervision adds educational content that utilizes 
the interpretation of evaluation results for parental 
counseling based on learner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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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반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기 위한 협력과 변화

온라인 기반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 실행에서 나타난 협력과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2개의 상위 주제와 5개의 하위주제

로 범주화하였고 Table 7에 제시하였다. 

살아나게-살아나고

참여자들은 놀이치료 임상 경력이 풍부한 실천가이지만, 교육 

장면에서는 수동적인 태도가 익숙하고 편했다. 본 프로그램의 

학습자 중심 교육환경은 참여자에게 부담감을 주었고, 참여자

도 연구자도 경력자이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보여서 부끄러웠

다. 답이 아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돌

아보았고, 부족함만이 아니라 놀이치료자로서 잘 하고 있었던 

기능도 알아차리게 된다. 유능감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배움의 

주인공으로 살아나고 있었다.

눈치보기 “초보자가 아닌데….”   본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공

통적으로 아동심리치료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놀이치료 경

력 6-7년의 숙련자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놀이

치료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 대한 참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즉, 참여자들 모두 학습동기와 관

심이 높은 편이었고, 사전모임 때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에 대한 요구도 다양하였다. 이러한 참여자의 학문적, 경력수

준과 능동적 학습태도를 고려해 볼 때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은 

질문과 토의라고 판단하여 계획, 실행하였다.

그러나 연구자의 질문에 참여자들은 침묵하였고, “선생님

들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라는 언급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

었다. 참여자는 지도를 받기 위해 치료 동영상 올리는 것을 긴

장하였다. 영상은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경력 치

료자로서 부족함이 보일까봐 불편했다. 연구자도 참여자들의 

눈치를 보며 긴장했다. 숙련자 집단에서는 질문과 토의 방식

이 교육 효과를 높여준다는 이론과 다른 현장에 당황했다. 참

여자와 마찬가지로 연구자 또한, 교육자로서 부족한 역량이 

Table 5
Major Action in the Second Implementation Process 

Efforts to reflect on the 
participant needs

Problem recognition (Reflection), 
requirements of participants

Alternatives
(Replan) Concrete execution

Observe during 
execution and recognize 
problems

Parenting, overwork, etc.
 - Neglect of Pre-class work
 - Late on video conference time

Limitations of non-face-to-face 
education
 - Difficulty in concentrating

Instructor’s 
encouragement 
and support

Using group chat
 - Saying hello and attempting conversation even on 

days when there are no video conference.
 - Conversation on various topics among participants 

so that they can feel closer to each other.
 - Adjust the schedule to continue the pre-class task.

Listening to and 
reflecting participants’ 
demands regarding 
the education method 
related to floortime

Difficulty understanding 
floortime techniques in just two 
sessions.

Education session 
and content 
added

1 additional session from the previous 4-5 sessions
 - Modified by changing to 3rd session 4th session 

education content added.
 - Floor-time developmental tasks state and 

cognitive/language/self-sense development theory 
were added.

Listening to and 
reflecting on the 
participants’ requests for 
the educational content 
related to floortime

Participants were using theraplay 
more, bu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raplay and floortime.

Lack of understanding of an 
eclectic approach to theraplay 
and floortime.

Add education 
content

6th session education content added
 - Complementing educational content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raplay and floortime 
techniques.

 - Additional discussion time is provided to discuss 
the eclectic approach to theraplay and floortime 
along with specific examples.

Addition of education content for session 7-9
 - Added feedback on eclectic approaches through 

learner’s treatm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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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osition of the Final Program

Session Learning objectives Planned program content
Online-based teaching-learning activities

(Flip learning class procedure model)
1 The diagnostic 

criteria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n 
be defined and 
classified.

Understanding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Diagnostic criteria and 

type of characteristics for 
autism disorders, intellectual 
disability, developmental 
delay

[Pre-class: Utilizing cloud]
• Pre-class: Prerequisite learning
• Pre-class assignments: (Question or discussion) Note 
[In-class: Utilizing video conferencing] 
• Team activity: Brainstorming 
• Core summary lecture 
[Post-class: Utilizing community]
• Post a question

2-3 Learn how to assess 
the development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can interpret the 
results.

Understanding developmental 
evaluation and interpreting 
results
 - How to conduct 

developmental 
evaluation(PEP-R, CARS, 
SMS, sensory profile scale)

 - Interpretation of 
developmental evaluation 
results

 - Development theory 
(Development states)

 - Sensory integration 
development

 

[Pre-class: Utilizing cloud]
• Pre-class: Learning the developmental evaluation manual data and the 

instructor's development evaluation demonstration video 
• Pre-class assignments: Scoring practice cases with demonstration videos
[In-class: Utilizing video conferencing] 
• Team discussion: Collaborative learning through cross-checking between 

instructors and learners based on pre-class tasks
• Core summary lecture
 - A summary lecture on development theory (state of development) based on 

development evaluation cases
[Post-class: Utilizing community]
• Post a question
[Pre-class: Utilizing cloud]
• Pre-class: Instructor's developmental evaluation case data and manual learning
• Pre-class evaluation: Conceptualizing the case as a practice case (memo)
[In-class: Utilizing video conferencing] 
• Team discussion: Collaborative learning through cross-checking between 

instructors and learners based on pre-class tasks
• Core summary lecture: 
 - Case conceptualization, play therapy goal setting, and progress evaluation 

summary lecture based on development evaluation results
 - Summary of sensory integration development based on developmental 

evaluation results   
[Post-class: Utilizing cloud]
• Individual (learning) reflection journal for sessions 1-3

4-6 Floortime 
technique can 
be applied to the 
play therapy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Understanding floor-time 
techniques
 - Cognitive/language/sense of 

self development theory and 
developmental tasks 

 - Floor time technique 
according to development 
tasks

 - An eclectic approach to 
theraplay and floor-time   

[Pre-class: Utilizing cloud]
• Pre-class: Floortime lecture plan and instructor’s floortime demonstration video 

learning 
• Pre-class evaluation: Find the floortime technique in the demonstration video 

and take a note
[In-class: Utilizing video conferencing] 
• Team discussion: Discussion between instructors and learners based on pre-class 

assignments
• Core summary lecture
[Post-class: Utilizing cloud] 
• Individual (learning) reflection journal for sessions 4-6

7-9 It is possible to 
apply and analyze 
developmental 
evaluation 
and floor-time 
techniques to cases 
of play therapy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alysis of cases of play 
therapy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Floor-time technique 
 - An eclectic approach to 

theraplay and floor time

[Pre-class: Utilizing cloud]
• Pre-class: Case presentation data summary/presentation data pre-class
• Pre-class evaluation: Conceptualization of cases and setting goals for play therapy 

based on the results of development evaluation in the cases of participants (notes)
[In-class: Utilizing video conferencing] 
• Case presentation (including presenter's analysis opinion)
• Team discussion: Peer feedback  
• Core summary lecture
 - Professor feedback
[Post-class: Utilizing cloud] 
• Individual (learning) reflection journal for sessions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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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진 않을까 하는 걱정에 질문을 망설였다.

오늘 강의는 말도 더 빠르게 하게 되고 텀을 주지 않고 빨

리 설명을 끝내려 하는 점이 있었다. 질문도 잘 안하고, 내

가 다 설명하려고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 이유

는 숙련가 집단이라서..학부생 수업하듯 하는 방식(질문-

토의)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움도 있다. 

말이 없을 때.. 순간..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교수자가) 

질문을 한다는 게 가르치려고 창피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

만 숙련자들에겐 초보자보다 더 많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는 생각도 들었다.  

(연구자 노트[2])

경력자들이라는 대상의 특징이 나를 보다 긴장하게 만든

다. 예비놀이치료자와 학부생들 위주의 교육을 오랜 시간 

해왔더니.. 나도 모르게 해이해진 게 아닌가 싶다 –중략- 2

차시 교육할 때 질문과 대답을 망설이게 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틀린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중략- 

아직도, “교수자로서 다 알아야 한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

는거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긴 참 힘든 것 같다.  

[연구자 노트(1)] 

알아차리기 “알고는 있는데….”    연구자가 본 프로그램을 실

행하면서 연구자와 참여자 간 협력을 위한 방법으로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한 것은 질문과 대화였다. 연구자는 숙련자 집단

에 대한 긴장도, 걱정도 많았지만 어떠한 질문을 통해 참여자

들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했다. 토의 시

간에 질문을 하고 참여자들의 대답에 다시 묻기를 반복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연구자의 질문이 최대한 열린 형태가 되

도록 애썼다.

연구자 : 언어성 인지 평가는 이제 이해하시죠? 그러면 동작

성 인지 평가는 무엇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세요? 

참여자① : 어떠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본인이 스스로 구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 : 외부 자극을 변별하는 능력인가요?

참여자① : 이제 어떠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음..

참여자③ : 자극을 분류하고, 구분하고 처리하는 능력?

연구자 : 아∼ 그렇다면 언어성 인지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② : 언어성 인지는 언어로 말을 해야 하는데.. 동작성 

인지는 말을 안 해도 행동을 할 수 있는...

연구자 : 네~ 그러면 말을 안 해도 행동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여자② : 무엇을 분류하거나...

참여자④ : 약간 눈치로...

참여자① : 인지적인 부분들?

연구자 : 어떤 인지 영역으로 예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참여자③ : 공간 지각력?

연구자 : 네∼! 공간 지각력이 있죠~ 공간 지각력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볼까요? 또, 어떤 영역이 있

을까요? 

- 프로그램 3회기 중 -  

또한, 핵심요약강의 단계에서 참여자들의 답변이 회기 주제의 

교육내용과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사례분석이 이론으

로, 이론적 근거가 다시 사례적용으로 ‘연결-통합’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는 때때로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이를 통해 참여

자들은 질문을 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갔다. 본인에게 부족

한 점도 발견했지만 이야기를 하다보니 내가 은근히 했던 게 

많았던 것도 알아차렸다.

연구자 : 음.. 동영상에서 치료자도 언급을 하던데요? “너

가 무서워했는데 했네” 하는 반응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여자① : 그쵸.. 그거를(웃음). 이번 회기에 음.. 그러니

까 아이가 감통(감각통합치료)에서 전정감각 

통합이 대폭 좋아졌다, 편해졌단 이야기를 들

었어요. 그 때 한번 했는데 좋아해서 그걸 계

속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부

분을 덜 무서워 하나보다 했었던거죠. 이번 

동영상에서 나온 비행기놀이 같은 경우는 초

Table 7
Cooperation and Change to Create an Online-Based Play Therapy 
Training Program 

Top Topic Sub-Topic
Come alive
Come alive

Notice, “I’m not a beginner...”
Be aware, “I know but…”

Alive-alive
Alive-alive
Alive-alive

“LAN cable” colleagues 
Learning “with my own”
Learning “in my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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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못했어요. 하려고 시도는 했다가 바로 

벗어나서 못했거든요.

연구자 : 그러네요. 그런 변화가 있었네요?

참여자① : 그거 변화네요(웃음) 그건 변화죠.. -중략- 하

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이렇게 변했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놀이에서 개입하

고 상호작용해서 변화된 거라고 느껴지지 않

았던 거였어요.  

- 프로그램 7회기 중 -

참여자들은 질문과 대화를 통해 경험상으로 많이 알음알음 알

았던 조각들을 맞춰 나갔고, 참여자들은 오랜 시간 실천가로

서 쌓아온 경험으로 이해한 부분들을 통합하고 심화시킬 수 

있었다.

매번 선생님의 열정에 학생인 제가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 부담감이 느껴지지만 수요일 밤 11시가 기다려지는 

것은 임상적으로 알게 된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1-3회기 성찰일지 [참여자②])]

그동안 경험과 관찰에만 의존해 파악해 왔던 발달장애 아

동들이 갖는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

료들을 토대로 이해하며, 이를 치료적 목표와 연결시키는 

사례개념화를 배울 수 있었던 점이 의미 있었다. 

(1-3회 성찰일지[참여자①])

치료를 하다보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가’에서 항상 혼란스러웠는데 -중략- 치료장면에 적용하

는 것이 훨씬 편해진 것 같다.

(4-6회기 성찰일지[참여자①])

참여자③ : -중략-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앞으

로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하였는지는, 

좀 목표가 분명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니

까 자기감 이론이 중요하고 그런 생각은 했는

데 이런 하나하나의 (치료)과정이 이런 자기

감 발달이나 친밀감을 형성하고 앞으로 발달

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까지는, 그러한 개

념을 가지고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통합적

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참여자① : 그 것(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슈퍼비전 받았던 

사례를 이해를 하니까, 이론을 가지고서도 이

해를 하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니

까 어떻게 해서 접근해야 할지를 감을 잡게 됐

던 것 같아요.　

참여자② : 그래서 경험상으로 많이 알음알음 알았던 거

를 이 시간에 좀 더 체계화가 되었어요.

- 사후 인터뷰 중 -

살아있게-살아있음

참여자들은 모든 일과 육아를 끝내고 집에서 교육 참여가 가

능한 본 프로그램의 방식을 강점으로 꼽았지만, 대면교육에서

처럼 원활한 상호교류와 협력은 쉽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점

을 극복하고자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온라인 학습에서 배움의 

주인공으로 살아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시도했다.

랜선에서 만난 참여자들은 서로를 알아나가고 격려하며 친

밀감이 늘어갔다. 온라인 학습을 통해 주도적인 참여가 가능

했고, 연구자의 개입 없이도 참여자들 간 토의가 길게 이어졌

다. 참여자들은 배움의 주인공으로 살아있으며, 함께 하고 있

었다.

랜선 동료   초반에는 연구자와 참여자 모두 화상회의 시스템

이 익숙하지 않았기에 접속을 시작하는 것부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이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했다. 통신상의 문제로 잦

은 끊김과 주의집중 지속시간이 짧은 제한점도 있었다. 또한, 

정서적인 교류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화상회의는 

학습자들의 반응을 민감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PC화면에 

얼굴이 보이고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지만 대면수업과 다르게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 벽이 가로막혀 있는 답답함을 준다. 

연구자는 화상회의 때 수시로 참여자들의 반응을 살피며 이름

을 부르거나 말을 걸었다.

연구자 : 그리고 이해가 안되는 게 있다면 중간에 질문해

주셔도 돼요. 아무래도 이게 화상이라 같이 있으

면 반응을 봐가면서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 바로바로 해주셔도 좋고, 

이해 안가면 바로바로 이렇게 하트 날려주셔도 

좋아요. 

-중략-

연구자 : 제가 인지발달, 감각운동기 단계를 설명한 내용

과 자기감 발달 단계와 연결이 되시나요?

참여자④ : (손으로 오케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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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⑤ : (손으로 오케이 표시)

연구자 : 감사합니다. 반응해주셔서(웃음) (모두가 함께 웃음) 

   - 프로그램 4회기 중 -

참여자가 먼저 “우리만의 수신호”를 만들어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기도 하고, 자다 깬 아이가 인사를 하

고 영상화면 안에 가족들이 지나가거나 말을 거는 모습이 그

대로 나타나서 다 같이 웃기도 하는 등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함께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연구자는 화상회의 시간 외에

도 커뮤니티와 그룹 채팅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대화를 시

도하였다. 참여자들은 상대방의 치료적 견해와 방식을 존중하

며 놀이치료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나누었다. “이젠 초

보자도 아닌데 이런 걸 모르면 안 되는데….”하며 자책하던 참

여자는 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도 받았다. 서로 지지하

고 협력하게 된 참여자들은 화상회의 일정인 “수요일 밤 11시

를 기다렸다.”

배움을 ‘내 걸로’

참여자③ : 교재가 아니라 클라우드에 올리고 하니까 저

는 출퇴근 시간이 좀 더 길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오며가며 볼 수 있어서 시간적인 효율성이 

있었던 것 같고...

연구자 : 아, 그러셨구나...

참여자③ : 네. 그런 형식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참여자④ : 맞아 맞아, 나도 이동하면서 봤어요.

참여자⑤ : 다들 시간 쪼개서 쓰고 있었네요(웃음).

    - 프로그램 6회기 중 -

참여자② : 개인적으로 일하고 뭐 뭐,, 할 일 막 이렇게 하면

서 봐야하니까 부담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는

데, 그 과제 정도가 너무 많았다거나 그러진 않

았던 것 같아요. 이 정도 과제는 했었어야 한다

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이거를 같이 

봤으면 더 사례를 더 못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집에서 보고 또 필요한 부분 돌려보고 이

렇게 하거나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 더 읽고 이

렇게 하니까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하고 들어가니

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지, 사실 

그 자리에서 보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라고 했

으면 이렇게 이야기 못했을 것 같아요.

     - 사후 인터뷰 중 -

참여자들은 온라인 사전학습을 하고 사전학습 과제를 준비했

다. 이로 인해 부담을 갖는 참여자도 있었지만 과제를 미리 해

야 본 학습 때 적극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고, 토의에 참여함으

로써 배움을 내 걸로 만들 수 있었다. 또한 화상회의 시간에 아

이가 깨는 돌발상황으로 부분적으로만 참여했을 경우,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다시 재생해서 보는 등 주도적으로 학습관리

를 수행할 수 있었다. 배우기는 했으나 익히지 못하면 교육을 

통해 습득한 기법과 확장된 지식이 자신의 것은 되지 못한다. 

제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해 보면서 익히는, 소화시키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내 생각으로’ 배움을   회기가 지날수록 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질문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고 참여자들 

간 피드백이 길어졌다. 특히, 집단 슈퍼비전 회기에서 연구자

는 발표자에게 논의하고 싶은 주제를 미리 준비하게 하고, 논

의 사항에 대해 연구자가 피드백을 주기 이전에 참여자들이 

토의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참여자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나

의 내담아동이 아닌데, 마치 내가 치료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보다 효과적인 치료적 개입에 대해 함께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였다.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내 생각을 나누었고, 지식은 모두의 

생각과 생각이 모여 새롭게 구성되어 나가고 있었다. “학생의 

배움은 텍스트로 고정된 사실, 단일한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그 텍스트를 다른 텍스트와 컨텍스트 사이에서 견

주어 선택하고 배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Geon, 

2014)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던 부분에서 새

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다른 시각도 알게 되어 제 자신이 

주의가 환기되는 느낌을 받았다.

(4-6회기 성찰일지[참여자①])

자신의 의견을 활발하게 공유하게 되는 것 같음. 또한 나

의 의견에 대해 바로 피드백 받을 수 있어서 좋았음.

(4-6회기 성찰일지[참여자④])

참여자③ : 기존 집단 슈퍼비전 했을 때, 사실 같이 하시는 

분들은.. 코멘트를 들어본 적이 없고.. 슈퍼바

이저 분께서 하시는 거지 슈퍼바이지가 얘기

를 하지는 않았어요.

연구자 : 그럼 (이번에는) 어땠던 것 같아요? 

참여자② : 저는 하면서 되게 다각적으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니까 선생님(연구자)뿐만 아니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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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선생님들도 가지고 계시는 치료의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제가 되게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데 

그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나를 되게 다독여주고 계시구나(웃음)

-중략-

참여자⑤ : 내 사례 같고, 친숙하고 더 내 사례 같은 느낌

이.. 일치감이 들어서 ‘아, 내 사례에서.. 그래,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이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

도 들었어요. 

- 사후 인터뷰 중 -

Discussion

본 연구는 숙련 놀이치료자들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경

청하고 소통하며, 연구자와 참여자가 함께 온라인 기반 놀이

치료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연구자-참여자’

의 협력과 변화양상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행과정을 분석해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숙련 놀이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기반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의 강점을 

강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선방향을 도출 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첫째, 본 연구는 기존 놀이치료 

교육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비대면 방식의 프로그

램으로 플립러닝 교수학습활동을 적용하였고, 이는 본 프로그

램의 강점으로 나타났다. 즉, 플립러닝 수업 모형은 비대면 상

황에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었고 학습

자의 능동적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본 연구의 실행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가 사전학습을 개

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동영상을 만들었고 사전

학습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학습에서는 참여자의 개별학습

을 통해 얻게 된 생각과 질문으로 토의를 진행하였으며 토의

가 끝난 후에는 참여자 간 대화의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주제

와 이론적 지식을 연결한 연구자의 요약 강의로 마무리하였

다. 사후학습 단계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채팅방을 통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훈련과정을 통해 본 연구 

참여자들은 배움(學)을 내 걸로, 내 생각으로 배움(學)을 익히

고(習) 있었다. 플립러닝 수업 모형은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협

력이 중요하며 이러한 상호호혜적 관계성이 참여자들의 지속

적인 참여와 학습몰입(K. Y. Lim, Jin, Kim, & Jo, 2016)에 영향

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플립러닝 모형의 본 학습 단계는 학습

자들의 능동적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교수자의 사전 계획과 

피드백 전략이 중요하다(Im, Kang, Lee, & You, 2016; Y. Kim, 

2016; K. Park, Song, & Jo, 2019).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는 화

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더라도 상호작용이 제한적이기 때문

에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협력성향과 관계성을 높이기 위한 노

력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 온라인 기반 교육환경에서 플립러

닝 모형을 적용할 때는 교수자가 지속적으로 학습자들의 활동

을 관찰하고 점검하며, 피드백을 주는 다양한 전략들이 포함

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회기 초반의 수동적인 태도에서 점

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변화하며 생기를 되찾아갔다. 

앎을 허물고 다시 짓는 공부 즉, 허물기 공부를 통한 변화였다. 

참여자와 연구자가 모두 갈등과 위축을 경험했듯이 허물기 공

부는 고통이 수반된다. 새로운 질문이 생기고 공부를 하면 할

수록 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괴롭다. 하지만 놀이치

료 실천가는 현장에서 매 순간 판단을 해야하기 때문에 참여

자들이 놀이치료 현장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도움을 주어야 

했다. 즉,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했다. 배움(學)은 누군

가 도와줄 수 있지만 익힘(習)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체득(體得)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한 채 

전문가로서 성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M. Cho (2018)의 연구결

과, 숙련 놀이치료자로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민은 자신만의 

고유한 상담방식, 성장 욕구 충족과 놀이치료자로서 정체성임

을 발견하였고 이를 위해 숙련 놀이치료자들은 성찰 중심의 

교육과정과 슈퍼비전이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숙련 놀이치

료자는 치료경력과 함께 쌓인 실천적 지식으로 아동의 놀이를 

이해하는 역량이 향상되고, 놀이치료 효과를 더 자주 경험하

면서 소진을 회복한 결과(Ryu, 2020) 또한, 본 연구결과를 뒷

받침해준다.

초보 놀이치료자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M. Cho, 

2018)이기 때문에 쌓기 공부가 필요하다. 즉, 전문적 지식을 

쌓아가는 공부를 하면서 질문이 해결되고 의문이 해소된다. 

반면, 숙련 놀이치료자들은 현장에서 경험으로 터득한 앎과 

책 또는 교육으로 습득한 앎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었으

며, 연결과 적용을 통해 익히는(習)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

었다. 그동안 놀이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는 컸으나 쌓기 공부로는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수퍼

바이지의 발달에 따른 욕구와 준비에 맞게 상담 수퍼비전의 

도움 정도와 우선순위가 달라야 함을 강조한 연구결과(Bang, 

2006; H. J. Shin, 2018)와도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온라인 기반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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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비대면 방식의 한계점이 드러났고, 본 연구는 이를 보완

하기 위한 반성-계획-실행의 순환을 이어갔다. 온라인 동영상 

학습과 화상회의를 통한 실시간 강의에서 참여자들은 주의집

중을 지속하는데 어려워했다. 이는 참여자의 학습 동기를 약

화시켰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했다. 연구자는 참

여자가 온라인 수업에서 배움의 주인공으로 살아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커뮤니티와 그룹채팅방을 통해 끊임없이 대화

를 시도하였다. 참여자들은 놀이치료 현장에서 삶과 치료자로

서의 고충을 공유하면서 친밀감을 쌓았다. 이 과정에서 집단 

보편성(Yalom & Molyn, 2008)을 경험하였고 참여자들이 고

립된 환경에서 느끼는 불안함과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고 있음을 느끼는

데서 오는 실재감 즉,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사람이 소통을 하

는 대상과의 존재에 대해 느끼는 정도인 사회적 실재감(Steuer, 

1992)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실재감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기

본적 요소로 작용하는데, 특히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강조되

고 있다(Garrison, Anderson, & Archer, 2001). e-Learning 환경은 

학습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실재감

을 향상하기 위한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높은 사회적 실

재감을 보인 학생들은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수자에

게 피드백을 요청한 반면 낮은 사회적 실재감을 보인 학생들

은 요청되는 질문에만 답변하였고 수업에 흥미를 잃어 만족하

지 못하는 경향이 높았다(J. J. Kim & Lim, 2010). 또한, 학습자

들 간 관계와 유대감은 학습몰입을 높여주고 학업성취에 영향

을 미치는 심리적·정의적 영역이며(S. Kwon, 2011), 공동의 학

습목표가 주어졌을 때 사회적 실재감이 형성되고 토론 과정이 

이를 촉진한다는 연구결과(M. Kang & Kim, 2006)와 맥을 같

이한다. 다시 말해, 온라인 기반 훈련 프로그램에서 교수자는 

사회적 실재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학습활동 계획과 실천

이 필요하며, 이는 참여자들의 학습 성과로 이어지는 요인임

을 시사하는 바이다. 상담 슈퍼비전은 수퍼바이저와 수퍼바이

지의 관계기반을 통해 사례에 집중해서 이루어지는 형태로 질

을 관리하고 수퍼바이지의 유능감을 촉진시키며 수퍼바이지

의 작업을 효과적으로 돕는 기능임(Bernard & Goodyear, 2014)

을 강조한 바와 같이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 만족스럽고 안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

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자와 참여자 간 협력을 위한 지속적인 질문과 대

화는 참여자에게 낯설고, 부담스럽고, 불편했지만 학습의 주체

자로 살아나게, 살아있게 할 수 있었다. 회기를 거듭할수록 참

여자들은 배움의 주인공으로 살아나고, 살아있었다. 초반 회

기에서 참여자들이 눈치를 살피고, 침묵했던 모습은 상하 관계

에 처한 수퍼바이지의 모습(Chang, 2004; Sohn, 2005; Ladany, 

Friedlander, & Nelson, 2005; West & Clark, 2004)과 일치한다. 

질문과 대화를 통한 협력은 참여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는 안전함으로 이어졌고, 참여자도 연구자도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다시 말해 치료자로서, 교육자로서 부족

함을 마주하는 용기를 냈기 때문에 논의가 가능했고 피드백을 

나눌 수 있었다. 이는 연구자의 성찰에서도 드러났다. “숙련자 

집단이라 더 부담스러웠지만 내가 open하자 오히려 더 편해졌

다. 함께 나눠보자고 했고 모델링이 아닌, 논의하고자 하는 목

적으로 오픈하였다. 더 나은 방법, 더 효과적인 치료활동 또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었다(연구자 노트 4).”

연구자는 진리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갈등은 필수이기에 견

뎌줘야 한다는 것과 내가 가르침의 과정에서 받은 고통은 나

의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Palmer, 2005/2005) 즉, 성장통임

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흥미롭게도 참여자도 자신의 부족함

을 마주하고 난 후 오히려 치료자로서 잘 기능하고 있었던 자

신을 보며 자신감이 생겼다. 이러한 결과는 수퍼바이지가 하

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지나친 비판이나 평

가적 태도를 취하지 않으며, 수퍼바이지를 존중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좋은 슈퍼비전이라는 연구(Soh 

& Chang, 2014)와 수퍼바이지가 슈퍼비전 경험에 대해서 개

방하도록 격려해야 한다(Bang, 2006)는 연구결과와도 일맥상

통한다. 또한, 숙련 상담자는 슈퍼바이저의 피드백도 중요하

지만 자신의 생각도 슈퍼바이저와 주고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H. J. Shin, 

2018)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아동 놀이치료 교육은 숙련 놀이치료

자의 발달장애아동 평가와 사례 분석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 인접학문 분야인 인지 및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이론

을 교육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이론

과 실제의 통합적 접근 또한 중요한데 예를 들면, 연구자는 반

성과 개선 그리고 실행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발

달평가 결과 해석-사례개념화-놀이치료 목표설정-진보평가-

부모상담’이 통합된 강의와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

로 놀이치료기법은 다양한 기법의 절충적 접근에 대한 슈퍼비

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숙련자 집단을 대상

으로 하는 발달장애아동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하는 요소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숙련 놀이치료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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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달장애아동 놀이치료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는 점

과 훈련 내용 및 운영 과정에서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상호소

통을 통한 지속적인 협력과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 온라인 학습 환경의 강점과 한계점을 발

견하면서 대안과 실행을 통해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블렌디

드 이러닝 수업 모형을 계획하고 있는 대학 교과목 또는 온라

인 기반 놀이치료 교육 및 슈퍼비전 운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에서 미래

사회에 필요한 대안 교육으로 온라인 수업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동학 실천 현장인 아동상담 분야

에서 온라인 기반 훈련 모형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신뢰와 수평적 관계형성을 기반으

로 한 협력이 숙련 놀이치료자가 배움과 현장의 주체자로 이

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숙련 놀이치료자의 슈퍼비

전, 지도감독, 훈련 프로그램을 상호적 모델로 심화시키고자 

하는 전문가, 연구자, 교수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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