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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1

∙ 응급 구조사 ∙
위급한 사람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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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한 사람을 구하라!

1

프로그램 개요 및 제작 의도
이 프로그램은 학년 학기 과학 단원 날씨와 우리 생활 의 학습 내용과 학년 학기

도덕 단원 생명을 존중해요 의 학습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응급구조사 진로
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위급한 상황
에 대해 시나리오를 작성해 역할극을 해보고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을 이해하며 자신이
가진 강･약점과 길러야 할 능력을 생각하며 진로탐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
다 응급구조사의 여러 전문 분야를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응급구조사가 하는 대표
적인 일들을 다루게 되며 본 차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응급구조사가 되어 탐
구하는 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

학습 목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는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역할극을 할 수 있다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을 알고 필요한 역량을 탐색해본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진로탐색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3

STEAM 요소
과학

• 다양한 상황에 따른 위험요소 파악하기

기술

• 응급처치법 활용하기

공학

• 역할극 꾸미기
• 위급한 상황이 펼쳐지는 시나리오 작성하기 및 역할극 시연하기

예술

• 역할극 소품 만들기
• 역할극 소감문 작성하기
• 응급구조사 마크 디자인하기

초등 3~4학년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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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계 교과 및 단원
• 과학

학년 학기 과학

날씨와 우리 생활

• 도덕

학년 학기 도덕

생명을 존중해요

5
STEAM
준거(틀)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진로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10‘

 문제 상황

1차시 (40분)
상황

꿈꾸기

제시

◉ 초강력 태풍 하이옌 기사 탐색

을 자신의 문

• 필리핀에서 발생한 하이옌 태풍 피해 기사를 보고 도와
줄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기

제로 받아들이

 꿈꾸기 1

고 문제를 해

- 날씨로 인한 피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결하고자 하는

-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마음을 다지도
록 한다.

• 119 구조대원들의 구조 모습을 보고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기

 필리핀 태

 꿈꾸기

풍 하이옌 동

-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영상, 119 구

- 첫 번째 상황은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에서 사람을 구

조대원

출하는 119 구조대원들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
한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두 번째 상황은 부서진 건물조각 사이에서 사람을 구
출하는 119 구조대원들의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필요
한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위급한 상황 역할극 만들기
- 우리 주변에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 도움의 손길을 기
창의적

꿈

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와주는 역

설계

키우기

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응급처치
방법을 활용해 위급한 현장에서 도움을 주고 받는 역할
극을 만들어 봅시다.
• 조별로 응급한 상황을 설정하고 이에 어울리는 응급처
치법 적용하기  꿈 키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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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모습 동영상

30‘

STEAM
준거(틀)

진로단계

교수・학습 활동

창의적

꿈

-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위급한 상황을 설정해 봅시다.

 위급한 상

설계

키우기

예시 상황 1) 밤에 자는 중에 집에 불이 난 상황

황은

시간
(분)

아니더라도 다

예시 상황 3) 물놀이를 하다가 동생이 물에 빠진 상황

른 상황을 설

-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응급처치 활동을 실제로 적용해

정할 수 있다.

봅시다.
 꿈 키

 응급처치법

우기
-

예시로

제시된 상황이

예시 상황 2) 갑자기 할머니께서 쓰러지신 상황

• 설정한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과 역할 정하기

자료() 및
유의점()

은 학습안내자

상황에 어울리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각 조에서 역할

료를

참고할

수 있다.

을 나눠봅시다.
• 상황에 맞는 등장인물의 역할과 대사를 생각하며 시나
리오 작성하기  꿈 키우기
- 등장인물의 역할과 대사를 생각하며 상황에 어울리는
시나리오를 작성해 봅시다.
2차시(40분)
창의적
설계

꿈
키우기

• 역할극 시연에 필요한 등장인물 명찰 및 소품 준비하기

40‘

등장인물

명찰 및 역할

 꿈 키우기

극 소품

- 역할극에 필요한 소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등장인물의

 시나리오를

명찰과 소품을 준비해 봅시다.

작성하고 역할

• 작성한 시나리오와 준비된 소품을 이용하여 조별로 역
할극을 시연하기



극을 할 때 활

 꿈 키우기

동에 너무 몰입

- 위급한 상황의 분위기를 살려 역할극을 시연해 봅시다.

해 위기 상황이

-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이해하고 특징을 살려 역할

희극화되지 않

극에 참여합니다.

도록 주의한다.
 교실 상황
에 따라 역할

※ 본 수업에서 추구하는 것은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을 모
의적으로 체험해 보는 것으로 응급처치를 완벽하게 재현할
필요는 없다.

극 연습시간을
따로 줄 수 있
다.

3차시(40분)
감성적

꿈

체험

펼치기

◉ 역할극 소감문 작성

20‘

• 조별로 만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역할극을 해보며 각
자 맡은 역할에 대해 소감문 작성하기  꿈 펼치기
- 역할극을 통해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 위급한 상황 역할극을 통해 느낀 점을 소감문으로 작
성해 봅시다.

초등 3~4학년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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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준거(틀)

진로단계

진로

꿈

설계

다지기

교수・학습 활동
◉ 응급구조사에 대한 탐색
• 응급구조사에 대한 기사글 및 인터뷰를 보며 응급구조
사의 역할 알아보기

 꿈 다지기 1

- 응급구조사 인터뷰를 통해 응급구조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응급구조사가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

자료() 및
유의점()


역할극을

통해

느꼈던

즐거움과
께

함

응급구조

사의

역할이

나 사명에 대
해 생각해 보

- 응급구조사는 주로 어디서 근무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

도록 한다.

울리나요?



- 응급구조사의 어려움과 보람은 어떤 것일까요?

사 동영상, 색

- 응급구조사에게 필요한 기술과 능력, 태도에는 어떤 것
이 있을까요?
• 응급구조사 마크 디자인하기  꿈 다지기 2
- 미래에 응급구조사가 되어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
했다고 가정하고 자격증 안에 들어갈 나만의 응급구조
사 마크를 디자인해 봅시다.
※ 훌륭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만이 아니라,
바른 인성과 태도가 겸비되어야 함을 지도한다. 특히 응급구
조사는 사명감이 중요한 직업임을 알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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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분)

응급구조

연필 및 싸인
펜


응급구조

사 마크 디자
인하기는
업진행

수
상황

에 따라 생략
할 수 있다.

6

평가 계획

평가 영역
지식과 내용

기능 및 기술

정의적 측면

의사소통

평가 내용

평가 방법

• 날씨로 인한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가?

수행 평가

•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는가?
• 위급한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역할극으로 시연하였는가?

산출물 평가

• 상황에 맞는 역할과 응급처치법을 적용하였는가?

관찰 평가

• 활동 과정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관찰 평가

•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는가?

활동지 평가

• 토의 및 탐구 활동 시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활동에 참여하
였는가?

관찰 평가

초등 3~4학년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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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관련 단원에서 배운 내
용을 언급하며 응급구
조사와 관련된 앞으로
의 활동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 보충자료
응급구조사는 병원 내
혹은 병원 외에서 응급
처치의 업무에 종사하
고 있는 사람으로 소방
공무원(구급대),

해양경

찰, 교정직 공무원, 응
급실, 수술방, 병동, 산
업체 응급구조사 등으
로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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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날씨로 인한 피해상황
중 태풍의 피해상황에
대한 기사문 및 동영상
을 보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
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
록 한다.
▶ 보충자료
<필리핀 태풍 하이옌
동영상>
http://www.mgoon.co
m/view.htm?id=554790
1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현장 동영상>
http://www.youtube.co
m/watch?v=SgI0X9Skk
p8
<필리핀 태풍 하이옌
피해현장 사진자료>
http://www.voakorea.c
om/media/photogaller
y/typhoon-haiyan-phili
ppines/1788133.html
▶ 생각 쑥쑥
 농작물이 넘어지고 간
판이 넘어진다. 사람들
이 다치거나 죽기도 한
다. 우리가 사는 집이
나 건물들이 부서진다.
등
 구호물품을 보내준다.
성금모금을 해서 도와
준다. 구호단체를 통해
도움을 준다. 등

초등 3~4학년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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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119 구조 대원들의 구
조 사진 및 동영상을
보며 피해상황에서 도
움을 주는 사람들의 역
할에 대해 생각해 보도
록 한다.
▶ 보충자료
<119

대원들의

구조

동영상>
1. http://www.mgoon.
com/view.htm?id=4
309619
2. http://news.naver.c
om/main/read.nhn?
mode=LPOD&mid=
tvh&oid=056&aid=0
000007514
3. http://news.naver.c
om/main/read.nhn?
mode=LPOD&mid=
tvh&oid=057&aid=0
000201873
4. http://channel.pand
ora.tv/channel/video
.ptv?c1=05&ch_use
rid=hyonistr&prgid=
46931701&ref=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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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1. 조별로 위급한 상황
을 설정하고 역할극으로
만들어

보는

활동이다.

여기서는 도와주는 사람
들의 역할, 활동에 초점
을 맞출 수 있도록 지도
한다.
2.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실제로 응급처치 활동을
넣어 응급구조사의 역할
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본 수업에
서 추구하는 것은 응급구
조사가 하는 일을 모의적
으로 체험해 보는 것으로
응급처치를 완벽하게 재
현할 필요는 없다.
3.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역할극을 할 때 활동에
너무 몰입해 위기 상황
이

희극화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보충자료
응급처치법은

학습안내

자료로 첨부

초등 3~4학년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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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자료
<생활속의 응급처치>
http://blog.naver.com/s
eobu119/3017654059
2
<위급한 상황과 응급
처치-심폐소생술>
http://cafe.naver.com/h
mlab/11606
http://mvpcouple.blog.
me/120196138981
<위급한 상황과 응급
처치-벌에 쏘였을 때>
http://tvcast.naver.com/
v/17041
http://mvpcouple.blog.
me/120196138981
<위급한 상황과 응급
처치-저체온증>
http://tvcast.naver.com/
v/32393
<잘못 알고 있는 응급
처치 상식>
http://tvcast.naver.com/
v/1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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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역할극을 통해 느꼈던
즐거움과 함께 응급구조
사의 역할이나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
다.
▶ 보충자료
<중앙119구조단

‘최고

의 구조역량을 가진 소
방의 최정예 특수구조대
원’ 비전선포>
http://tv.fnnews.com/cont
rol?ra=SecView_01A&op=
SECVIEWSEL&cont_idx=1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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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1.

진로설계

부분은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
을 바탕으로 응급구조
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가는 단
계이다.
2. 동영상 자료 및 관
련 글을 통해 놀이 치
료사가 하는 일을 이
해하게 한다.
3. 학생들이 응급구조
사에 대해 관심과 긍
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유도한다.
4. 응급구조사의 역할
과 사명감에 대해 이
해하도록 한다.
▶ 보충자료
<응급구조사 관련 동영
상>
http://tvcast.naver.com/
v/58187
<EBS 극한직업> 응급구
조사 1부(일부제공)
http://ebs.daum.net/limi
t/episode/6446
<EBS 극한직업> 응급구
조사 2부(일부제공)
http://ebs.daum.net/limi
t/episode/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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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자료
<응급구조사 자격 취
득 관련>
응급구조사는 1급 응
급구조사와 2급 응급
구조사로 구분된다.
1. 1급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가 되
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
을 받아야 한다.
① 대학 또는 전문대
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
구조사 자격인정을 받
은 사람
③ 2급 응급구조사로
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2급 응급구조사
2급 응급구조사가 되
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
을 받아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양성과정
을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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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
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양성기관>
1. 일반인 이수 가능 :
영진전문대학교
2. 소방공무원 : 중앙,
서울, 광주, 경기, 강
원,

충청, 경북, 부산,

인천소방학교, 원광보
건대학
3. 해양경찰 : 해양경
찰학교
4. 의무부사관 학생 :
국군의무학교, 원광보
건대학, 구미1대학, 대
전보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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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조사 사진/그림, 참고 자료 출처
사진/그림

출처

http://blog.naver.com/bin_0103/100200591415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116&contents_id=3353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
&oid=001&aid=000308483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
&oid=003&aid=0001970155

파워포인트 2007 클립아트

http://tvcast.naver.com/v/58187

http://blog.naver.com/rhkddksfl3/110158227743
http://blog.naver.com/asansarang/189378508
http://imgv.search.daum.net/viewer/search?w=imgviewer&SearchType
=total&ResultType=total&SimilarYN=total_Y&SortType=total&q=%
C0%C0%B1%DE%B1%B8%C1%B6%BB%E7&sidx=6&lpp=10&uk=U
bW59G4t1EoAAHiH1LAAAADS&mk=UgXXZ697@8kAAF@cTDcAAA
Dq
http://blog.naver.com/morningsix/50021982336

http://blog.naver.com/morningsix/5002198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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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morningsix/50021982336

http://blog.naver.com/morningsix/50021982336

http://blog.naver.com/morningsix/50021982336

https://www.isafe.go.kr:447/index_frame.jsp

http://www.emt.or.kr/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70501&cid=380&categoryId=286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6403&cid=380&categoryId=2862
https://www.isafe.go.kr:447/index_frame.jsp

<응급구조사 관련 동영상>
http://ebs.daum.net/limit/episode/6446 <EBS 극한직업> 응급구조사 1부(일부제공)
http://ebs.daum.net/limit/episode/6451 <EBS 극한직업> 응급구조사 2부(일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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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

∙ 놀이 치료사 ∙
나는야, 놀이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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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놀이 마법사~

1

프로그램 개요 및 제작 의도
이 프로그램은 학년 학기 사회 단원 다양한 삶의 모습 의 학습 내용과 학년 학기

체육 단원 표현활동 의 학습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놀이치료사 진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놀이치료에 효과가 있
는 놀이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놀이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놀이치료사가 하는 일
을 이해하며 자신이 가진 강･약점과 길러야 할 능력을 생각하며 진로탐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놀이치료사의 여러 전문 분야를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놀이
치료사가 하는 대표적인 일들을 다루게 되며 본 차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다
이어트 프로그래머가 되어 탐구하는 활동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합니다

2

학습 목표
행동억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놀이를 해보고 직접 놀이를 만들어 볼 수 있다
놀이치료사가 하는 일을 알고 필요한 역량을 탐색해본다
놀이치료사에 대한 진로탐색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3

STEAM 요소
과학

• 놀이를 통한 효과에 대해 이해하기
• 관찰을 통해 대상의 특성 파악하기

기술, 공학
예술
수학

• 나만의 행동억제 놀이 개발하기

• 놀이설명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 놀이 관찰일지 작성하기
• 주의력결핍 과잉장애 증가추세 그래프 살펴보기

초등 3~4학년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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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계 교과 및 단원
• 사회

학년 학기 사회

다양한 삶의 모습

• 체육

학년 학기 체육

표현활동

5
STEAM
준거(틀)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진로단계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5‘

 문제 상황

1차시 (40분)
상황

꿈꾸기

◉ 내 짝 민수에 대한 나의 고민 글에 대한 이해

을 자신의 문

• 산만한 내 짝 민수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고 도와줄

제시

제로 받아들이

수 있는 방법 찾아보기  꿈꾸기 1

고 문제를 해

- 내 짝 민수에 대한 글을 보고, 나의 고민을 어떻게 해

결하고자 하는

결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마음을 다지도

- 민수가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록 한다.

- 민수가 좋아질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주의력결핍 과잉장애(ADHD) 증가추세 그래프 살펴보기
 꿈꾸기 1
- 주의력결핍 과잉장애(ADHD) 학생들이 늘고 있는 이유
는 무엇일까요?
- 어떻게 하면 주의력결핍 과잉장애(ADHD) 학생들이 줄
어들 수 있을까요?
창의적

꿈

설계

키우기

◉ 민수를 도와줄 방법 찾기
• 민수를 도와줄 방법을 찾으며 해결방법으로 ‘놀이’ 도입
하기  꿈 키우기 1
- 이어지는 민수에 관한 글을 보고 놀이치료에 대해 인
식시킨다.

15‘

 각 놀이에
서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놀이를 하

♧ 놀이치료란?

는

사회․정서적 적응 문제로 성장발달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놀이를 통해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말
한다.

장면은

KBS

스펀지

2.0

• ‘공부 잘 하는 법’-행동억제 편을 보고 행동억제를 위한
놀이 방법과 효과 알아보기
- http://www.youtube.com/watch?v=mRDV7pX82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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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나

공부

잘하는

법 2탄 – 행
동억제

프로

그램을

참고

할 수 있다.

STEAM
준거(틀)

진로단계

창의적

꿈

설계

키우기

시간
(분)

교수・학습 활동

20‘

◉ 행동 억제를 위한 놀이 하기

하는

- 첫 번째 게임은 지는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가위바위보
를 해서 져야지 이기는 게임입니다. 짝과 함께 해봅시다.
스티커를 이긴 사람에게는

법

중

행동억제

편

동영상, 놀이

- 짝과 함께 지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며 각 회마다
를 붙인다. 같은 것을 냈을 경우에는

스펀지



2.0 공부 잘

• 지는 가위바위보 놀이하기  꿈 키우기 1

진 사람에게는

자료() 및
유의점()

에 필요한 스
티커

스티커

및

카

드, 청기백기

스티커를 붙입

 시간에 따

니다.

라 4가지 놀

• 응용 가위바위보 놀이하기  꿈 키우기 1

이 중 선택해

- 두번째 게임은 응용 가위바위보 게임으로 이긴 사람은

활동하도록

“이겼다.”, 진 사람은“졌다.”, 똑같은 것을 냈을 경우엔

한다.

“비겼다.”라고 말하며 만세를 합니다. 이때 가위, 바위,



청기백기

보를 내서 이긴 것보다 “이겼다.”, “졌다.”, “비겼다.”를 먼

게임을

저 말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짝과 함께 해봅시

서 시간이 남

다.

는 팀은 업그

- 짝과 함께 응용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며 각 회마다 이

레이드

긴 사람에게는

스티커를 진 사람에게는

백기

스티커를

잘해

청기
게임을

하도록 한다.

붙입니다.
• 글씨 색깔 맞추기 놀이하기  꿈 키우기 1
- 세 번째 게임은 글씨 색깔 맞추기 게임으로 써져있는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글씨 색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빨강이라는 글씨가 파랑색으로 써져 있을 때
‘파랑’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짝과 함께 해봅시다.
- 짝과 함께 글씨 색깔 맞추기 게임을 하며 글자가 아닌
색깔에 집중해 행동하도록 합시다.
• 청기백기 놀이하기  꿈 키우기 1
- 네 번째 게임은 청기백기 게임으로 양손에 청기와 백
기를 들고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빠르게 행동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짝과 함께 해봅시다.
- 짝과 함께 청기백기 게임을 하며 다른 사람의 지시를
자세히 듣도록 빨리 행동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2차시 (40분)
창의적

꿈

설계

키우기

◉ 민수를 위한 놀이 개발

20‘

 포스트잇

• 민수의 행동억제에 도움이 되는 놀이를 효과를 예상하
며 만들기

 꿈 키우기 2

- 조별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놀이를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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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준거(틀)

진로단계

창의적

꿈

설계

키우기

시간
(분)

교수・학습 활동

자료() 및
유의점()

- 각자 만들고 싶은 놀이를 적어 봅시다.

 기존의 놀

- 조별로 개인이 만들고 싶은 행동 억제 놀이를 비교하고

이를

변형하

거나

응용하

수정ㆍ보완하여 조별 놀이를 정해 봅시다.

는 것도 가능

- 놀이 방법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표현해 봅시다.

하다.

- 놀이에 필요한 준비물 및 놀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 완벽하고 새로운 놀이가 아니더라도 놀이의 효과(행동억
제)를 고려하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감성적

꿈

체험

펼치기

20‘

◉ 조별 행동억제 놀이 발표하기
• 조별로 만든 행동억제 놀이를 모두에게 발표하기

 모든 놀이
가 훌륭한 작



품임을

꿈 펼치기 1

충분

히 칭찬한다.

- 우리조가 만든 행동억제 놀이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 놀이의 효과를 예상하며 다른 조의 놀이와 비교해보기
- 우리조의 놀이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다른 조가 만든 놀이와 비교했을 때 더 훌륭한 점은
무엇인가요?
3차시 (40분)
감성적

꿈

체험

펼치기

20‘

◉ 관찰일지 작성
• 조별로 만든 놀이를 실제로 해보며 관찰일지 작성하기
 꿈 펼치기 1

 작성한 관
찰일지는

친

구들에게

공

개하지

- 조별로 만든 놀이를 해봅시다.

않도

록 한다.

- 조별로 한사람씩 돌아가며 관찰자가 되어 놀이를 하는
친구들을 자세히 관찰하며 친구들의 특징을 적어봅시다.
- 놀이를 통해 친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
가요?
진로 설계

꿈
다지기

◉ 놀이치료사에 대한 탐색
• 놀이치료사에 대한 기사글 및 인터뷰를 보며 놀이치료
사의 역할 알아보기

 꿈 다지기 1

- 놀이치료사 인터뷰를 통해 놀이치료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 놀이치료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놀이치료사가 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

 EBS 미래
의 뜨는 직업
-놀이치료사
동영상


학생들이

놀이치료사의
마음으로

진

- 놀이치료사는 주로 어디서 근무하고 어떤 사람에게 어

지하게

울리나요?

할 수 있도록

- 놀이치료사의 어려움과 보람은 어떤 것일까요?

지도한다.

• 놀이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 탐색하기  꿈 다지기 2
- 놀이치료사에게 필요한 기술과 능력, 태도에는 어떤 것
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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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STEAM
준거(틀)

진로단계

진로 설계

꿈

교수・학습 활동

시간
(분)

 모든 학생

※ 훌륭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만이 아니라,
바른 인성과 태도가 겸비되어야 함을 지도한다.

다지기

자료() 및
유의점()
들에게
으로

• (희망학생) 놀이치료사 선서하기  꿈 다지기 2

공통
적용하

는 활동과 놀

- 놀이치료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자신이 놀이치료

이치료사의

사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놀이치료사 선서를 해 보는 활

진로에

관심

을 갖고 있는

동을 해봅시다.
◉ 수업 내용 정리하기
-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고 평가해 봅시

학생들이

추

가적으로

해

볼

다.

수

있는

활동으로

구

성되어 있다.

6

평가 계획

평가 영역
지식과 내용

기능 및 기술

정의적 측면

의사소통

평가 내용

평가 방법

• 나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가?

수행 평가

• 놀이치료사가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는가?
• 놀이의 효과를 고려하며 행동 억제를 위한 놀이를 개발 할 수 있는가?
• 친구의 특징을 파악하며 놀이 관찰 일지를 작성하였는가?

산출물 평가

• 활동 과정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관찰 평가

•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았는가?

활동지 평가

• 실험 및 탐구 활동 시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활동에 참여하였
는가?

관찰 평가

초등 3~4학년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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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관련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언급하며 놀이
치료와 관련된 앞으로
의 활동 내용을 간단
히 소개한다.
▶ 보충자료
놀이는

아동의

신체,

인지, 언어, 정서, 사회
성 등의 발달과 관련하
여 교육적, 진단적, 치
료적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놀이의 기능 중
본 프로그램에서는 치
료적 기능에 초점을 맞
추었으며

행동억제를

위한 놀이를 소재로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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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내 짝 민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수업시
간에 친구들 때문에 방
해 받았던 경험을 떠올
려 보며, 이야기에 동
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
다.
▶ 생각 쑥쑥
 원래 성격이 산만해서
집중을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

것이다.

ADHD를 앓고 있기 때
문일 것이다. 등
 ,  공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조금씩 집중하는
방법을 배운다. 병원이
나

상담소의

도움을

받는다. 등
▶ 보충자료
 ADHD의 진단
ADHD의 특징적인 증상
은 주의집중력 저하, 충
동성 및 과잉행동이다.
주의력결핍이거나,

과

잉행동과 충동성만 있
거나 또는 둘 다 있는
경우를 모두 주의력결
핍과

과잉행동장애

(ADHD)로

진단한다.

그리고 7세 이전에 증
상이

시작해야

하고

증상으로 인한 학교나
사회 영역에서의 장애
가 최소한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단
서를 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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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1. 이야기를 읽으며 민
수를 도와줄 방법을 생
각해보고 놀이치료에 대
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
한다.
2. 상황에 따라 4가지
놀이 중 선택해 활동한
다.
▶ 보충자료
놀이를 하는 방법이나
장면은

KBS

스펀지

2.0 공부잘하는 법 2탄
– 행동억제 프로그램
을 참고할 수 있다. 동
영상을 보며 놀이를 통
해 행동이 억제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가질 수 있다. 단,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상 필
요 이상의 비어 은어
및 비교육적인 행동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

효과적인 시청시간

① ‘행동억제’의 정의를
소개하는 부분 : 관련내
용 시청시간[1분~4분]
②

지는

가위바위보와

청기 백기 등 놀이를
소개하는 부분 : 관련내
용 시청시간[4분~10분]
③ 일주일의 훈련 결과
놀이의 효과를 입증하
는 부분 : 관련내용 시
청시간[10분~15분]
http://www.youtube.co
m/watch?v=mRDV7pX
82j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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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1. 단순히 놀이를 하고
재미만

느끼기보다는

각 놀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2. 놀이상황에서 다시
학습자들의 시선을 끌
기 위해 제한시간(타이
머)을 설정해 두는 방
법도 좋다. 또한 색깔
읽기 게임은 반 전체의
게임으로 변형하여 적
용하면 자연스럽게 다
음 활동으로 학습자의
주의집중을 도울 수 있
다.
3. 놀이인 만큼 최대한
자연스럽고 즐거운 분위
기에서 수행하도록 분위
기를 조성한다.
▶ 보충자료
 놀이의 치료적 요소
1. 놀이하는 사람의 심
리적 상태를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다. 어떤
놀이감을 가지고 어떻
게 노느냐에 따라 놀
이하는 사람의 심리상
태를 읽을 수 있다.
2. 놀이를 통해 의사소
통을 할 수 있다. 언어
표현능력이 부족한 어
린 아동이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언어능력
이 감소된 경우, 놀이
를 통해 상대방에게 의
견을 전달할 수 있다.
3. 놀이를 통해 학습
할 수 있다. 역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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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경에 대한 이해나, 학
습동기화나 기억력 향
상에 효과가 크다.
4. 놀이를 통해 성장 할
수 있다. 편안하게 자신
의 내면을 드러내고 정
화시킴으로써 심리적으
로 안정되며, 심리적인
변화를 통해 한 단계
더 높이 성장할 수 있
다.
▶ 보충자료
 청기백기 대본
▪ 청기 내려, 청기 올
려, 백기 내려, 백기 올
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올려, 청기 올리지
말고 백기 내려,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올려,
청기 내리지 말고 백기
내려
▪ 청기 올려, 청기 올리
지 말고 백기 올리지마,
백기 올리지마, 청기 내
려, 청기 내려, 백기 올
려, 백기 올리지 말고 청
기 내리지마, 백기 올려,
백기 올려, 청기 내리지
마, 백기 올려, 청기 올려

 업그레이드 청기백기
게임
기존의 청기백기 게임
의 지시어에 '시몬 가라
사대'를

추가한 것으로

'시몬 가라사대'가 붙은
구호에만 깃발을 움직여
야 한다.
예) 시몬 가라사대 청기
올려 – 청기를 올린다.
백기 올려 – 백기를 올
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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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1. 놀이 개발 과정은 서
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더 좋은 생각을 더해
놀이를 설계하는 과정
에서 의사소통능력 향
상에 도움을 준다.
2. 앞에서 다양한 놀이
를 해 본 후 새로운 놀
이를 만들어 보는 활동
으로 정형화된 놀이나
수준 높은 놀이가 아닌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놀이를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
항은 재미있는 놀이에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놀이를 만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완벽하고 새로운 놀
이가 아니더라도 놀이
의 효과(행동억제)를 고
려하여 만드는 것이 중
요하다.
4. 기존의 놀이를 변형
하거나 응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5. 놀이를 개발하기 위
해 모둠이 의견을 나누
기 전에 각자 메모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
을 간단히 적어보도록
한다. 이는 조별 활동
시 흔히 발생하는 무임
승차를 예방할 수 있으
며, 어느 한 학생의 의
견에 좌지우지 되지 않
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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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1. 조별로 개발한 행동
억제 놀이를 발표해 봄
으로써 놀이를 비교하
고 자기평가의 기회 및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2. 본 활동은 놀이를 만
드는 것 못지않게 중요
한 활동으로 놀이치료사
의 역할을 경험해볼 수
있는 단계이다. 놀이를
하며 관찰자가 되어 친
구들의 특징을 적어봄으
로써 평소에 알지 못했
던 친구의 특징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관찰한 내용은 ‘놀이
치료사’가 하는 일과 마
찬가지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사실대로
기록할 것을 안내한다.
▶ 보충자료
 놀이관찰시 관찰 사항
① 흥미진진함과 만족감,
행복감을 느끼는 가운데
놀이에 참여하고 있는가?
② 어떤 정서가 표현되
고 있으며, 사회적 놀이
참여수준은 어떤가?
③ 어떤 유형의 놀이이며,
놀이가 얼마나 정교한가?
④ 행동과 언어는 어떤
지식과 개념을 포함하
고 있는가?
⑤ 흥미가 무엇인가?
⑥ 놀이를 통해 어떤 학
습과 발달이 이루어지
고 있는가?
⑦ 놀이 결과에 치중하
지 않고 놀이과정에 몰
입하고 즐거워하는가?

초등 3~4학년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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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1. 인터뷰 자료를 통해
놀이 치료사가 하는 일
을 이해하게 한다.
2. 학생들이 놀이 치료
사에 대해 관심과 긍정
적인 생각을 갖도록 유
도한다.
▶ 보충자료
EBS 미래의 뜨는 직업
‘놀이로 해결책을 찾다.놀이 치료사’편을 시청
하며 놀이치료사의 역할
에 대해 알아본다.
- 관련내용 시청시간[시
작~10분]
 놀이치료사가 하는 일
아동들이 갖고 있는 심
리적 부적응이나 발달상
의 문제를 놀이라는 매
체를 통해 원인을 평가
하고 진단 및 치료한다.
① 보호자 또는 아동과
상담하여 아동의 개인발
달사항, 가족관계, 학습
활동 등을 조사하고 기
록한다.
② 각종 검사를 실시하
여 심리적 문제의 유형
및 정도를 판별하고 진
단한다.
③ 의료진단서, 검사결과
지, 상담기록지 등의 자료
를 토대로 아동의 상태를
진단한다.
④ 놀이기구를 설치한
놀이방에서 아동이 선택
한 기구로 놀이를 진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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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회관계 형성·유지에
필요한 능력을 진단하거
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
해서 집단적 치료활동을
수행한다.
⑥ 놀이치료가 끝난 후
에는 아동 및 보호자를
상대로 지도활동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⑦ 아동의 상태변화를 확
인하고, 추후 놀이치료의
방향을 계획한다.
⑧ 교육기관,

의료기관,

아동상담센터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⑨ 놀이기구에 관한 정
보를 수집하고 직접 구
매한다.
 놀이치료사 되는 과정
①

학회에서의

자격증

취득 - 기간이 3년~5년
정도 소요되며 한국놀이
치료학회,

한국아동심리

재활학회,

한국발달장애

자립지원학회,

한국영유

아아동정신건강학회
의

공신력있는

등

곳에서

자격을 받는 것이 좋다.
② 대학원 진학 - 숙명
여자대학원과

대구대학

원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고, 그 외
명지대학원, 한양대학원,
평택대학원, 나사렛대학
원 등이 대학원에 놀이
치료전공이 있다.
③ 사이버 대학교 -사이
버대학교를 가더라도 졸
업할 때는 학회과정이나
대학원과정에서

공부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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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의 주안점
1. 놀이치료사가 자신에
게 적합한 직업인지 스
스로 탐색해보게 한다.
2. 진로설계 부분은 모
든 학생들에게 공통으
로 적용하는 활동과 놀
이 치료사 진로에 관심
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
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3. 모든 학생들은 놀이
치료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인성, 태도
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을 한다.
4. 희망학생들은 자신이
놀이 치료사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놀이치료사 선
서를 해 보는 활동을 한
다.
5. 학생들이 놀이치료
사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 보충자료
EBS 미래의 뜨는 직업
‘놀이로 해결책을 찾다.
- 놀이 치료사’편을 시
청하며 놀이치료사에게
필요한 자질에 대해 알
아본다.
-

관련내용

시청시간

[19~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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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도우미
학습안내자료

놀이치료의 종류

놀이는 아이의 가장 편안한 대화방법이다 언어표현에 미숙한 아이들은 언어보다는 행동
으로 특히 놀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즉 놀이치료란 잘 훈련된 치료자
가 심리적 문제를 지닌 아이를 돕기 위해 놀이의 치료적 힘을 체계적으로 적용시키는 대인
관계 과정이다
◈ 모래놀이 치료
모래놀이 치료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모래
상자와 물 다양한 소품 등을 통해 자신의 의식 무의식 세
계를 다루는 독특한 방식의 놀이치료 전문분야이다 아동이
모래를 만지는 행동을 통해 신체적 감각과 아동의 마음세
계를 이어주는 통로를 마련해준다 자유롭고 보호된 공간에
서 소품들로 모래상자를 꾸미는 과정은 말없이 이루어지며
상징적이고 은유적 표현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 이러한 과
정에서 아동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조절 하도록 해주며
책임감을 배우게 되고 관리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자유롭게 상상하는 가운데 행
동을 연습할 수 있고 어려움을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더 나아가 잠재 자원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고 해결책들을 일반화하며 대인관계를 탐색할 수 있게 하
는 치료방법이다
◈ 게임놀이 치료
게임은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 발
달 등 인간의 모든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놀이이다 게임에
는 지켜야할 규칙과 순서가 있다 게임을 통해 타협과 양보 배려
질서를 배우게 된다 사회성기술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치
료방법이다 이러한 게임놀이 치료는 대처능력이나 해결능력을 향
상시키기 때문에 정서 사회뿐 아닌 인지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 부모놀이 치료
부모놀이치료는 놀이치료자의 역할을 부모가 훈련을 받아 직접 자녀에게 놀이치료를 하
는 방법이다 훈련받은 부모는 가정에서 이를 아동과의 놀이에 적용하고 치료자로부터 계
속적인 피드백을 받게 된다 이런 경험으로 부모가 아동을 이해하고 아동과의 교류를 증진
시키며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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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놀이 치료
발달놀이 치료란 생의 초기에 형성되어야 할 애착의 부족이나 결핍으로 친밀한 관계형성
이 어려웠던 아동에게 핵심자아를 만들어내고 대인간의 애착관계를 재구축하기 위한 치료
이다 발달놀이 치료는 궁극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즐거운 상호작용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
게 하고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인지행동 놀이 치료
인지 행동 이론에 입각해서 넬

등이 개발한 치료법이다 즉 아동이 가

지고 있는 인지 구조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잘못된 인지를 치료를 통해서 교정
해준다는 것이다 놀이는 치료자와 아동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매개로 사용된다
◈ 집단 프로그램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 또래를 비롯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안감을 가지는 아동을
대상으로 적절한 자기표현 훈련과 또래사귀기 기술 및 문제해결력을 증진시켜 사회적인 관
계에서 적응 및 대처능력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으로 자신감 증진 프로그램 리
더십 프로그램 예비 학교 프로그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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