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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FIE-B 프로그램(EM, TLPV)이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W어린이집에 다

니는 만 4세 유아 35명으로, 이 중 17명은 실험집단으로, 18명은 통제집단으로 무선

배정하였다. 실험집단 유아들에게 총 30회기의 FIE-B 프로그램의 정서인식(EM) 도구

와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도구를 적용하였다. 통제집단 유아들은 같은

시간 동안 누리교육과정에 의한 정규 수업을 받았다. 통제집단 유아에게는 본 연구가

끝난 후 FIE-B 프로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송미선(2001)이 Chung과 Asher(1996)의

연구를 토대로 수정한 또래갈등 해결전략 검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윤치연(2008)이 국내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표준화한

‘한국 유아 사회성 기술검사(Korean Social Skills Rating System: K-SSRS)’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

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FIE-B 프로그램의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의 변화량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기초하여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FIE-B 프로그램은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였다.

험집단 유아들의 또래갈등 해결전략 중 친사회적 전략의 유의미한 증가와 적대적 전

략과 수동적 전략의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고, 자기주장적 전략과 중재요청 전략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FIE-B 프로그램은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였다. 실험

집단 유아들의 사회적 기술 총 점수와 문제해결, 정서표현, 질서의식, 자신감과 같은

모든 하위요인 점수의 증가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4세 유아 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Feuerstein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

자에게 FIE 프로그램을 약 2∼3년간, 200∼300시간 동안 제공할 때 그 효과가 안정적

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16주간 FIE-B 프로그램의 2가지 도구를 단기간으로

제공했다는 제한점과 추후검사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정서인식(EM),

공감적 행동(FEA),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도구 중 정서인식(EM)과 공



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를 함께 사용했다는 것과 국내에서 한 번도 사용하

지 않았던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도구를 최초로 사용했다는 것에 의의

가 있다. 그동안 FIE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인지발달에 초점을 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연구를 통해 FIE-B 프로그램이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다는 것

을 검증하였다. 또한 일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FIE-B 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여 유

아교육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FIE-Basic 프로그램, 정서인식(EM),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또래갈등 해결전략, 사회적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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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에서 언급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자동화, 사물인터넷(LOT), 빅데이터 등의 출현을 가속화하며(이경민, 2017),

경제, 과학, 사회, 교육계 등 우리의 삶에 대폭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교육

계에서는 미래에 사라질 직업과 생겨날 직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재기하고 있다(김충일, 김호현, 2018).

4차 산업 혁명시대에는 지금과 다른 인재상이 요구된다. 미래사회의 인재상은 여러

분야의 지식을 의미 있게 결합하는 융합적 사고능력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 갈등조절 능력 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2015; 이경민, 2017).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변화로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STEAM 교육(융합인재교육)을 강조하고 있다(교

육과학기술부, 2015).

STEAM 교육이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igneering), 예술(Arts),

수학(Mathematcis)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두뇌발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하는 교육이다(이부연, 2014; 조현정, 2016). STEAM 교육의 목표는 학습동기와 흥미

향상, 지식간의 관계성 맺기, 실생활에서 문제해결력의 증진(조현정, 2016)으로, 학생

들은 이를 통해 지식을 왜 배우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며 융합형 두뇌

(Brainware)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융합형 두뇌(Brainware) 즉, 창의·융합적 인재를 위한 교육의 적기는 유아기이다(교

육과학기술부, 2015; Dejarnette, 2012; Moomaw, 2012). 유아기는 인지와 신체, 사회·

정서, 언어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전인발달이 이루어지는 발달의 최적의 시기

이다(이원영, 박찬옥, 노영희, 1993; 정옥분, 2004; Santrock, 2008). 또한 유아기는 뇌

가소성(plasticity)이 현저한 시기로(Battro, 2000), 인지발달의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이

다(Berk, 1994; Gazzaniga, Ivry & Mangun, 2002).

유아는 인지가 발달하며 자기 인식 능력 및 정서를 이해하는 능력, 원인과 행동의

결과를 개념화 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이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이어진다

(Kochanska, Barry, Jimenez, Hollatz & Woodard, 2009). 이러한 능력은 자아개념

(Abe & Izard, 1999), 공감능력(Eisenberg, 1996), 마음이론(Flavell & Miller, 1998),

조망수용능력(Selman, 1980), 정서지능(Goldman, 1995), 친사회적 행동(Han, Shi,

Yong & Wang, 2012), 대인문제해결력(Crick & Dodge, 1994) 등과 같은 사회성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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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끈다.

특히 인지발달이 대인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양경수, 2006; Pellegrini, 1985;

Shantz, 1983)과 사회적 능력(구광현, 이희경, 2002; 김연 외, 2006) 및 사회적 유능감

(박경자, 김송이, 권연희, 김지현, 2009; Bronson, 2002; Kopp, 198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지능이 높은 유아들이 지능이 낮은 유아에 비해 대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더 많이 고안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따른 결과에 대해 생각하는 능

력이 높아 뛰어난 사회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유아기의 대인문제해결력으로 설명될

수 있는 또래갈등 해결전략은 사회적 상황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사고

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인지 능력 중 하나로, 이 역시 인지처리과정의 영향을 받

는다(김성현, 2015; 송미선, 2001; Crick & Dodge, 1994; Smith, 1982).

인지 능력이 높은 유아들은 또래와의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타인의 정서와 사회적

단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며 다양한 갈등 해결전략을 생각할 수 있다(이기영,

2006; Spivack & Shure, 1974). 이들은 높은 사회적 기술과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나

타내며,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송미선, 2001; 지성애, 2017; Cutting &

Dunn, 1999; Dodge & Feldman, 1990). 반면 사회 인지에 결함이 있는 유아는 부정확

한 단서를 사용해 악의적인 의도로 귀인하고(Crick & Dodge, 1994), 낮은 사회적 기

술과 공격적인 해결전략을 보인다. 이처럼 또래와의 갈등 상황을 적절히 해결하지 못

한 유아는 또래에게 거부당한다(최세민, 2001; Shure, 2001).

이러한 맥락에서 인지와 사회성 발달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두되며

(Halberstadt, Denham & Dunsmore, 2001), 인지발달을 바탕으로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었다(김민정, 2008; 김성현, 2015; 유민임, 2005; 이기영,

2006; 이병석, 2009; 이원영, 박찬옥, 노영희, 1993; 이태영, 2000; 지성애, 2017;

Domitrovich, Cortes, & Greenberg, 2007; Webster-Stratton, Reid, & Hammond,

2004). 이들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은 사회적 단서와 신호를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공

격적인 행동이 감소되었고(Hudley & Grasham, 1993), 자기조절력과 문제해결 기술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Antshel & Remer, 2003).

그러한 측면에서 FIE-Basic 프로그램(Feuerstein's Instrumental Enrichment Basic)

은 유아의 인지능력과 사회성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 프

로그램은 역동적 지능관을 주장하는 학자인 Feuerstei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Feuerstein, Mintzker, Shachar & Cohen, 2001), 3∼7세의 유아와 인지적 결함

이 심각한 아동 및 성인에게 적용할 수 있다.

FIE-B 프로그램은 2단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11가지의 도구가 있다. 1단계는 무질서

하게 흩어진 점을 연결해 전형적 도형과 비전형적 도형을 찾으며 보존개념을 발달시

키고 충동성을 억제하는 ‘점조직(OD-B)’, 공간과 방향에 대한 어휘와 개념을 습득하

고 이해하는 ‘공간인식(OS-B)’, 수 개념 발달을 위해 흩어진 점들을 과제의 요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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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고 묶는 ‘단위-집합(FUG)’, 정서를 인식하고 공감 능력을 기르는 ‘정서인식(EM)’,

감정이입을 통해 적절한 행동을 이해하는 ‘공감적 행동(FEA)’, 비논리적인 상황들을

서로 비교하고 가설을 검증하며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부조리한 상황

의 비교와 분석(CDA)’, 눈을 가리고 촉각을 이용해 도형의 모형을 인지하는

‘Tri-Channel Attentional Learning(TCAL)’가 있다. 2단계는 동식물과 사물들의 상세

한 특징을 인식하고 비교와 범주화 활동을 하는 ‘유사성 알기(K&I)’, 다양한 사회적

갈등상황에서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방식을 생각하는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문장을 읽고 이해하며 독해력을 기를 수 있는 ‘독해력을 위한 질문

학습(LQRC)’, CDA보다 더 높은 인지능력이 요구되는 ‘부조리한 상황의 비교와 분석-

2(CDA-2)’이 있다(박혜원, 2012).

이스라엘, 캐나다, 칠레, 벨기에, 이탈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유아에게 FIE-B 프로

그램을 실시한 결과, 유아들의 인지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Kozulin, Lebeer,

Madella-Noja, Gonzalez, Jeffrey, Rosenthal & Kosolowsky, 2010; Shamir, 2003). 우

리나라에서도 2000년대부터 일반 유아와 장애 유아들을 대상으로 FIE-B 프로그램의

연구가 시작되었다. 점조직(OD) 도구(강민옥, 2017; 서금택, 박숙희, 2006; 서금택, 박

진희, 2006; 엄윤주, 조혜수, 2018), 점조직(OD)과 TCAL 도구를 함께 사용한 연구(박

은지, 2007; 전은경, 2007; 최은주, 2006), 단위-집합(FUG) 도구(배경미, 2013; 송미경,

2012), 부조리한 상황의 비교와 분석(CDA) 도구를 바탕으로 ‘논리 중심 이야기 해석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김미정, 2013)는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지능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타냈다.

반면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도움을 주는 정서인식(EM) 도구를 적용한 연구(김주

희, 황희숙, 2012), 정서인식(EM) 도구를 바탕으로 ‘상황별 정서인지 프로그램’을 실시

한 연구(이은정, 2011)와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공감적 행동(FEA) 도구를 바탕

으로 ‘공감적 행동 인지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허혜진, 2011)는 인지기능 향상과 관

련된 연구에 비해 그 수가 적다. 그리고 사회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정서인

식(EM), 공감적 행동(FEA),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도구를 함께 사용

한 연구는 없으며, 특히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도구에 대한 연구는 국

내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

다.

유아는 FIE-B 프로그램을 통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동성을 줄이고, 체

계적으로 관찰하게 된다. 특히 정서인식(EM) 도구를 통해 유아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

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 할 수 있게

된다.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도구를 통해 갈등과 정서를 인식하고, 갈

등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연결 지으며 다양한 해결책 중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두 가지 도구를 통해 중재를 받은 유아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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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갈등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적절한 갈등해결전략을 기르고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 4세 일반

유아들의 또래갈등 해결전략과 사회적 기술 발달을 위해 FIE 프로그램의 도구 중 정

서인식(EM) 도구와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도구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해 유아교육현장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보려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

가?

1-1.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친사회적 전략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1-2.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적대적 전략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1-3.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주장적 전략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1-4.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동적 전략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1-5.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중재요청 전략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1.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2.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표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3.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질서의식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4.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신감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3. 용어정의

1) 또래갈등 해결전략

또래갈등 해결전략이란 유아가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수

단 혹은 전략이다. 본 연구의 또래갈등 해결전략은 송미선(2001)이 수정·보완한 또래

갈등 해결전략 검사의 친사회적 전략, 적대적 전략, 자기주장적 전략, 수동적 전략, 중

재요청 전략과 같은 5가지 범주에 의해 평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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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기술

사회적 기술이란 유아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을 하며 환경에 적응하고 유능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다(윤치연, 2008). 본 연구의 사회적 기술은 윤치연(2008)이 국내에서 표준화 한 ‘한국

유아 사회성 기술검사(Korean Social Skills Rating System: K-SSRS)’의 4가지 하위

요인인 문제해결, 정서표현, 질서의식, 자신감에 따라 측정한 점수이다.

3) FIE-B 프로그램

FIE-B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의 학자 Feuerstein이 약 3세부터 7세까지의 유아의 인

지향상과 학습 잠재력 향상을 위해 개발한 것으로, 총 11가지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사용한 FIE-Basic 프로그램은 정서인식(Identifying Emotion :

EM)도구와 갈등상황에서 갈등과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한 해결방법을 생각하는 공격

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hink and Learn to Prevent Violence: TLPV) 도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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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의 이해

1) 유아의 또래갈등의 정의

또래란 연령, 관심, 흥미 등이 비슷하고 서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집단으로 정의된다(구광현, 이희경, 2002). 또래는 비슷한 발달 수준을 보이며(문

윤경, 2003),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 동등한 상호작용을 맺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유아들은 생각과 감정, 요구의 차이로 인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또래와 함께 생활

하며 크고 작은 갈등을 겪는다(김영희, 1999). 갈등이란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면서 겪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라틴어의 ‘conflictus’ 즉, 다투는 행동에서 유래되

었다(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1981). Thomas(1976)은 갈등이란 자신의

의도를 타인이 좌절시켰거나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Hay(1984)는 갈등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려고 하거나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교류활동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Shantz(1987)는 갈등을 서로 간의 관심사, 생각, 동기, 태도, 욕구가 달라 충돌과 불화

가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은 갈등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갈등은 양립이 불가능한 행동의 상태이며 개인들 간의 반대행동이 갈등의 필

수조건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유아의 또래갈등은 한 유아가 다른 유아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목표를 방해하고, 거

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hantz, 1987). 유아들은 언어능력이 미숙하고 상호작용 기

술이 부족해 서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전조작기의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지 못해 서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김용숙, 박지영, 2012). 그러므로 성인과는 달리 유아의 갈등상황은 발달적 특성

이 포함된 사회적 상호작용의 형태이며 일상적인 모습으로 보아야 한다(유희정,

2002).

특히 유아의 또래 갈등을 연구한 Eisenberg와 Garvey(1981)는 갈등을 “한 유아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다른 유아가 반대하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제지하는 것”으로부

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기의 또래 갈등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들이 서

로 상호작용하며 관심, 동기, 생각, 태도, 욕구가 서로 일치되지 않아 나타나는 대립상

태라고 정리 할 수 있다.

갈등을 보는 관점은 학문 분야와 학자들에 따라 다르다. 첫 번째 관점은 정신분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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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갈등을 설명하는 학자들은 Freud

와 Erikson이다. 이들은 유아가 또래 간 갈등을 통해 자신의 자아와 성격발달을 이루

기 때문에 갈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Freud는 갈등은 인간의 원초아(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 간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이들 간 부조화로 인해 불균형을 겪으

며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 때 자아는 충동과 현실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Erikson(1959)은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 오는 위기에서 갈등이 초래되

며, 유아의 성격과 부모의 요구 사이의 갈등, 개인 내의 갈등, 적응방식으로 갈등을

설명했다(고인옥, 2001).

두 번째 관점은 인지발달론 입장에서 갈등을 보는 관점이다. Piaget(1932)는 갈등은

유아가 가진 도식이 환경을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되는 것으로, 이는 동화와 조절에

의해 해결된다고 하였다. Piaget(1965)는 갈등을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유아는 또래와

수평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인지와 도덕성이 발달한다고 설명하였다(박선희, 2015).

Selman(1980)도 유아는 또래 간의 요구, 감정 혹은 이해의 정도가 불일치하는 갈등상

황에서 자신과 또래의 의견을 조정하며 조망수용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세 번째 관점은 갈등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먼저 Vygotsky(1978)는

유아가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수준과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인

‘근접발달지대(ZPD)’ 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유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성인이

나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받게 되면 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과

정에서 유아는 향상된 협상 전략을 자연스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다(박선희, 2015).

Doise와 Mugny(1984)는 Piaget와 마찬가지로 인지발달에 있어서 갈등을 중요한 요소

로 보았다. 그러나 Piaget가 개인의 발달에 대한 사회적 상황의 인과적 영향을 고려하

지 않은 것을 비판하면서 Piaget의 갈등기제와 Vygotsky의 이론을 통합한 사회인지

적 갈등가설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개인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야기된 사회인

지적 갈등이 개인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이러한 개인 간의 갈등이 인지 발달을 가져

온다고 보았다.

넷째, 갈등을 사회 언어적 관점에서 보는 입장이다. Garvey와 Shantz(1992)는 갈등

을 ‘상호 언어적 반대’ 현상이며 구조와 내용을 가진 대화사건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

언어학자들은 언어와 같은 의사소통 행위를 중요하게 여겨, 갈등해결 능력은 특별한

의사소통능력이며 이것이 결국 사회적 능력이 된다고 하였다. Shantz(1987) 역시 갈등

행동을 논쟁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해석의 결과로 보았으며 갈등이나 논쟁은

구조와 내용을 가진 일종의 대화라고 하였다(박선희, 2015).

다섯째, 사회적 관계의 관점에서 보는 갈등이다. Coser(1956)는 갈등을 대립되는 양

편의 목적이 바라는 가치를 획득하고 동시에 상대편을 없애거나 물리치려는 의도에서

가치에 대한 투쟁과 신분, 권력 및 제한된 자원을 얻기 위한 권력 투쟁으로 정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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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Stoner(1978)는 갈등이란 희소 자원이나 작업 활동을 나눌 때 서로 다른 입장,

목표, 가치, 생각 등이 존재하여 개인 간 혹은 집단 간에 일어나는 대립적 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전통적 입장의 학자들은 갈등의 과격하고 파괴적인 면에 초점을 맞춰, 갈등을 “사회

화의 실패”(Shantz & Hobart, 1989)로 보았다. 다수의 교사와 부모들 역시 갈등을 부

정적으로 보고, 기피대상 혹은 중재의 대상으로 여겼다. 그러나 현대적 관점은 갈등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갈등의 순기능에 주목하고(Coser, 1956), 갈등이 인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Laursen, Hartup & Koplas, 1996). 또래 간의 갈

등은 유아의 인지 발달, 사회·정서 발달 및 심리적 발달에 도움을 주므로(Berk &

Winsler, 1995), 유아들은 갈등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황현숙, 2003).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사

고에서 벗어나(Piaget, 1965) 또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진다. 유아는 부정

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통해 자기조절력을 발달시킨다(Dunn, Slomkowski,

Donelan & Herrera, 1995). 그리고 도덕적 발달의 기초가 되는 죄책감에 대한 정서를

불러일으켜 이를 바탕으로 유아가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Hoffman, 1983). 또한 유아는 또래와 서로 다른 의견을 교환하며 의견 교환 기술을

기르고,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게 되어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기술을 기

를 수 있다(고인옥, 2001; Shantz, 1987).

2)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의 정의

유아들은 또래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한다(Rubin, 1980).

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노력을 하는

데(배미경, 2012; Sahin, 2011), 많은 학자들은 유아의 이러한 노력이 사회화의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였다(김영희, 1999; Shantz & Hobart, 1989).

또래갈등 해결전략은 갈등해결에 담긴 함축적 의미에 따라 또래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이다(윤동주, 2012). 이는

지적인 영역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요구와 감정을 이해하고, 정서

를 적절하게 표현하여 행동을 조절하는 총체적인 과정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한송이, 2015; Sahin, 2011). 따라서 또래갈등 해결전략은 유아들이 자신의 신체, 언

어, 사회·정서, 인지 능력을 활용해 또래 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갈등에 대한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은 성, 기질, 연령, 또래지위, 또

래 수용도, 정서지능, 자기조절력, 놀이성 등 다양한 변인들과 상호관련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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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별에 따라 또래갈등 해결전략을 연구한 학자들은 남아와 여아의 갈등해결

전략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남아는 여아보다 적대적 전략, 자기주장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며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박유미, 2003; 송미선, 2001;

채혜원, 2016; 한송이, 2015; Chung & Asher, 1996; Maccoby & Jacklin, 1980;

Reinisch & Sander, 1986). 이와 달리 여아는 남아보다 친사회적 전략, 수동적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양보하며 절충하려는 모습

을 보였다(박향아, 2012; 송미선, 2001;. Chung & Asher, 1996; Hartup & Lauersen,

1993; Miller, Danaher & Forbes, 1986). 반면 유아들의 성별에 따라 또래갈등 해결전

략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문윤경, 2003; 배미경, 2012; 현우자, 2009; Fonzi, Schneider,

Tani & Tomada, 1997)들도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또래갈등 해결전략의 차이는

구분하기 어렵다.

또래갈등 해결전략은 유아의 기질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순한 기질의 유아

는 친사회적 전략과 수동적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언어적인 설명을 통해 갈등을 해

결하는 모습을 보였다(박유미, 2003; 황현숙, 2003). 이와 달리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

는 적대적 전략과 자기주장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언어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명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강효주, 2012; 박유미, 2003). 느린 기질의 유아들은 교사나

다른 유아에게 의존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갈등 상황 자체에 순응하거나 회피하는 모

습을 보였다(황현숙, 2003).

유아의 연령에 따라서 또래갈등 해결전략은 다르게 나타난다. 권경숙(2002)은 만 2

세 영아들은 갈등 상황에서 단순한 언어로 타인의 생각에 반대하기, 도움 요청하기,

정당화하기, 고집하기, 위협하기와 같은 언어적 표현 외에도 비언어적 표현인 울음,

회피, 무시, 공격하기 등과 같은 모습을 함께 나타낸다고 하였다. 특히 만 2세 영아들

은 주로 울음과 공격하기와 같은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였다고 한다.

이는 유희정(2004)의 연구에서 만 2세 영아들은 주로 순응하기, 단순하게 주장하기,

무시하기, 울기와 같은 전략을 사용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과 유사하다.

만 3세 유아의 갈등의 양상에 대해 연구한 유희정(2003)은 신체적인 위협과 공격과

같은 부정적 갈등해결 전략 사용이 긍정적 갈등해결전략 사용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고 보고하였으며, 긍정적 갈등해결전략들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차나림(2003)도 만 3세 유아들은 갈등상황에서 교

사에게 이르기, “미안해.”를 반복하는 단순한 사과하기 등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만 4세 유아의 사회적 갈등해결전략의 빈도를 산출한 강의정(2006)은 갈등상황에서

유아들의 갈등해결전략은 권위 의존, 고집하기, 순응하기, 무시, 회피, 타협, 이유대기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고인옥(2001)은 만 5세 유아들의 179가지의 갈등 에피소드

를 분석한 결과, 유아들은 언어적 항의, 주장하기, 놀리기 등의 언어적인 전략을 주로

사용하며, 비언어적인 전략인 울기, 빼앗기, 때리기 등은 자주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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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박선희(2015)의 연구에서도 만 5세 유아는 사회적 갈등상황에서 대화로 의견을

조율하기, 제 3자에게 도움 요청하기, 소리 없이 대응하기, 갈등 상황 벗어나기, 동정

심 유발하기, 유머로 승화하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이 나

타났다. 이처럼 유아들의 연령에 따라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에 차이가 있다. 영아와

어린 연령의 유아는 언어적 협상보다는 주로 신체적인 전략과 적대적 전략, 수동적으

로 회피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권경숙, 2002; 유희정, 2003, 2004; 차나림,

2003),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아는 친사회적 전략 및 절충하기, 이유 설명하기와 같

은 전략을 사용하여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고인옥, 2001; 박선희,

2015).

또래갈등 해결전략은 유아의 또래지위, 또래수용도와도 관련이 있다. 갈등상황에서

제안하기, 설명하기와 같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타인의 요구를 파악한 후, 자신의

요구와 타인의 요구를 절충하는 유아는 또래수용도가 높았고, 인기도 많았다. 이들은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고 수용한 뒤,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공격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안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송미선, 2001; 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 2006). 반면 갈등상황에서 강압적인 방법과 언어적·신

체적 공격적 전략을 사용하며, 자신의 요구만 고집하고 문제를 회피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유아는 또래수용도가 낮았으며 또래에게 거부당했다(정은실,

2012; 현우자, 2009; Rubin, 1980).

이 외에도 또래갈등 해결전략은 유아의 정서지능(박향아, 2012), 자기조절력(한송이,

2015), 놀이성(배미경, 2012), 의사소통유형(박향아, 배구택, 원강희, 조정희, 정근혜,

2016)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정서지능과 자기조절

력이 높은 유아와 놀이 중 자발성과 즐거움을 많이 표현하는 유아, 또래와 의사소통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유아들은 갈등상황에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

시하고 협력, 양보와 같은 친사회적 전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또래갈등 해결전략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박성빈, 2014). 갈등을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유아들은 자신과 타인의 정

서를 잘 이해하고(박향아, 2012) 자기조절력이 높다(한송이, 2015). 이들은 대체로 놀

이를 좋아하고(배미경, 2012), 친사회적인 모습을 보여 또래에게 인기가 많았다(송미

선, 2001; Kostelnik, Whiren, Soderman & Gregory, 2006). 반대로 유아들이 갈등에

직면할 때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폭력, 거짓말 등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해결전략을

사용하거나 갈등상황을 회피하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면 또래관계가 더욱 악화되었

다(정은실, 2012; 현우자, 2009; Rubin, 1980). 그러므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아의 사

회성 발달을 위해 또래갈등 해결전략을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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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의 범주

학자들마다 또래갈등 해결전략의 범주를 다양하게 분류하였다. Walton과

Mackersie(1965)는 갈등해결방식을 의사결정과 관련지어 협상과 교환의 과정으로 설

명하고, 그 방법은 분배적 해결과 통합적 해결이라고 하였다(배미경, 2012). 분배적 해

결방법은 갈등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해는

최소화하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갈등상황에서 승패의 방법을

사용하고, ‘누가 옳은가?’, ‘누가 힘이 센가?’에 대한 시비를 가린다. 이 방법을 사용하

면 갈등이 악순환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된다. 반면 통합적 해결방법은 전체 자원

의 확대를 통해 갈등상황에서 모두가 이득을 얻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갈

등의 순기능이 최대로 발휘되어 모두 만족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를 확대한 Sternberg와 Dobson(1987)은 갈등해결 방식을 수동적으로 갈등을 완화

시키는 유형, 능동적으로 갈등을 완화시키는 유형, 수동적으로 갈등을 격화시키는 유

형, 능동적으로 갈등을 격화시키는 유형과 같은 4가지 범주로 보았다. 첫째, 수동적으

로 갈등을 완화시키는 유형은 갈등 상황이 저절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자신의 욕구

를 조절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한다. 둘째, 능동적으로 갈등을 완화시키는 유형은 자신

의 감정을 드러내며 상대방과 갈등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주로 협상이나 협력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셋째, 수동적으로 갈등을 격화시키는 유형이 있다. 이 유형의

유아는 갈등상황에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모습을 보인다. 넷째, 능동

적으로 갈등을 완화시키는 유형의 유아는 물리적인 힘과 폭력을 사용해 갈등을 해결

한다. 이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능동적으로 갈등을 완화하는 것이고, 갈등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갈등을 격화시키는 유형이며, 특히 능동적으로 갈등을

격화시키는 유형은 표면적으로 심화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현우자, 2009).

이와 달리 Rahim과 Bonoma(1979)는 갈등해결 전략을 자신과 타인의 관심과 흥미

를 만족시키기 위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지배형에 속하는

유아는 타인의 관심과 요구를 듣기보다 자신의 관심과 흥미만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모습을 보인다. 회피형에 속하는 유아는 갈등 상황을 일시적으로 피하거나 도망가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양보형에 속하는 유아는 상대방의 관심과 흥미,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자신의 관심과 흥미를 양보하거나 포기한다. 절충형에 속하는 유아는 다른

입장과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

록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모두가 부분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 협력형에

속하는 유아는 자신과 상대방의 관심 및 흥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두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Rahim과 Bonoma(1979)와 유사한 맥락으로 Chung과 Asher(1996)는 또래갈등 해결

전략을 친사회적 전략, 적대적 전략, 자기주장적 전략, 수동적 전략, 중재요청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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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5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첫째, 친사회적 전략은 유아 자신과 다른 유아, 즉 모두

의 의견과 요구를 받아들이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이다. 둘째, 적대

적 전략은 비우호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행동을 방해하며 공격적이고, 폭력을 사용하

는 전략이다. 셋째, 자기주장적 전략은 공격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요구

하는 전략이다. 넷째, 수동적 전략은 갈등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전략이다. 다섯째, 중재요청 전략은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성인에게 도

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송미선(2001)은 Chung과 Asher(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범주를 이용하여 국내 유

아들의 또래갈등 해결전략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를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였다. 송

미선(2001)이 분류한 또래갈등 해결전략의 범주는 가설적 상황 방법론에 의한 것으로,

이는 유아에게 가능한 행동반응에 대해 질문하며 유아의 사회 인지적 과정을 연구한

선행연구자들이 주로 사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박유미, 2003).

2.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이해

1)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정의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을 발달시

킨다(허혜진, 2011). 사회성이란 개인이 사회 속에서 타인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사회의 규칙과 규범, 가치관, 문화 등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유아기의 사회성은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집단의 규칙을 배우고, 협동과 의사결정방법, 타인을 객관적

인 시각으로 보는 방법 등 집단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배우며 이를 바탕으

로 자신과 환경의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과 관련된다(윤치연,

2008).

특히, 유아기의 사회성은 강조되는데,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게 되며 그 전

과 달리 넓어진 활동 반경에서 생활하며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므로, 유아기는 사회성

발달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정옥분, 2004). 사회성 발달은 사회적 기술과 행동뿐 아

니라 인지적인 부분까지 포함된 개념이라 볼 수 있다(권정윤, 정미라, 홍소영, 박수경,

2010).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 기술의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Phillips는 사회성 기술은 자신의

권리, 요구, 만족, 또는 의무를 적절한 방식으로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 요구, 만

족, 의무에 해를 주지 않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윤치연, 2008). 사회적 기

술을 특히 강조한 학자인 Gresham과 Elliott(1984)는 사회성 기술을 또래수용도와 인

기도와 같은 것으로 보고, 한 개인의 행동에 대한 의미 있는 타인(교사, 친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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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시하려는 사회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김향지(1996)는 Gresham과

Elliott(1990)의 사회성 기술검사 타당화 한 연구에서 사회적 기술이란 한 사람이 사회

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기술이자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정의하였다.

Gresham과 Elliott(1990), 김향지(1996)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유아 사회성 기술검

사를 표준화 한 윤치연(2008)은 사회적 기술이란, 보다 바람직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성장해 나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자질로 한 사람이 자기 인식을 통해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사회적 기술이란 유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적 환경에서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상황을 수용하는 기술, 대화와 협의하는 기술, 질서를 지키는 것 등

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기술을 뜻한다.

사회적 기술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태영, 2000). 특히 McGinnis(2012)는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며 그 전보다 다

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변화를 겪는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타인과 협력하고 협의하기 위한 기술인 사회적 기술 습득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

사회적 기술은 성인이 되었을 때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며 어릴 때부터 친구 사

귀기, 놀이를 시작하기, 놀이를 지속하며 확장하기, 협력하기, 갈등을 친사회적으로 해

결하기와 같은 경험을 통해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Katz &

McCellan, 1992). 이처럼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기술을 기른 유아는 다

른 사람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이태영, 2000).

반면 사회적 기술의 결함은 부정적 자아개념, 미숙한 대인관계, 부적절한 사회적 적

응, 정상 또래로부터 사회적 거부,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 등으로 연결되어

(Wong, 1995), 유아가 또래 및 성인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아동기 이

후의 비행과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응의 어려움과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진다(박진

재, 2002). 그러므로 유아기의 사회성 기술 발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유아교

육기관에서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2)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하위요인

사회적 기술의 정의가 학자들마다 달랐던 것처럼 사회적 기술의 구성요인도 학자들

에 따라 차이가 있다. Grasham과 Elliot(1990)는 사회적 기술의 구성요소를 협동심, 자

기주장, 자기통제, 책임감, 공감이라고 하였다. 그 후 Grasham(2002)은 사회성 기술을

적응행동과 사회기능과 같은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었다. 적응행동에는 타인에게 의존

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 신체가 발달하였다, 자신에게 책임감을 가진다와 같은

요인을 포함시켰고, 사회 기능에는 교실에서 수업에 참여한다, 타인과 협력한다,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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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반응을 한다, 자기주장을 한다, 친구를 옹호하고 지원한다, 의

사소통능력이 발달되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신

감을 가진다 등의 요인을 포함하였다. 이원영과 박찬옥, 노영희(1993)는 사회적 기술의

구성요소에 인간 상호관계 기초기술, 신뢰, 개인적 욕구와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는 기

술,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나누기, 공유하기를 포함하였다. 박진재(2002)는 친구와 친

구의 행동에 관심가지기, 협동하기, 제안하기, 차례 지키기, 공유하기, 대화하기, 적절

한 질문과 대답하기, 협상하기, 칭찬하기, 부정적 감정 조절하기를 사회적 기술의 구성

요소로 포함하였다. 박은희(2010)는 친사회적 행동, 이타주의, 관대함, 타인을 도와주

기, 나누기, 협동하기, 친절 등을 사회적 기술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사회적 기술의 구성요소란 적절한 자기주장과 자기통제, 책임감, 의견 조정 기술, 협

동, 공유, 이타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Grasham과 Elliot(1990)와 김향지(1996) 등의 연구를 토대로 윤치연

(2008)의 한국 유아 사회성 기술 검사(K-SSRS)에서 사용된 사회적 기술의 4가지 하

위요인인 문제해결, 정서표현, 질서의식, 자신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Gresham과

Elliott(1990)의 사회성 기술검사(SSRS)는 미국 전역의 4000명 이상의 일반 아동과 장

애 아동을 표집하여 표준화되었다. 이 검사는 운영이 용이하고 부모와 교사 모두가 평

정할 수 있으며, 신뢰도 및 타당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에서 표준

화한 윤치연(2008)의 한국 유아 사회성 기술검사(K-SSRS) 역시 신뢰도가 높고, 국내

의 여러 연구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 하위요인은 문제해결이다. 문제해결이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아가

스스로 그 상황을 해결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면서 고차원적인 능력이다(윤치연, 2008).

개인 혹은 집단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문제에 처했을 때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는

인지적 행동의 과정으로 설명된다(Chang & D' Zurilla & Sanna, 2004). 이 과정에서

유아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쌓은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높은

정보처리 능력을 사용한다(Crick & Dodge, 1994). 문제해결의 경험은 유아가 기존의

지식이나 기술을 일상생활의 문제에 적용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익히는 새로

운 학습의 기회가 된다. 특히 유아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중심적

사고를 줄이는데(Piaget, 1965) 이는 인지발달에 도움이 되고(Dutton & Dutton, 1991),

자신과 타인의 행동 변화를 이끈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사회적 기술의 중요한 부분인

문제해결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한다(Tegano, Sawyer &

Moran, 1989).

두 번째 하위요인은 정서표현이다. 정서표현이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잘 이

해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해 표현하는 능력이다(윤치연,

2008). 유아가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사회적 기술의 중요한 부분으

로, 이는 다른 사람과 원만한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환경에 적응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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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다(김미선, 2014; Izard, Fine, Schultz, Mostow, Ackerman, & Yjoungstorm,

2001).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하는 유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여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반면, 부정적인 감정표현을 하는 유아는 자신의 요

구와 다른 사람의 약점에 관심을 두어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져 사회적 관계가 악화

된다(Kilpatrick, Bissonette, Ruscult, 2002). 따라서 유아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

를 정확하게 인지하여 표현하는 능력과 인식된 정서를 이해하는 사고 과정을 바탕으

로,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여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하위요인은 질서의식이다. 질서의식이란 유아 스스로 그 규칙을 내면화하여

게임이나 놀이를 할 때 정해진 규칙을 지키는 것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예의 있

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과 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윤치연, 2008). 질서의식에는 또래

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 생활 속에서 차례 지키기, 놀이 시 지켜야하는 규칙

지키기, 타인을 배려하기 등이 포함된다. 질서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필수

적이므로(김미선, 2014) 유아기의 질서교육은 강조되고 있다(허혜진, 2011).

네 번째 하위요인은 자신감이다. 자신감이란 자기 이해를 토대로 스스로 결정하고

또래에게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기 확신에 찬 태도 혹은

마음가짐을 의미한다(윤치연, 2008). 자신감은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확인

귀인의 과정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정서로 작용하는 자기 통제적 신념이다

(Bandura, 1997). 자신감은 활동 과제의 선택, 노력의 양 등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며

한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선택의 범위와 노력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요인

이 된다.

3. Feuerstein의 FIE 프로그램 이해

1) FIE 프로그램 이론의 이해

(1) 구조적 인지수정 이론(Structural Cognitive Modifiability : SCM)

구조적 인지수정 이론(Structural Cognitive Modifiability)은 Piaget의 발생학적 인식

론과 Vygotsky의 사회·문화적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이론은 인지발달과 문화

적 전달을 연결하고 중재학습경험(MLE) 개념을 통해 Piaget의 도식 개념을 더욱 유

연하게 확장한 것이다(전효정, 2012). 이러한 Feuerstein의 신념체계는 “인간은 변화한

다.”, “내가 교육하는 이 학습자는 변할 수 있다.”, “나는 이 학습자를 변화시킬 수 있

다.”, “나 자신도 변화할 수 있고, 변화되어야 한다.”, “사회도 변할 수 있고, 변화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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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한다.”와 같이 설명된다(길경숙, 2009).

구조적 인지 수정이론에서는 인간은 개방적이며 일상에서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Feuerstein &

Feuerstein, 1991; Feuerstein, Rand, Hoffman & Miller, 1979a, 1980; Feuerstein,

Rand, Jensen, Kaniel & Tzuriel, 1987). 인지 기능(cognitive function)을 체계적인 사

고의 기초로 선천적 능력과 학습습관 및 태도,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 기술, 전략 등

을 포함한 복합체라고 정의하였다(Haywood, 1977). 이와 같은 인지기능을 선천적으로

고정적이고 수정 불가능한 것이 아닌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개방체제로 설명하고 있다

(박은지, 2007; 전효정, 2012; Feuerstein et al., 1979b).

Feuerstein과 Feuerstein(1991)은 구조적 인지 변화 가능성의 특징을 영속성

(permanence), 확장성(pervasiveness), 중심성(centrality)이라고 하였다. 영속성이란 인

지의 변화가 시공간을 초월해 유지되는 지속성을 뜻한다. 확장성은 한 영역의 인지변

화가 전체 영역에 영향을 주는 확산적 과정을 가리킨다. 중심성은 인지 수정의 자율

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특성을 나타낸다(송미경, 2012).

Feuerstein은 구조적 인지수정 이론(SCM)의 신념을 중재자의 변화, 피중재자의 변

화, 모든 인간의 변화, 사회의 변화로 설명하고, 피중재자의 병리학, 나이, 장애의 정

도, 지능, 행동과 같은 인간의 특성(trait)을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닌 변할 수 있는 상

태(state)라고 하였다(이재숙, 2006; 최유미, 2008). 그는 전통적으로 인지 결함의 원인

이라고 여겨진 유전적 요인, 기질적 요인, 신체의 장애, 유아의 교육 경험 부족, 빈곤,

유아 혹은 부모의 정서적 불균형,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과 경제적 수준은 그것 자체

가 직접적인 인지 결함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원거리(distal) 요인이라고 하였다. 적

절한 중재학습경험(MLE)의 결핍이 근접(proximal) 요인이며, 지적 결함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전효정, 2012). 그러므로 Feuerstein의 구조적 인지수정 이

론(SCM)은 유아에게 중재학습경험(MLE)이 꼭 필요하다는 것과 적합한 중재학습경험

을 충분히 제공하면 유아의 인지 기능이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Feuerstein,

1979, 1980).

(2) 중재학습경험(Mediated Learning Experience : MLE)

Feuerstein(1979, 1980)은 Vygotsky의 구성주의 이론을 보완하고 중재학습경험

(MLE)이란 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유기체와 환경 간 상호작용의 질이자, 환경적 자

극원의 직접 노출과 타인의 중재”라고 설명하였다. 이 개념은 Feuerstein의 동료들에

의해 정교화 되었다(Feuerstein, Hoffman, Rand, Jensen, Tzureil & Hoffman, 1985;

Feuerstein & Jensen 1980; Feuerstein, Rand & Hoffman, 1979b). 따라서 중재학습경

험(Mediated Learning Experience : MLE)은 유아와 학습 사이에 부모, 교사 또는 유



- 17 -

능한 또래, 형제가 중재자(mediator)가 되어 과제를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며, 정보의 단순화, 선정, 조작, 체계화 등의 활동을 포함한다(전

윤식, 1993; Feuerstein et al., 1987).

직접적인 학습이론인 행동주의 이론과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은 유아가 성인의 도

움과 중재 없이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상호작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중재자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무시되며, 사회문화적 측면과 이로 인해 초래되는 개인차에 대해

서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안삼태, 1993).

이러한 한계로 인해 Vygotsky(1978)는 학습과 인지 발달의 사회적 중재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이론과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 ZPD) 개념을 소개

하였다. 이는 Feuerstein 등(1987, 1991)과 같은 학자들이 인간의 중재를 중요하게 여

기며 확장되었고, 인간의 인지능력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협력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된다고 하였다.

행동주의이론은 S-R 공식으로,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은 S-O-R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Feuerstein et al., 1980, 1987, 1991). 이와 달리 Feuerstein(1980)의 중재학습

경험(MLE)은 S-H-O-H-R의 공식으로 나타난다. S는 자극(Stimulus), H는 중재자인

인간(Human Mediator), O는 유기체(Organism), R은 반응(Response)을 의미한다.

Feuerstein의 중재학습경험(MLE) 이론은 중재자인 인간(Human Mediator)의 역할

을 특히 강조한다. 중재학습경험 이론에서는 유아가 직접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자극

을 지각하기보다는 중재자(H)가 유아에게 자극을 의미 있게 조절하여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다. 유아는 이러한 도움을 통해 주어진 자극을 쉽게 이해하고 산출할 수 있다.

중재학습경험을 통해 학습과 인지발달이 촉진되는 과정이 쌓이면, 더 이상 중재학습

경험이 주어지지 않고 환경 자극에 직접 노출되기만 해도 유아의 인지기능은 향상될

수 있다. 즉, Feuerstein의 중재학습경험을 통한 인지구조의 변화는 개인의 인지가 독

립적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닌 타인과의 상호작용, 특히 협력을 통해 얻어낸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중재학습경험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준거가 필요하다(Kozulin &

Rand, 2000). 그 중 상호성과 의도성의 중재, 초월성의 중재, 의미성의 중재, 유능감의

중재, 행동의 규제 및 통제의 중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Haywood, Brown

& Winggenfeld, 1990).

첫째, 상호성과 의도성의 중재이다. 상호성의 중재란 중재자의 행동과 말에 유아가

언어적 의사소통 혹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다. 의도성이란 유아

의 학습 요구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자극을 선택하고 적절히 변형시키

는 동시에 중재자의 의도와 이유를 유아에게 설명해주고 행동의 목적을 중재자가 바

라는 상호작용의 상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Greenberg, 2000). 유아들은 태어나면서부

터 주변 성인과 소통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의 규범과 가치를 배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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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 상황에서 제공되는 타인의 도움은 자극을 무분별하게 제공하거나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를 제시하게 되어 유아의 인지발달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Kopp-Greenberg, 1991). 이와 달리 의도성을 가진 중재학습경험은 사전 준비와 계획

없이 유아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것을 탐색하지 않도록 하여 유아가 자극을 수용할 준

비를 하게 한다. 명시하기, 자극을 받아들이게 하기, 초점 맞추기, 동기 유발하기, 반복

하기, 언어화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유아는 의도성과 상호성의 중재를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아에게 “나는 네가 이것을 잘 보길 바라. 그래서 다른 것은 종이로 가려

두었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둘째, 초월성의 중재이다. 특히 중재학습경험의 상호작용 중 특히 강조되는 초월성

은 시간과 장소, 경험, 이해력의 범위를 초월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과 관련된다(송미

경, 2012). 이를 통해 중재자가 활동 자체를 구조화시키고 원리와 규칙을 찾아 유아가

이를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중재자는 유아가 개별

경험과 사건을 연결하여 사고할 수 있도록 돕고, 공통성과 일반성을 도출해냄으로서

다른 상황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인지기술을 획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재해야한

다. Feuerstein 등(1979b)은 이를 다리 놓기(Bridging)라고 부르며, 유아가 배운 학습

내용을 다른 상황에 연결해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한다(Perkins &

Salomon, 1989). 초월성의 중재를 위해 중재자는 가상적인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고

생각하기, 귀납적 사고, 연역적 사고, 관련짓기, 일반화하기, 확장해주기, 분석해주기

등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셋째, 의미성의 중재는 유아에게 과제와 사건, 행동의 특정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다.

유아는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고, 중요성을 느낄 때 동기가 유발

되어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Ausubel, 1968). 즉, 중재자는 학습의 효율을 높이

기 위해 유아에게 과제의 가치와 중요성과 정서적,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의미를 부

여할 수 있다. 의미성의 중재를 위해 유아의 과거 혹은 미래와 관계 짓기, 비교하기,

계획하기, 가설적 사고하기 등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넷째, 유능감의 중재는 유아 자신이 스스로 해낼 수 있음과 자신감을 느끼도록 만드

는 것이다. 성인의 단순한 칭찬과 격려로는 유아가 유능감을 느낄 수 없다. 유아들은

자신이 직접 성공을 경험할 때 유능감을 느낀다. 중재자는 유아에게 성공과 숙달의

경험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유아와 함께 찾는다.

다섯째, 행동 규제 및 통제의 중재란, 과제를 수행할 때 중재자가 유아의 충동성을

억제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다(김범룡, 2013). 유아의 통제능력은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습득되며, 동기와 자신감과 관련된다. 중재자는 행동 규제의

중재를 위해 유아의 효율성 수준과 과제의 특성에 따라 모델링하거나 초인지 전략을

가르쳐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잠깐만, 선을 바로 긋지 말고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눈

으로 점들을 연결해보자.”와 같이 말할 수 있다(강영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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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효과적인 중재학습이 되기 위해서 공유행동에 대한 중재, 유아의 개별화

와 심리적 차별화를 위한 중재, 목표추구/설정/계획 그리고 달성에 따른 중재, 도전감

의 중재, 변화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인식하도록 중재하기, 긍정적인 대안에 대한 중

재, 소속감 중재를 포함해 12가지 준거가 충족되어야 한다(강한나, 2014). Feuerstein

과 그의 동료(1991)들은 이와 같은 12가지의 요인 중에서 특히 의도성과 상호성, 초월

성, 의미성의 중재를 강조하였다. 세 가지 중재는 사회, 문화,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중재학습경험(MLE) 속에서 반드시 유아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보편적인 준거이고, 그

외의 다른 기준들은 개별 유아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선택적 준거이기 때

문이다(강한나, 2014; 전효정, 2012; Feuerstein., Feuerstein, & Mintzker, 2001).

이와 같은 중재학습경험(MLE)을 받은 유아는 인지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는다(서

금택, 2007a). 이에 Feuerstein과 동료들은 유아와 아동의 부족한 중재학습경험(MLE)

을 보충하기 위한 중재 도구로 FIE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3) 인지 지도(Cognitive map)

중재자는 FIE 프로그램을 통해 중재학습경험(MLE)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준거의 틀을 마련해주는 것이 인지 지도

(Cognitive map)이다. Feuerstein 등(1979a)은 중재자는 유아의 인지 지도(Cognitive

map)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유아의 사고과정을 이해한 후 자료를 유아의 수준에

맞게 선택하고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중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민정,

2013). 인지 지도는 유아가 학습과정에서 사용하는 정신작용을 분석한 것으로 7가지의

준거가 포함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사고 활동의 내용에 대한 준거이다. 둘째, 과제를 표현하는 언어 능

력과 관련된 준거이다. 셋째, 사고의 단계인 투입, 정교화, 산출에 대한 준거와 넷째,

과제 수행의 목적과 맞는 인지 작용에 대한 준거가 있다. 다섯째, 과제의 복잡성 수준

에 대한 준거와 여섯째, 과제의 추상성 수준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준거이다. 마지

막으로 과제의 효율성과 관련된 유아의 수행 속도, 정확한 수행 및 노력하는 자세와

관련된 준거가 포함된다. 인지 지도를 통해 중재자는 유아의 인지 기능 수준과 원인

을 파악하고, 과제와 사고 간 상호작용을 추측할 수 있다.

인지 지도의 7가지 준거는 사고의 3단계인 투입(Input)-정교화(Elaboration)-산출

(Output)과 정의적, 동기적 요인의 결함을 발견하고 이를 줄여가는 중재와 관련되어

있다. 인지 결함의 수준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민정, 2013; 서금택, 2007a).

첫 번째, 투입(Input) 단계에서의 결함은 과제의 본질을 이해하거나 과제를 해결하

기 위해 관련 자극을 수집하며 발생한다. 대충 훑어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확하지

못한 지각, 체계적이지 못한 충동적인 탐색활동, 과제를 풀기 위한 개념과 어휘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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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안정된 준거 체제의 부족으로 인한 공간 개념과 방향 감각의 손상, 시간 개념과

보존 개념의 결핍, 정보 수집 시 정밀성과 정확성에 대한 욕구 부족,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능력 부족 등과 관련된다.

두 번째, 정교화(Elaboration) 단계에서의 결함은 과제 해결에 필요한 자극과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발생한다. 과제의 존재를 규정하고 의식하는 능력의 부족, 자극에 대한

단편적인 파악, 문제를 정의할 때 관계된 힌트와 관계가 없는 힌트를 구분하는 능력

부족, 논리적 증거를 추구하려는 욕구의 결여, 가설 검증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능력

결여, 추론적 사고와 가설적 사고 부족, 가설 검증 능력 부족, 자발적인 비교 행동의

결핍, 무계획적 행동, 협소한 인지영역, 과제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종합하는 능력

의 부족, 과제 해결을 위한 어휘를 즉시 생각하지 못해 나타나는 비정교화 등으로 나

타난다.

세 번째, 산출(Output) 단계에서의 결함은 정교화 단계에서 내린 결과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된다. 구체적인 예로 끈기가 부족하여 과제를 빠르게 포기

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의사소통, 외부 환경과 차단, 시행착오적 오류 반응, 자신의 생

각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하려는 욕구의 결여, 세부적이고 정교화 된 반응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의 부족, 시각적 이동 능력의 결여, 충동적 행동 등이 있다.

네 번째, 인지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정의적·동기적(affective-motivational) 요인은

과제에 대한 아동의 부정적인 정서와 낮은 자아개념, 동기유발과 연결된다. 부모와 교

사는 성취가 낮은 유아들을 부정적 태도로 대하고, 이들에게 낮은 기대를 보인다. 이

로 인해 성취가 낮은 유아들은 자기 충족적 예언을 갖게 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위축

되고 도전적인 과제를 할 때 자신감이 없고 경쟁심이 약한 모습을 보이게 한다.

(4) 역동적 지능관(Dynamic Assessment)

전통적으로 심리학자들은 지능을 선천적이고 변할 수 없는 고정된 것으로 보았고,

지능검사의 결과는 개인의 진정한 지적 능력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였다(Eysenk, 1979;

Jensen, 1970). 정태적 지능검사는 유아가 혼자서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지능을

측정했기 때문에 유아의 잠재적 발달 수준을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인지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외형적 행동보다 내면적인 심리과정에 주목하면서 지능이

고정불변하다는 기존의 신념을 비판하고, 역동적 지능관(Dynamic Assessment)을 제

안하였다(Feuerstein et al., 1979a).

그 중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 Vygotsky(1978)는 근접발달지대(ZPD)라

는 개념을 제시하며 전통적인 심리검사를 비판하였다. 근접발달지대(ZPD)는 유아의

실제 발달수준과 성인이나 유능한 또래의 도움을 받아 유아가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발달수준과의 차이를 뜻한다. 하지만 근접발달지대(ZPD)의 경우 유아의 인지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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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물학적인 영향을 배제한 점(이근애, 2014; Berk & Winsler, 1995), 인지발달에서

교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교수 원리를 계발하지 않았다는 한계(송미경,

2012)와 유아의 잠재적 발달 수준을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배경미, 2013).

이러한 한계로 인해 인지심리학자들은 변화 가능한 인지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상

호 역동적 접근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전윤식, 1993; Feuerstein, et al.,

1979a). 특히 Feuerstein은 지능을 “과거에 쌓은 경험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

한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하는 역동적인 과정

으로 보았다(Blagg, 1991). 이에 Feuerstein과 그의 동료들(1979a)은 잠재적인 학습능

력과 인지기능의 결함을 측정하는 학습 잠재력 평가 도구(Learning Propensity

Assessment Device: LPAD)를 개발하였다(전효정, 2012).

(5) 학습 잠재력 평가 도구(Learning Propensity Assessment Device : LPAD)

Feuerstein 등(1979a)은 역동적 지능관을 근거로 인간의 잠재적 학습 능력을 측정하

는 학습 잠재력 평가 도구(Learning Propensity Assessment Device : LPAD)를 개발

하였다. LPAD 종합검사는 기존의 FIE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8세 이상의 아동과 성인

을 위한 LPAD-Standard와 3∼7세 유아와 인지기능이 낮은 사람을 위한

LPAD-Basic용이 있으며, 인지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기억, 지각력, 주의력, 운동기능

의 협응, 문제해결력, 논리적 사고력 등과 관련된 15가지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전효

정, 2012). LPAD는 ‘검사-중재-재검사’와 같은 절차를 거쳐 인간의 인지기능, 조작,

문제해결전략을 확인하고 학습 과정을 평가한다. 검사자는 그 과정 속에서 유아의 행

동을 관찰하고 실수를 분석해 유아의 인지구조의 변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송미경,

2012).

Feuerstein의 학습 잠재력 평가 도구(LPAD)는 전통적으로 표준화된 지능검사의 대

안이 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박은지, 2007; Feuerstein, Feuerstein, &

Falik, 2009b). 첫째, 전통적 지능검사가 현재 유아의 지적 능력만을 측정하는 것과 달

리, 역동적 지능검사인 LPAD는 유아가 검사자의 도움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과정과

추론 과정을 평가한다. 둘째, 전통적 지능검사는 모든 유아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같

은 질문을 하며 검사가 진행되고, 특별히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 LAPD

는 유아마다 검사시간이 다르고, 검사자는 각 유아에게 적절한 질문을 하며 중재를

통해 도움을 준다. 셋째, 전통적 지능검사가 정답과 오답과 같은 결과를 중요하게 여

긴다면, LPAD는 지능점수 자체보다는 검사 과정 속 유아의 행동에 초점을 둔다. 넷

째, 전통적 지능검사가 또래 비교집단과 유아의 지능점수를 비교했던 것과 달리

LPAD는 유아 자신의 과거 수행과 비교하고, 유아가 도움을 받아 도달할 수 있는 수

행할 수 있는 수준을 강조한다. 다섯째, 전통적 지능검사는 유아의 교육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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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분히 주지 못하지만, LPAD는 유아의 현재 수행 수준이 아닌 학습 잠재력과 경

향성에 대해 평가하고 인지적 변화 수준을 상세한 프로파일로 제공해준다.

LPAD는 새로운 일련의 도구나 존재하는 것에 대해 측정하는 새로운 방식이 아닌

기존의 검사 및 철학과 이론이 전적으로 변화하길 요구하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간주되고 있다(송미경, 2012). 또한 LPAD는 인지기능의 증진뿐만 아니라 유아의

잠재력과 인지적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통해 보다 자세한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6) FIE 프로그램의 선행연구 고찰

FIE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져왔다

(Arbitman-Smith, Haywood & Bransford, 1984; Feuerstein, Jensen, 1980;

Feuerstein, Rand, Hoffman, Miller, 1980, 2004; Frank, Stolarski, Scher, 2006;

Jensen, 1990). 본 연구에서는 FIE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국외 연구와 국내 연구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FIE 프로그램의 효과 타당도 연구는 Feuerstein과 동료들(1979b)에 의해 베네수엘라

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다(Ruiz, 1985).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6개 집단과 낮은 6개

집단의 10세∼14세 청소년들을 실험집단 314명과 통제집단 318명으로 나누었다. 그리

고 실험집단의 청소년은 주 5일, 하루 1시간씩 총 275시간에 걸쳐 2년간 FIE 프로그

램의 11개 도구로 중재를 받았다. 실험처치 후 일반 지능검사(Cattell-2), 수학과 언어

에서의 수행검사, 자아개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 아동들이 세 가지 검사 모

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점수를 나타냈다. 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사회·경제적 지

위가 높은 집단이 세 검사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실시 후에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수행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지적 능력에 있어서는 두 집단 모두

향상되었고, 학문적 수행을 비교하였을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성취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2년 뒤 실시된 후속 연구에서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훨씬

높은 수행을 나타내며 확산적 효과를 보였다.

미국에서는 1977년도에 Venderbilt 대학에서 Nashville과 그 주변의 학교 학생들 중

11세∼15세 사이의 교육 가능한 정신지체아, 학습 장애아, 지적장애아, 소수의 영재아

들을 대상으로 현장 연구가 이루어졌다. 실험집단은 FIE 프로그램을, 통제집단은 정규

교과 수업을 받았다. 사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 아동들은 통제집단 아동들에

비해 인지적 발달과 학습 태도 및 학습 동기의 향상을 나타냈다. 더불어 아동들은 긍

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되었고, 부모와 교사 등 주위 성인들이 아동을 대하는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한다(Fuerstein et al., 1980, 1987).

이스라엘에서는 2년 동안 12세∼15세 사이의 사회 문화적인 실조아 218명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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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FIE 프로그램과 같은 양의 보편적인 심화 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비교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Feuerstein et al., 1980). 실험집단 아동 114명은 하루 45분, 주 3∼5일간

총 200시간 정도 FIE 프로그램을 통해 중재를 받았고, 통제집단 아동 104명은 같은

시간에 정규교육과정의 보충 수업을 받았다. 두 집단 아동들에게 사전, 사후검사로 성

취도 검사, 학습 참여도, 수업 적응도와 대인관계 검사, 자아개념 검사 등을 실시하였

다. 사후집단에서 실험집단 아동들은 특히 공간 관계와 도형 분류에서 높은 수행을

보였다, 2년 뒤에 실시된 후속 연구에서도 실험집단의 아동들은 언어 및 비언어 검사

에서 우수한 능력을 나타냈다(전효정, 2012; Feuerstein et al., 1980).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Narrol, Silverman 및 Wasksman(1982)의 연구는 성취가 낮은

아동들에게 1년 동안 FIE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이다. 실험집단 아동들은 인지적 수행

의 비언어적 검사에서 통제집단 아동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

아개념과 태도검사에서는 변화가 없었는데, 그 원인은 짧은 기간의 중재와 성격 구조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저항에 있다고 보았다.

시카고에서 이루어진 FIE 프로그램 연구는 직업 훈련소의 고등학교 졸업 대상자들

에게 적용해 성적 향상 효과를 확인한 것이었다. 실험집단의 학생들의 학기 평점이

유의하게 향상되지는 않았지만(Messerer, Hunt, Meyers & Lerner, 1984) 학생들과 중

재자의 피드백이 질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Feuerstein의 역동적 지능관을 뒷받침하

며 인지의 수정가능성을 나타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Jensen과 Singer(1987)의 연구는 중학생 73명을 대상으로 FIE 프로그램 적용을 1년

과 2년으로 나누어 시행한 것이었다. 실험 처치 후 1년 동안 실험집단은 ‘습득’과 ‘가

까운 전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이루었으며, ‘먼전이 과제’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2년 동안 FIE 프로그램을 받은 실험집단은 ‘습득’, ‘가까운

전이과제’, ‘먼전이 과제’ 모두에서 향상 효과를 보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두 집단의 향

상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Mulcahy와 그의 동료들(1993)은 캐나다의 4∼7학년 학생 900명을 대상으로 실험집

단에는 FIE 프로그램을, 비교집단에는 효과적인 학습과 사고를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

을 2년 동안 제공하였다. 그 결과 CAT(Canadian Achievement Test)에서 실험집단의

4학년 학생들은 수학 응용검사와 수학 개념검사에서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고, 7학년

학생들은 수학 계산 검사, 수학 개념검사, 수학 응용검사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

Church(1994)의 연구는 사회·경제적 지위(SES)가 낮은 지역의 4∼7학년 학생 46명

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매주 3회씩 FIE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이었다. FIE 프로그램이

끝난 후 실험집단에 속하는 23명의 학생들은 학업성취도 검사(Iowa Test of Basic

Skills)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Lurie와 Kozulin(1995)은 이스라엘로 이민을 온 7세∼15세 사이의 청각장애아 10명

에게 FIE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초기 교육 환경의 결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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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와 점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아동들은 실험처치 후 상위 인지능력과 인지 기

술의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냈다.

Skuy, Young, Ajam, Fridjhon 및 Lomofsky(2001)는 남아프리카의 초등학교 교사

18명에게 FIE 프로그램을 3개월 간 가르쳤다. 교사들은 도구에 대한 내용 및 인지 원

리, 목표 등에 대한 학습전략을 배우고 장애아에게 18개월간 FIE 프로그램을 제공하

였다. 실험처치 후 장애아들의 산출물 중심교육(OBE: Outcomes Based Education)능

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Kozuiln 등(2010)은 캐나다, 칠레, 벨기에,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의 나라에서 지적

수준이 5∼7세 수준인 아동들을 대상으로 FIE-B 프로그램의 효과를 밝히는 연구를

하였다. 연구 기간 동안 실험집단에 속한 104명의 아동들은 FIE-B 프로그램을 30주∼

45주간 27∼90시간 동안 받았고, 통제집단의 아동 72명은 보편적인 작업감각 치료를

받았다. 그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Wechsler 지능검사의 일부 소검사(공통성,

빠진곳찾기, 차례맞추기)와 Raven의 매트릭스 지능검사에서 더 높은 수행을 나타냈다.

국내에서는 90년대부터 장애아를 대상으로 FIE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

다. 명성혜(1990)는 지적장애아를 대상으로 FIE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처치 후, 실험

집단의 아동들이 높은 지적 성취를 나타냈지만 일반 아동의 지적 수준까지는 향상되

지 못했음을 보고하였다. 그 원인을 Feuerstein 등(1979b, 1980)의 연구에서는 2∼3년

간 꾸준히 FIE 프로그램의 15개 도구 모두를 실시하였지만, 이 연구는 중재 시간이

30시간으로 짧았고, 점조직(OD) 도구 하나만을 사용한 것에서 찾았다.

전윤식(1990)은 중학교에 다니는 지적 장애아 12명을 대상으로 8개월 동안 하루 40

분씩, 주 3회간 FIE 프로그램의 점조직(OD), 공간지각Ⅰ(OSⅠ), 비교(Comparisons)

도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점조직(OD) 도구만 수행한 아동은 3명, 점조직(OD)과 공

간지각Ⅰ(OSⅠ) 도구를 수행한 아동은 5명, 점조직(OD)과 공간지각Ⅰ(OSⅠ), 비교

(Comparisons) 도구까지 수행한 아동은 4명이었다. 도구 수행 결과와 실험집단 아동

들은 상관없이 Raven의 매트릭스 지능검사에서 유의한 향상을 나타냈다.

이후 전윤식, 정홍섭과 임말수(1992)는 일반 중학교의 특수반 학생 12명과 특수학교

에 다니는 중학교 2학년 학생 9명을 대상으로 FIE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약 1년간 하루 40분씩, 주 3회씩 FIE 프로그램의 점조직(OD), 공간지각Ⅰ(OSⅠ), 비

교(Comparisons) 도구를 적용하였다. 실험처치 후, 일반 중학교 특수아동 12명은 괄목

한 인지 향상을 보였다. 1년 동안 점조직(OD) 도구도 다 못 끝낸 학생이 있었음을 감

안한다면, 도구를 많이 수행했다고 해서 적게 이수한 학생보다 인지능력의 향상 속도

가 반드시 높지 않았다는 것과 중재의 질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특수학교 학생

의 지능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들은 지능이 극히 낮았고 언어와 청각

등 장애가 있어 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원인으로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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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익(1992)은 정신지체가 있는 중학생 55명을 실험집단 29명과 통제집단 26명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의 학생에게 1주일에 5시간 씩, 5개월에 걸쳐 FIE 프로그램을 73시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점조직(OD) 도구는 13시간, 비교(Comparisons) 도

구는 22시간, 수열(Numerical Progressions) 도구를 38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실험처

치가 끝난 후, 전이 효과가 나타났고 지능검사의 5요인 중 공간지각과 수열추리에서,

행동평정척도의 4요인 중 정서적 안정과 학습습관 요인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고 한다.

임말수(1992)는 지적장애를 보이는 여중생 14명과 일반 여중생 10명을 대상으로

FIE 프로그램의 5가지 도구를 1년 동안 총 240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지적장애를

보이는 중학생과 일반 여중생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모두 지능점수가 유의하게

향상했으나, 자아개념 검사에서는 일반 여중생 실험집단에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

다.

황희숙(1992)은 학습부진아 10명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매일 1시간씩 FIE 프로그

램의 점조직(OD) 도구를 19회 시행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 학생들은 KPTI(한국심

리검사연구)의 집단 지능검사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Raven의 매트릭스 지능검

사와 자아개념검사 결과는 향상되지 못하였다고 한다.

전윤식(1993)은 FIE 프로그램을 통한 일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루에

40분씩, 주 4~5회 총 24시간 동안 점조직(OD)과 공간지각Ⅰ(OSⅠ) 도구로 중재하였

다. 중재가 끝난 후 학생들의 추리력의 향상과 지능 향상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효과

가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주의집중력과 과제에 대한 흥미가 향상되었고, 긍정적인 자

아개념을 갖게 되며 학생들의 전반적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보고하였다.

그 후 전윤식(1997)은 다운증후군 아동의 어머니가 자신의 가정에서 특수학교에 다

니는 자신의 중학생 자녀에게 매일 40분∼50분, 주 5회, 총 22주 동안 점조직(OD) 도

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처치 후 실험집단 아동들은 인지

능력과 학습능력, 운동 작업능력, 사회성숙도 등에서 향상을 나타냈다.

송길연과 성옥련(1998)은 중학교 1학년 학생 중 읽기에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 47명

에게 FIE 프로그램 중 점조직(OD)과 그림(Illustration) 도구를 하루 40분씩, 1달 동안

16회 가량 실시하였다. 그 결과 FIE 프로그램을 통해 중재를 받은 학생들은 추론능력

과 읽기이해 수준에서 향상을 보였으며, FIE 프로그램이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으

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김영미(2000)는 초등학교 4학년 ADHD 아동 12명에게 FIE 프로그램의 점조직

(OD) 도구를 1시간씩 주당 3∼4회, 총 7개월 간 총 25회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

단 ADHD 아동 6명의 주의력 결핍과 충동성 감소에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이

재숙(2006)도 초등학교 2∼4학년 사이의 ADHD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7주간 FIE 프

로그램의 점조직(OD) 도구를 19회 시행하였다. 실험집단 아동 5명은 7주 뒤 사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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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선택적 주의집중과 지속적 주의집중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함윤주(2003)는 일반 초등학교에 다니는 경도 정신지체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FIE

프로그램의 점조직(OD) 도구를 2달 동안 44회기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 배정된 아

동들은 충동성이 유의하게 줄었으며, Raven의 매트릭스 검사, 표상적 스텐실 디자인

검사(RSDT), 수단-목적 문제 해결능력 검사에서 유의한 향상을 나타내어 FIE 프로그

램이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박병화(2006)는 초등학교 저학년 발달장애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약 5개월간 FIE

프로그램 중 점조직(OD)외에도 분석적 지각(AP) 도구를 총 48회기 가량 실시하였다.

실험처치가 끝난 후, 실험집단 아동 10명의 지각능력과 유추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한

다.

장애 아동 뿐만 아니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일반 아동에게도 FIE 프로그

램은 효과를 나타냈다. 김봉배(2003)는 낮은 학업 성취수준을 보이는 초등학교 4학년

인 일반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2달 간 FIE 프로그램 중 점조직(OD)과 공

간지각Ⅰ(OSⅠ) 도구를 하루 1시간씩, 주 2회 총 16회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실험집

단 아동 10명은 자기 효능감 향상과 충동성이 감소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서금택(2007a)은 초등학교 5학년인 일반 아동 92명에게 7개월간 FIE 프로그램의 점

조직(OD), 공간지각Ⅰ(OSⅠ), 분석적 지각(AP), 비교(Comparisons) 도구 4가지를 실

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실험집단 아동의 지능 향상에는 효과가 없었지만 창의성은 향

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김민정(2013)의 연구는 초등학교 1∼2학년 일반 아동 40명에게 FIE 프로그램의 점

조직(OD) 도구를 적용한 것이다. 실험처치가 끝난 후, 실험집단 아동들은 주의집중력

향상, 비언어성 지능 향상, 실행기능과 정서지능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나타

냈다.

일반 유아들도 FIE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서금택과 박숙희

(2006)는 만 5세 일반 유아에게 점조직(OD) 도구를 통한 또래중재학습경험을 3개월

간 적용하고, 지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실험집단 8명과 통제집단 8명으

로 나누어, 실험집단의 유능한 유아 4명이 다른 유아 4명을 중재하는 방법으로 소집

단 처치가 이루어졌다. 실험 처치 후, 실험집단 유아들의 인지기능 향상과 유효중재

33회, 혼잣말 21회, 비중재 19회, 틀린 이해 13회, 유효이해 11회 순으로 나타나 또래

중재의 지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1년 뒤 서금택(2007b)은 서금택과 박진희(2006)의 연구와 서금택과 박숙희(2006)의

연구대상자 중 추적 가능한 유아 48명을 대상으로 FIE 프로그램이 지능에 미치는 장

기적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FIE 프로그램을 처치한 1년 후에도 전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유의효과 및 고기능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확산효과에서도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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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지(2007)는 FIE-B 프로그램의 점조직(OD)과 TCAL 도구를 일반 유아에게 적

용하였다. FIE-B 프로그램을 50분씩 주 3회씩 14회기 동안 적용한 후 유아의 시지각

과 지능 발달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주희와 황희숙(2012)은 FIE-B 프로그램의 정서인식(EM) 도구를 만 5세 유아 50

명에게 적용한 연구를 하였다. 이를 통해 정서지능의 향상과 언어표현력의 하위요인

중 ‘내용이 일치하는 이야기 꾸미기’에 유의한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송미경(2012)은 FIE-B 프로그램의 FUG 도구를 최초로 국내의 만 5∼6세 일반 유

아 31명에게 적용하였다. 실험처치가 끝난 후, 실험집단 유아들은 인지기능이 향상되

어 주의집중의 향상, 충동성 감소, 처리속도 조절과 비언어적 지능의 향상과 같은 긍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그 후 배경미(2013)도 만 4∼5세 일반 유아 50명에

게 FUG 도구를 2개월 간 20회기 가량 적용한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 유아

들이 비언어성 지능검사(CTONI-2)의 그림지능과 전체지능 점수에서 향상을 보였지만

연구기간이 짧아 비언어성 지능검사의 도형 검사와 수학적 사고력 증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강민옥(2017)은 만 5세 유아들에게 FIE-B 프로그램의 점조직(OD) 도구를 20회기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 유아들의 전체 지능 향상을 확인하였고 세부적으로 언

어이해,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기억, 비언어, 일반능력, 인지효율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되었음을 보고하였다.

FIE 프로그램은 영재아들에게도 효과가 있었다. 오영진과 신선희(2008)는 만 6세 영

재 유아에게 8주 동안 FIE 프로그램의 점조직(OD) 도구를 주 2회씩, 총 16회를 제공

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 유아의 도형추론 능력은 향상되었지만 언어추론 능력 향상

에는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길경숙(2009)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영재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FIE 프로그

램의 점조직(OD)과 분석적 지각(AP), 비교(Comparisons) 도구를 실시한 후 주의통제

와 인지적 융통성 향상, 정보처리과정이 향상되었다고 한다. 이 후 양연숙과 길경숙

(2010)의 연구에서도 실험집단의 영재아동들은 FIE 프로그램 참여 후 선택적 주의집

중, 자기통제력 및 지속적 주의집중 등 주의통제능력이 향상되었음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재 아동의 주의전환 과제의 수행 시간이 단축되어 사고의 전환이 빨라지고,

인지적 융통성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E 프로그램의 일부 도구를 활용해 만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도 있다. 김

미정(2011)은 FIE-B 프로그램의 부조리한 상황의 비교와 분석Ⅰ(CDA-Ⅰ)도구를 활

용해 만든 논리 중심 이야기 해석 프로그램을 만 4∼5세 일반 유아 60명에게 적용하

여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허혜진(2011)은 만 4∼5세 일반

유아 40명에게 FIE-B 프로그램의 공감적 행동(FEA) 도구를 바탕으로 만든 공감적

행동 인지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은정(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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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만 4세 일반 유아 40명에게 FIE-B 프로그램의 정서인식(EM) 도구를 응용한 상황

별 정서인지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정서지능의 향상을 보고하였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FIE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도 있다. 서금택과 차성현

(2013)은 서금택(2007a)의 연구를 확장시켜 저소득계층의 초등학교 4∼5학년 아동 40

명에게 FIE 프로그램의 점조직(OD), 공간지각Ⅰ(OSⅠ), 분석적 지각(AP), 비교

(Comparisons) 도구를 주 1회, 6개월 간 총 24회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

아동의 지능이 향상되고,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강한나(2014)는 FIE 프로그램과 정보처리이론을 토대로 만든 Cognitive Spectrum

프로그램이 저소득가정 아동(만 5∼8세)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실

험처치가 끝난 후 실험집단 아동 56명은 비언어성 지능검사(CTONI-2)의 도형유추,

도형범주, 그림순서 3개의 소검사 점수와 전체 IQ 점수에서 향상을 나타냈다.

비슷한 장애를 겪는 아동과 유아에게 개별적으로 FI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효과를

알아본 연구도 있다. 정영이(2003)의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인 경도 정신지체 아동 2

명에게 집중적으로 하루 90분씩 주 2회기, 총 31회기의 FIE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이

다. FIE 프로그램의 점조직(OD)과 분석적 지각(AP), 비교(Comparisons) 도구를 6개

월간 실시한 결과 두 아동 모두 인지능력의 향상과 학문적 자아개념에서 긍정적인 변

화를 보였다. 최유미(2008)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특수학급에 다니는 정신지체 아동

3명에게 FIE 프로그램의 점조직(OD) 도구를 1회기 당 1시간씩, 주 5회 7주간 개별적

으로 중재하였다. 중재 후 정신지체 아동의 부적절한 소리를 내거나 자세를 취하는

행동, 또래를 방해하는 행동, 자리를 이탈하는 행동 감소와 같은 문제행동이 줄어들었

다고 하였다.

최은주(2006)는 발달지체 유아 3명에게 하루 20분∼30분간 주 3회씩 3달간 FIE-B

프로그램의 점조직(OD)과 TCAL 도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고, 발달지체 유아의 인

지처리기능 중 동시처리기능의 향상과 문제해결 행동에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한

다. 전은경(2007)도 발달지체 유아 2명에게 FIE-B 프로그램의 점조직(OD)과 TCAL

도구를 제공한 결과 운동-감소 시지각 발달과 시각-운동 통합 발달에 도움이 되었음

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학습자에게 FIE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례연구가 보고되었다. 강영

심(1994)은 경도 지적 장애아를 대상으로 FIE 프로그램이 인지수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습 잠재력 진단도구(LPAD) 중 하나인 표상적 스텐실 검

사(RSDT)점수와 KEDI-WISC 검사의 언어성 검사 점수가 향상되었고, 매트릭스 검

사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박민정(2010)은 우울과 불안을 느끼고 사회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13세 남아에게

FIE 프로그램의 점조직(OD), 공간지각Ⅰ(OS-Ⅰ), 분석적 지각(AP), 비교

(Comparisons), 그림(Illustration), 정서인식(EM)을 포함한 5가지 도구를 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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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0시간 제공하였다. 1년 후 아동의 동작성 지능과 언어적 지능은 향상되었고, 자아

존중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시행착오 행동과 우울 및 불안 수준이 감소되었

다고 하였다.

송길연(2010)은 특히 언어발달이 지체된 정신지체 청소년에게 FIE-Standard 프로그

램을 186회기 가량 제공하였다. FIE-Standard 프로그램의 점조직(OD), 공간지각Ⅰ,Ⅱ

(OS-Ⅰ, OS-Ⅱ), 비교(Comparisons), 분석적 지각(AP), 범주화(Categorization), 가족

관계(FR), 삼단논법(Syllogism), 전이관계(TR)과 같은 9가지 도구를 통해 중재를 받은

정신지체 아동은 학업 성적이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중간정도 지체인 아동들도 체계

적인 인지능력 향상 중재를 통해 중등교육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근애(2014)는 인지발달이 지연된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FIE-B의 점조직(OD)과

정서인식(EM) 도구를 10개월 간 적용하였다. 실험처치가 끝난 후, 아동의 인지능력과

집중력의 향상, 수용어휘력 수준이 발달된 것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인지적 책략 사

용의 증가와 정서표현 및 이해능력이 향상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

엄윤주와 조혜수(2018)도 FIE-B 프로그램의 점조직(OD) 도구를 아동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 3명(평균 지능 : 1명 평균 하 지능: 2명)에게 적용하였

다. 주 2회, 50분씩 총 16회 동안 중재를 받은 아동들은 비언어성 지능(K-CTONI-2)

검사와 학령기 언어(LSSC)검사에서 향상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사례연구가 주로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장애 유아와 청소년으로 주로 이루어

진 반면 강한나(2010)는 초등학교 5∼6학년인 영재 아동에게 FIE-B 프로그램의 CDA

도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영재 아동이 확산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FIE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인지수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 연구들은 90년대에 시작되어 2000년대 초까지는 주로 장애아동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2000년대 중반부터 영재 및 일

반 유아와 아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그 연구의 수가 적다. 그리고 단기간 동

안 소규모 집단을 통해 몇 가지 특정한 도구들을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대

부분인 실정이라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FIE-Basic 프로그램의 이해

(1) FIE-Basic 프로그램

FIE-Basic 프로그램은 FIE-Standard 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3 ∼ 7세의 유아들과

심각한 인지적 결함을 보이는 학령기 아동이나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해 개발되었다

(Feuerstein, Mintzker, Shachar & Cohen, 2001). 이 프로그램은 일대일로 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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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인 중재를 하는 상황과 소집단이나 대집단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FIE 프로그램의 기본 목표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학습기회와 인생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경험과 직접적인 자극에 노출되는 것을 통해 인지행위를 변

화시켜 인간의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첫째, 부적절

하거나 부족한 중재학습경험으로 인해 결핍된 유아의 인지기능을 수정하는 것이다.

둘째, 유아가 인지과제 수행에 필요한 기본개념과 명칭, 어휘를 습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셋째, 유아가 인지적 과제를 수행 할 때 내재적 동기를 느낄 수

있도록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넷째, 유아가 성공 혹은 실패에 직면하여, 내면적으

로 성찰하는 과정을 겪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초인지 능력과 학습방법에 대한 학

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섯째,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며 자신

감을 느낄 수 있게 돕는 것이다(송미경, 2012; Feuerstein, et al., 1980).

FIE-Basic 프로그램은 Level 1과 Level 2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11가지 도구로 이

루어져있다(박혜원, 2012). Level 1에는 전형적 도형과 비전형적 도형을 찾기 위해 무

질서하게 흩어진 점을 연결하며 충동성을 억제하는 ‘점조직(Organization of

Dots-Basic)’, 공간과 방향에 대한 어휘와 개념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공간 인식

(Orientation in Space-Basic)’, 흩어진 점들을 제시된 수만큼 세고 묶는 활동을 통해

수 개념을 발달시키는 ‘단위-집합(From Unit to Group)’, 정서인식과 공감 능력을 향

상하는 ‘정서인식(Identifying Emotions)’, 감정이입을 통해 적절한 행동을 이해하는

‘공감적 행동(From Empathy to Action)’, 비논리적인 상황들을 서로 비교하고 가설을

검증하며 추상적,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 ‘부조리한 상황의 비교와 분석(Compare and

Discover the Absurd)’, 눈을 가리고 촉각을 이용해 도형의 모형을 인지하는

Tri-Channel Attentional Learning(TCAL)을 포함한 7가지의 도구가 있다.

Level 2에는 동식물과 사물들의 특징을 상세하게 인식한 후 비교와 범주화 활동을

하는 ‘유사성 알기(Know and Identify)’,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의 정서를 인식하고 적

절한 해결방식을 생각하는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 학습(Think and Learn to

Prevent Violence)’, 문장을 읽고 이해하며 독해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인 ‘독해력을 위

한 질문학습(Learning to Question for Reading Comprehension)’, Level-1의 ‘부조리

한 상황의 비교와 분석’ 도구 보다 높은 인지 능력이 요구되는 ‘부조리한 상황의 비교

와 분석-2’(Compare and Discover the Absurd-2)을 포함하여 4가지 도구가 있다. 이

를 다시 도구의 역할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송미경,

2012).

첫째, 지각-운동 발달에 중점을 두며 주의 집중력을 기르고, 체계적으로 탐색한 뒤

계획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도구는 점조직(OD-B)과 TCAL(Tri-Channel Attentional

Learning)이 있다. 둘째, 공간 구성에 초점을 맞추며 이해력을 강조하며 체계적인 탐

색과 공간 관계에 대한 구체화를 돕는 도구는 공간 인식(OS-B)이다. 셋째, 정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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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해석하고 감정의 사회적/행동적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감정을 일으

키는 요소들을 찾는 것에 중점을 두는 도구는 정서인식(EM)과 공감적 행동(FEA)이

다. 넷째, 추상적이고 통합적 사고에 중점을 둔 도구는 단위-집합(FUG), 부조리한 상

황의 비교와 분석1, 2(CDA-1, 2), 유사성 알기(K&I),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 학습

(TLPV), 독해력을 위한 질문학습(LQRC)이다.

2) FIE-Basic-정서인식(Identifying Emotions: EM) 도구

정서인식(Identifying Emotions: EM) 도구는 유아들이 자주 느끼는 행복, 분노, 놀

람, 슬픔, 고통, 공포, 혐오와 같은 7가지 정서에 대한 내용이 그림으로 표현되어있다.

이 도구는 7개의 정서가 각각 3페이지씩 있으며, 총 21페이지이다.

한 페이지에는 대표 감정을 잘 나타내는 사진 1개와 사회적인 행동 상황을 묘사하

는 그림 4개가 있다. 대표 감정들은 연령, 성별, 인종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담은 사진을 통해 제시된다. 예를 들면 사진 속 인물들은 눈을 크게 뜨거나, 입을 벌

리거나 혀를 내밀고, 손을 움직이며 대표 감정을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유아들은

대표 감정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고 해석하는 인지과정을 거쳐 감정을 확인해야 한다.

사회적인 행동 상황을 묘사하는 그림 장면 4가지는 대표 감정 사진과 관련해, 감정

표현 정도의 관련성과 적합성을 고려하여 색을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정서와 그 정

도가 모두 부적절한 장면은 파란색, 필수적인 조건은 빠졌으나 적절한 감정을 나타내

는 장면은 초록색, 적절한 정서를 표현하였으나 정도가 부적합한 장면은 노란색, 정서

와 그 정도가 모두 적합한 장면은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대표 감정이 일어날 수 있는

네 가지 상황에 대한 그림이 주어지면, 유아들은 각 상황 그림에 색을 부여한 근거와

이유를 체계적으로 찾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정서와 관련 상황들 간의 사회적

이고 감정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정서인식(Identifying Emotions : EM) 도구의 각 페이지들은 감정의 유형이나 정도

와 관련해 체계적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다. 어떤 페이지는 유아의 관련 경험에 따라

더 쉽고, 분명하게 구별되는 대표 감정과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고, 다른 페이지는 유

아의 관련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애매한 감정표현과 모호한 상황을 담고 있다. 따라

서 각 페이지를 반드시 순서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유아들의 이해 정도와 필요

에 따라 순서를 조절하여 제시할 수 있다(Feuerstein, Feuerstein, & Falik, 2009a).



- 32 -

주제(대표 감정) 해당 page

활동 소개 Cover page

행복(Happiness) 4, 10, 21

분노(Anger) 2, 14, 20

놀람(Surprise) 1, 8, 15

슬픔(Sadness) 5, 16, 19

고통(Pain) 7, 11, 17

공포(Fear) 6, 13, 18

그림 1 . FIE-Basic-정서인식(EM) 도구

① 도구의 목표

정서인식(Identifying Emotions: EM) 도구의 중요한 목표는 유아들이 정서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과 다양한 상황에서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도

록 돕는 것이다. 하위 목표는 감정 표현의 이해 범위를 넓혀 유아들이 다양한 정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때 그 정서에 대해 간접적으로 배우기, 유아의 경험의 폭을 넓히

고 문화를 이해하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황적 요소와 사람들의 감정을

상세하게 이해하기, 분노 조절과 관련하여 행동하기 전 생각하기, 사회적인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하며 사회화하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추론하기 등이 있다.

표 1. 정서인식(Identifying Emotions: EM) 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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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Disgust) 3, 9, 12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유아들의 이해도와 도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페이지를 선택하였다. 선택한 페이지는 Cover page, 행복은 4쪽, 분노는 14쪽, 놀람은

8쪽, 슬픔은 16쪽, 고통은 17쪽, 공포는 18쪽, 혐오는 9쪽이다.

② 활동 절차

도입 단계에서는 이전 시간에 다룬 감정 사진을 보며 회상하기, 친구와 나의 표정에

서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진다. 그 후 오늘 제시된 주제별 대표

감정을 자세히 살펴보기, 대표 감정의 이름을 붙이고 이해하기, 대표 감정의 표정 따

라 짓기, 표정의 특징과 이유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진행한다. 중재

자는 의미성의 중재를 통해 유아들이 활동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소속감의 중재를 통해 유아들은 서로의 사진 속 표정을 비교하며 자신

과 타인의 정서를 연결해 이해할 수 있다.

전개 단계에서는 4가지 그림 속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이해하기, 주인공의 뒷

모습과 옆모습을 보며 표정과 감정에 대해 추측하기, 감정의 강도와 적절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 진행된다. 중재자는 상호성과 의도성 중재를 통해 유아의 반응

을 이끌어내고 유아의 수준에 알맞게 자극을 조절하여 제공해야 한다. 행동 통제의

중재를 통해 유아들이 그림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돕고, 공유 행동의 중재를 제

공하여 유아가 타인과 토론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도울 수 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림에서 바뀌어야 할 점 찾기, Bridging 활동으로 대표 감정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 발표하기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진다. 중재자의 초월성의 중재와

유능감의 중재가 주어지면, 유아는 자신이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일반화를 통해 자신

감을 느낀다.

(3) FIE-Basic-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 학습(Think and Learn to Prevent

Violence: TLPV) 도구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 학습(Think and Learn to Prevent Violence: TLPV) 도구

는 유아가 갈등 상황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과 각 해결책의 최종 결과에 대해

도출하게 한다. 도구는 총 21페이지이며, 회기가 진행될수록 내용이 복잡해진다. 각

페이지는 일상생활에서 있을 법한 갈등상황 그림 장면 1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 그림 2∼4개, 각 해결책의 결과에 대한 그림 2∼4개가 포함된 세미카트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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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FIE-Basic-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도구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미카트 형식에는 말풍선이 포함되어 유아들은 각각의 상황에서 등장인물들의 대

화 혹은 속마음을 말풍선에 쓸 수 있다. 쓰기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유아라면,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전달하고 교사가 대신 써주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해결책의 결과

에 대한 그림의 하단에는 빈 네모 상자가 있는데, 그 칸에는 어떤 해결책의 결과인지

적어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다. 해결책 그림의 상단의 빈 동그라미에는 해결책들을

평가하여 순위를 적어 최상의 상태로 정렬할 수 있다.

도구의 초점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갈등의 다양한 원인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유아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이 제시된다. 정서인식(Identifying

Emotions : EM) 도구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감정과 관련된 행동을 다루고, 특히 유아

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정보처리 능력과 의사결정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유아는 갈등

상황을 해석하여 세부적인 요소를 찾고, 이를 고려해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각 해결책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고 그 근거를 대며, 평가하는 과정을 거

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유아는 개인적인 행동을 더욱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으

로 처리하며 행동이 사람의 감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유아들은 중재자와 함께 생각을 발표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유하는 토

론 과정이 필요하다(Feuerstein, Feuerstein, & Falik, 2009a).

① 도구의 목표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 학습(Think and Learn to Prevent Violence: TLPV) 도구

의 중요한 목표는 갈등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다. 하

위목표로는 갈등으로 인한 결과를 예측하고 확인하기, 가능한 결과들을 모두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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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해당 page

활동 소개 Cover page

물건으로 인한 싸움과 갈등 1, (2), 5, 16, (18)

사회적 무감각 3, 8, 9. 19, 21

사회적 고립 4, 14

기, 그림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등장인물들이 경험하는 것을 언어로 표현하

기, 갈등을 구분하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어휘를 습득하고 이해하기, 갈등의 본질 파

악하기, 갈등상황에 대한 대안적인 관점과 해결책을 인식하기, 실질적인 대안과 그 결

과를 파악하기, 사회 규범을 학습하기가 있다.

② 활동 절차

도입 단계에서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회상하는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 먼저

이루어진다. 그 후 오늘 제시된 주제별 대표 그림을 자세하게 탐색하기, 주제별 대표

그림의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등장인물의 표정의 관련성에 찾기와 같은

활동이 진행된다. 중재자의 의미성의 중재를 통해 유아들은 활동에 대해 흥미를 느끼

며 이해하고, 행동통제의 중재를 통해 유아들은 그림을 더 자세히 보려고 노력한다.

전개 단계에서는 해결책 그림과 결과 그림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기, 그림 속 상황

과 등장인물의 표정을 탐색하기, 등장인물들의 대화 추측하기, 전반적인 그림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해결책과 결과 연결하기와 같은 활동이 진행된다. 중재자는 도입

단계에서 이루어졌던 행동 통제의 중재 외에도 공유행동의 중재를 제공하여 유아가

타인과 함께 토론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야 한

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책에 대해 평가하기, 해결책을 평가한 이유에 대

해 이야기 나누기, 더 좋은 해결책 생각하기, 자신의 관련 경험 이야기 나누기 활동이

이루어진다. 중재자의 긍정적인 대안에 대한 중재를 통해 유아는 효과적이며 갈등상

황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자연스럽게 찾게 된다. 초월성의 중재가 주어

지면 유아는 자신이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일반화를 할 수 있게 된다.

표 2.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 학습(Think and Learn to Prevent Violence :

TLPV) 도구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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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행동 거부 반응 6, 12, 20

직접적인 공격적 행동과 적대감 (2), 11, 15. 17, (18)

사회적 공정성 13

( )는 해당 페이지가 한 가지 이상의 갈등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화

적이고 경험적인 관점에서 주제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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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성별 월령

남(%) 여(%) M SD

실험집단 17 8(47.1) 9(52.9) 63.94 3.34

통제집단 18 8(44.4) 10(55.6) 63.61 3.61

계 35 16(45.7) 19(54.3) 63.77 3.44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한 W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4세 유아

35명이다. 이 중 실험집단에 17명(남아: 8명, 여아 9명), 통제집단에 18명(남아: 8명, 여

아 : 10명)의 유아를 무선 배정하였다. 2017년 10월을 기준으로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

월령 분포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대상 유아의 집단별 성별과 월령 분포

2. 측정도구

1) 또래갈등 해결전략 검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송미선(2001)의 ‘또래갈

등 해결전략’ 검사 도구를 사용하되, 박혜림(2014)의 연구에서 남아용과 여아용으로

구별해 제작한 그림을 유아에게 함께 제시하였다. 송미선(2001)의 도구는 Chung과

Asher(1996)의 ‘Children's Conflict Resolution Measure’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예비

조사를 거친 후 실정에 맞게 수정·고안된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들에게 이야기로만 갈등 상황을 제시하였을 때, 유아들이

갈등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유아가 갈등상황에 대해 구체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추가로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가설적인 갈등상황 8가지

는 두 명의 유아들 간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

어졌다. 갈등상황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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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또래갈등 상황의 내용

갈등상황 1 대부분 완성해가는 퍼즐의 한 조각을 친구가 빼앗아 가는 상황

갈등상황 2
친구와 함께 바깥놀이 시간에 그네가 타고 싶어서 뛰어갔으나, 비어

있는 그네가 하나 밖에 없는 상황

갈등상황 3

남아의 경우, 자유선택시간에 병원 놀이를 하며 의사 역할을 맡아 놀

고 있는데, 늦게 온 친구가 자기가 의사를 하고 싶다고 우기는 상황

여아의 경우, 자유선택시간에 엄마 역할을 맡아 놀고 있는데, 늦게 온

친구가 자기가 엄마를 하고 싶다고 우기는 상황

갈등상황 4
판 게임 도중 내가 주사위를 던져 6이 나와 내 말을 6칸 움직였는데,

친구가 1이 나왔다고 우기는 상황

갈등상황 5
순서를 기다려 내가 컴퓨터 할 차례가 되었는데 먼저 하고 있던 친구

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비켜주지 않는 상황

갈등상황 6
친구네 집에서 좋아하는 텔레비전 만화를 같이 보기로 하고 갔으나,

친구는 다른 만화를 보는 상황

갈등상황 7
얼음땡 놀이를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같이 하자고 이야기했으나 거절

당한 상황

갈등상황 8
친구네 집에서 놀러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고 했으나 친구가 장난

감을 만지지도 못하게 한 상황

표 4. 또래갈등 상황의 내용

2) 사회적 기술 검사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Gresham과 Elliot(1990), 김미

옥(2001), 김향지(1996), 이태영(2000) 등의 연구들을 토대로 윤치연(2008)이 국내의 실

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표준화한 ‘한국 유아 사회성 기술검사(Korean Social Skills

Rating System: K-SSRS)’ 도구를 사용하였다. 한국 유아 사회성 기술 검사

(K-SSRS)는 만 4세부터 만 6세 유아의 사회성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도

구로 문제해결, 정서표현, 질서의식, 자신감과 같은 네 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유아와 함께 생활하며 유아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부모나 교사들

이 유아를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에 대해 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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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정의 문항 수 구성문항 신뢰도

문제해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친사회적으

로 해결하는 능력

13

18, 22, 25, 27, 29,

30, 31, 32, 33, 34,

35, 36, 39

.89

정서표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

하는 능력
15

1, 2, 4, 5, 9, 11,

13, 14, 15, 21, 23,

24, 26, 28, 38

.90

질서의식
놀이나 활동 시 정해진 규칙

과 질서를 잘 지키는 능력
6

10, 16, 17,

20, 37, 40
.86

자신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

와 자기 확신에 찬 태도
6

3, 6, 7,

8, 12, 19
.84

전체 40 .93

수집을 위해 유아의 담임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5점 Likert 척도에 따라 평소 유아의 행동 관찰 내용을 발생 빈도에

따라 ‘전혀 아니다’는 1점, ‘약간 그러하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대체로 그러하다’

는 4점, ‘항상 그렇다’는 5점으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역채점 문항은 없으며 점

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요인의 사회적 기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으로 측정된 문항들의 신뢰도는 표 5에 제시한 것처럼 문제해결 .89,

정서표현 .90, 질서의식 .86, 자신감 .84 그리고 전체 사회성 지수는 .9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영역의 문항들이 내적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한국 유아 사회성 기술 검사의 하위요인별 정의와 문항구성 및 신뢰도

3. 연구절차

1) 중재자 훈련

FIE 국제 센터인 ICELP(The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Enhancement of

Learning Potential)의 인증서를 받은 자만 FIE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본 연구자는 한국 FIE 공인센터인 ‘아동평가·중재협회(ACAM)’ 에서 2017년 2월

에 FIE-Basic-1 프로그램, 2017년 9월에 FIE-Basic-2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를 꾸준

히 받았다. 본 연구의 연구 절차와 기간은 표 6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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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기간

연구대상 선정 2017년 9월 18일 ∼ 2017년 9월 29일

검사자 훈련 및 예비검사 2017년 10월 9일 ∼ 2017년 10월 13일

사전검사

(또래갈등 해결전략, 사회적 기술)
2017년 10월 16일 ∼ 2017년 10월 23일

실험집단 FIE-B 프로그램 실시 2017년 10월 25일 ∼ 2018년 2월 14일

사후검사

(또래갈등 해결전략, 사회적 기술)
2018년 2월 19일 ∼ 2018년 2월 23일

통제집단 FIE-B 프로그램 실시 2018년 3월 2일 ∼ 2018년 6월 12일

표 6. 연구 절차와 기간

2) 연구대상 선정

2017년 9월 18일에 W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원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 절차, 연구계

획에 대해 설명하였다. 어린이집 원장의 협조를 받아 FIE-B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본 연구의 목적 및 절차가 적힌 가정통신문을 2017년 9월 21일과 22일에 만 4세 두

학급 유아의 가정으로 배부하였고, 2017년 9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 본 연구에 참여

를 원하는 유아의 부모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았다. 부모의 사전 동의를 받은 유아들

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배정하였다. 통제집단의 유아에게는 본 연구가

끝난 후 FIE-B 프로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3) 검사자 훈련 및 예비검사

검사자 훈련과 예비검사는 2017년 10월 9일부터 2017년 10월 13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검사자는 총 4명이다. 본 연구자와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보조 검사자 1

명은 또래갈등 해결전략 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들의 담임교사 2

명은 유아의 사회적 기술 검사를 하였다. 또래갈등 해결전략에 대한 검사자 훈련은

2017년 10월 9일부터 11일, 사회적 기술에 대한 검사자 훈련은 2017년 10월 13일에

이루어졌다. 예비검사는 2017년 10월 12일에 실시하였다.

먼저 또래갈등 해결전략에 대한 검사자 훈련을 통해 본 연구자가 보조 연구자에게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과 또래갈등 해결전략 검사도구의 각 문항과 절차에 대한 설



- 41 -

명을 하였다. 그리고 의문점에 대해 함께 토의하고 검사도구에 대해 숙지하였다.

그 후, 예비검사를 진행하며 검사도구의 적절성과 소요시간을 확인하고 사전·사후

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오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예비검사의 대상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울산광역시의 S어린이집 만 4세 유아 4명과 그들의 담임교사 1

명이다. 유아 4명에게 또래갈등 해결전략 검사를 실시하기 전 1∼2분 동안 유아의 이

름을 확인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간단히 하며 유아가 긴장을 풀도록 하였다. 검사시

간은 한 유아 당 대략 10∼12분이 소요되었고, 유아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은 없어

충분히 언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

간혹 유아가 두 가지 범주에 속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친구에

게 달라고 말해요. 그래도 안 주면 선생님한테 이를 거예요.” 와 같은 답변이다. 이 답

변은 자기주장적 전략과 중재요청 전략의 2가지 범주에 중복으로 해당된다. 본 연구

에서는 박성빈(2014)의 선행연구에 따라 먼저 답변한 전략에 대해서만 평정하기로 하

였다.

예비검사에 참여한 유아의 담임교사 한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 검사를 실시하

니, 한 부를 작성할 때 약 8∼1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담임교사가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검사 시간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그대로 사용되었다.

사회적 기술에 대한 검사자 훈련은 본 연구자가 W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여 진행

하였다. 본 연구자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들의 담임교사 2명에게 연구의 구체적

인 목적과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진행계획에 대해 안내하였다. 그 후 사회적 기술 검

사 문항과 평정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의문점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4) 사전검사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과 사회적 기술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검사는 2017년 10

월 16일부터 2017년 10월 23일까지 1주일 동안 이루어졌다. 또래갈등 해결전략의 측

정은 교실과 분리된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인 양호실에서 유아와 본 연구자와의 면담

을 통해 이루어졌다. 개별 면담 상황에서 검사자는 유아에게 가설적인 8가지 갈등상

황을 차례로 설명하며 관련 그림을 함께 제시하였다. 이를 들은 유아는 각 상황마다

자신의 해결전략에 대해 답변하고, 검사자는 유아의 반응을 5가지 갈등해결 전략 중

하나로 평정하여 기록하였다. 보조 검사자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유아의 시야에서 벗

어난 뒤편에 앉아 유아의 답변을 듣고 기록하였다. 평정자간의 신뢰도는 .96이다.

가설적인 갈등상황 8가지를 접한 유아는 여러 가지 반응으로 답할 수 있는데, 송미

선(2001)은 이를 친사회적 전략, 적대적 전략, 자기주장적 전략, 수동적 전략, 중재요

청 전략과 같은 5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도 송미선(2001)의 갈등해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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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측정기준과 예시

친사회적

전략

자신과 친구 양쪽 모두의 요구를 수용하며 친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

예시) “나는 친구에게 나랑 같이 놀자고 말하고 함께 퍼즐을 완성할

래요.”, “사이좋게 지내요.”

적대적

전략

비우호적인 방법으로 친구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동

예시) “나는 그 퍼즐 조각을 빼앗아 올래요.”, “주먹으로 때려요. 내가

힘이 더 세서 이겨요.”, “발로 차고 밀어요.”

자기

주장적

전략

비공격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

예시) “퍼즐조각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말할 거예요.”

수동적

전략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갈등상황에서 벗어나는 행동

예시) “나는 퍼즐을 그만 둘래요.”, “울어요.”, “잘 모르겠어요.”

중재요청

전략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

예시) “선생님한테 이를 거예요.”,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의 5가지 범주를 사용하였다. 또래갈등 해결전략의 측정기준과 예시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또래갈등 해결전략의 측정기준과 예시

유아의 범주별 전략에 대한 빈도의 범위는 1∼8로 보며, 각 범주별 전략에 따른 빈

도의 수를 합산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8가지 상황 중 유아가 어떤 전략을 주로 사용

하였는지 빈도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의 담임교사 2명이 각각 측정하였

다. 담임교사가 평소 유아의 생활 모습을 참고하여 1주일의 기간 동안 사회적 기술에

대해 평정하고, 본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5) 실험처치

본 연구의 실험기간은 겨울방학 기간 1주일을 제외하고, 2017년 10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16주이다. 이 기간 동안 본 연구자는 실험집단의 유아들에게 한 회기 당 35

분∼40분, 주 2회씩 총 30회기의 FIE-B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실시한 FIE-B 프로

그램의 내용은 표 8과 같다. 실험이 이루어지는 기간에 통제집단의 유아들은 교실에

서 누리교육과정에 의한 정규수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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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날짜 활동 내용 준비물

1 10월 25일

EM Cover page : 9가지 그림을 보고

그림의 상황 및 등장인물의 감정 이야

기하기, 우리의 기분에 대해 이야기하

기, 상징을 살펴보고 의미 찾아내기(잠

깐만, 우리 생각하자)

EM Cover page,

손 인형, 연필, 빨

대, 보드마카, 화이

트보드

2 10월 30일

EM 1 : ‘기쁨’ 감정 사진 보며 이해하

기, ‘기쁨’ 표정 지어보기, 그림 보며 상

황 및 등장인물의 감정 파악하기, 대표

감정과 어울리는 그림 찾아보기,

Bridging(내가 제일 기뻤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기쁨의 정도에 대해 이

야기 나누기)

EM 4page의 ‘기쁨’

감정사진, ‘기쁨’ 감

정과 관련된 4가지

상황 그림 카드, 카

메라, 스티커, 보드

마카, 화이트보드

3 11월 1일

EM 2 : 지난 시간의 ‘기쁨’ 감정 표정

보며 이야기나누기, ‘분노’ 감정 사진 보

며 이해하기, ‘분노’ 표정 지어보기, 그

림 보며 상황 및 등장인물의 감정 파악

하기, Bridging(내가 제일 화가 났던 경

험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화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나누기)

유아들의 ‘기쁨’ 감

정 사진, EM

14page의 ‘분노’ 감

정사진, ‘분노’ 감정

과 관련된 4가지

상황 그림 카드, 카

메라, 스티커, 보드

마카, 화이트보드

4 11월 6일

EM 3 : 지난 시간의 ‘분노’ 감정 표정

보며 이야기나누기, ‘놀람’ 사진 보며 이

해하기, ‘놀람’ 표정 지어보기, 그림 보

며 상황 및 등장인물의 감정 파악하기,

Bridging(내가 놀랐던 경험에 대해 이야

기 나누기, 놀람의 종류와 정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유아들의 ‘분노’ 감

정 사진, EM

8page의 ‘놀람’ 감

정사진, ‘놀람’ 감정

과 관련된 4가지

상황 그림 카드, 카

메라, 스티커, 보드

마카, 화이트보드

5 11월 8일

EM 4: 지난 시간의 ‘놀람’ 감정 표정 보

며 이야기나누기, ‘슬픔’ 사진 보며 이해

하기, ‘슬픔’ 표정 지어보기, 그림 보며

상황 및 등장인물의 감정 파악하기,

유아들의 ‘놀람’ 감

정 사진, EM

16page의 ‘슬픔’ 감

정 사진, ‘슬픔’ 감

표 8. FIE-B 프로그램의 회기별 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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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ing(내가 슬펐던 경험에 대해 이야

기 나누기, 슬픔의 정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정과 관련된 4가지

상황 그림카드, 카

메라, 스티커, 보드

마카, 화이트보드

6 11월 13일

EM 5: 지난 시간의 ‘슬픔’ 감정 표정 보

며 이야기나누기, ‘고통’ 사진 보며 이해

하기, ‘고통’ 표정 지어보기, 그림 보며

상황 및 등장인물의 감정 파악하기,

Bridging(내가 고통스러웠던 경험에 대

해 이야기 나누기, 고통의 정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유아들의 ‘슬픔’ 감

정 사진, EM

17page의 ‘고통’ 감

정 사진, ‘고통’ 감

정과 관련된 4가지

상황 그림카드, 카

메라, 스티커, 보드

마카, 화이트보드

7 11월 15일

EM 6 : 지난 시간의 ‘고통’ 감정 표정

보며 이야기나누기, ‘공포’ 사진 보며 이

해하기, ‘공포’ 표정 지어보기, 그림 보

며 상황 및 등장인물의 감정 파악하기,

Bridging(내가 무서웠던 경험에 대해 이

야기 나누기, 공포의 정도에 대해 이야

기 나누기)

유아들의 ‘고통’ 감

정 사진, EM

18page의 ‘공포’ 감

정 사진, ‘공포’ 감

정과 관련된 4가지

상황 그림카드, 카

메라, 스티커, 보드

마카, 화이트보드

8 11월 20일

EM 7 : 지난 시간의 ‘공포’ 감정 표정

보며 이야기나누기, ‘혐오’ 사진 보며 이

해하기, ‘혐오’ 표정 지어보기, 그림 보

며 상황 및 등장인물의 감정 파악하기,

Bridging(내가 혐오를 느꼈던 경험에 대

해 이야기 나누기, 혐오의 정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유아들의 ‘고통’ 감

정 사진, EM

9page의 ‘혐오’ 감

정 사진, ‘혐오’ 감

정과 관련된 4가지

상황 그림카드, 카

메라, 스티커, 보드

마카, 화이트보드

9 11월 22일

TLPV Cover page : 지난 시간의 ‘혐오’

감정 표정 보며 이야기나누기, 지금까지

배운 감정카드 보며 감정에 대해 정리

하기, 9가지 그림을 보고 그림의 상황

및 등장인물의 감정 이야기하기, 상징을

살펴보고 의미 찾아내기(잠깐만, 우리

생각하자)

유아들의 ‘고통’ 감

정 사진, 7가지 감

정 표정 사진,

TLPV Cover page,

손 인형, 연필, 빨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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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월 27일

TLPV 1: 두 아이가 인형을 서로 가지

려고 싸우는 상황 탐색하기, 해결책 및

결과 그림의 상황 이해하기, 등장인물들

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해결책을 평가하기, Bridging(물건을 서

로 가지려고 싸웠던 경험에 대해 이야

기하기)

TLPV 1page 그림

카드, 스티커, 보드

마카, 화이트보드

11 11월 29일

TLPV 2: 한 아이가 상대방을 때리고

발로 차는 폭력으로 인한 갈등상황 탐

색하기, 해결책 및 결과 그림의 상황 이

해하기, 등장인물들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해결책을 평가하기,

Bridging(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싸웠던 경험, 폭력 상황을 봤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TLPV 2page 그림

카드, 스티커, 보드

마카, 화이트보드

12 12월 4일

TLPV 3: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는

아이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북을

치는 아이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

탐색하기, 해결책 및 결과 그림의 상황

이해하기, 등장인물들이 주고받은 대화

에 대해 이야기하기, 해결책을 평가하

기, Bridging(공공장소의 종류와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TLPV 3page 그림

카드, 스티커, 보드

마카, 화이트보드

13 12월 6일

TLPV 4: 한 아이를 제외한 다른 아이

들에게 모두 아이스크림을 나누어주는

차별로 인한 갈등 상황 탐색하기, 해결

책 및 결과 그림의 상황 이해하기, 등장

인물들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

하기, 해결책을 평가하기, Bridging(차별

받았던 경험과 그 때의 기분에 대해 이

야기 나누기)

TLPV 4page 그림

카드, 스티커, 보드

마카, 화이트보드

14 12월 11일

TLPV 5: 베개를 서로 가지기 위해 싸

우는 두 아이 간의 갈등상황 탐색하기,

해결책 및 결과 그림의 상황 이해하기,

등장인물들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

TLPV 5page 그림

카드, 스티커, 보드

마카, 화이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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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기, 해결책을 평가하기, Bridging

(싸움의 결과와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15 12월 13일

TLPV 6: 누나와 초콜렛이 입 주변에

묻은 동생을 놀리는 누나의 친구 세 사

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상황 탐색하

기, 해결책 및 결과 그림의 상황 이해하

기, 등장인물들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해결책을 평가하기,

Bridging(타인을 놀린 경험, 놀림 당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TLPV 6page 그림

카드, 스티커, 보드

마카, 화이트보드

16 12월 18일

TLPV 7: 미술시간에 한 아이가 다른

아이의 색연필을 빼앗아 가는 갈등상황

탐색하기, 해결책 및 결과 그림의 상황

이해하기, 등장인물들이 주고받은 대화

에 대해 이야기하기, 해결책을 평가하

기, Bridging(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물건을

공유했을 때 좋은 점에 대해 이해하기)

TLPV 7page 그림

카드, 스티커, 보드

마카, 화이트보드

17 12월 20일

TLPV 8 : 앉아 있는 친구의 의자를 뒤

에서 당겨 엉덩방아 찧게 한 아이의 갈

등상황 탐색하기, 해결책 및 결과 그림

의 상황 이해하기, 등장인물들이 주고받

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해결책을

평가하기, Bridging(장난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TLPV 8page 그림

카드, 스티커, 보드

마카, 화이트보드

18 1월 3일

TLPV 9 : 버스 정류장에서 줄을 서 있

는 사람들과 새치기 하는 사람 사이에

서 발생한 갈등상황 탐색하기, 해결책

및 결과 그림의 상황 이해하기, 등장인

물들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

기, 해결책을 평가하기, Bridging(질서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때로는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TLPV 9page 그림

카드, 스티커, 보드

마카, 화이트보드

19 1월 8일 TLPV 10 : 서로 반대방향에서 오던 두 TLPV 10page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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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갈등상황 탐

색하기, 해결책 및 결과 그림의 상황 이

해하기, 등장인물들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해결책을 평가하기,

Bridging(양보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림카드, 스티커, 보

드마카, 화이트보드

20 1월 10일

TLPV 11 : 축구경기를 하며 발생한 몸

싸움으로 인한 갈등상황 탐색하기, 해결

책 및 결과 그림의 상황 이해하기, 등장

인물들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

하기, 해결책을 평가하기, Bridging(경기

규칙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TLPV 11page 그

림카드, 스티커, 보

드마카, 화이트보드

21 1월 15일

TLPV 12: 왜소한 아이를 놀리는 친구

들로 인한 갈등상황 탐색하기, 해결책과

결과 그림의 상황 이해하기, 등장인물들

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해결책을 평가하기, Bridging(폭력은 문

제를 해결해주지 않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TLPV 12page 그

림카드, 스티커, 보

드마카, 화이트보드

22 1월 17일

TLPV 13: 축구를 하며 한 아이가 실

수로 유리창을 깨고 도망가는 바람에

유리창을 깨지 않은 아이가 엄마에게

혼나며 생긴 갈등상황 탐색하기, 해결책

및 결과 그림의 상황 이해하기, 등장인

물들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

기, 해결책을 평가하기, Bridging(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도움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①)

TLPV 13page 그

림카드, 스티커, 보

드마카, 화이트보드

23 1월 22일

TLPV 14 : 친구에게 비밀을 이야기 했

는데, 다른 친구들에게 비밀을 다 이야

기해서 생긴 갈등상황 탐색하기, 해결책

및 결과 그림의 상황 이해하기, 등장인

물들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

기, 해결책을 평가하기, Bridging(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도움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②)

TLPV 14page 그

림카드, 스티커, 보

드마카, 화이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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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월 24일

TLPV 15 : 교차로에서 빨간불일 때 출

발한 차로 인한 교통사고 상황 탐색하

기, 해결책 및 결과 그림의 상황 이해하

기, 등장인물들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해결책을 평가하기,

Bridging(교통질서의 필요성에 대해 이

야기 나누기, 문제해결 방법 이야기 나

누기)

TLPV 15page 그

림카드, 스티커, 보

드마카, 화이트보드

25 1월 29일

TLPV 16 : 종이 모형으로 집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아이가 다른 친구의 블록

을 발로 차서 생긴 갈등상황 탐색하기,

해결책 및 결과 그림의 상황 이해하기,

등장인물들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

야기하기, 해결책을 평가하기, Bridging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 요청하는

것과 노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TLPV 16page 그

림카드, 스티커, 보

드마카, 화이트보드

26 1월 31일

TLPV 17 : 해변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

에게 돌을 던지는 장난을 하는 아이로

인한 갈등상황 탐색하기, 해결책 및 결

과 그림의 상황 이해하기, 등장인물들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해결

책을 평가하기, Bridging(위험한 장난과

재미있는 장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TLPV 17page 그

림카드, 스티커, 보

드마카, 화이트보드

27 2월 5일

TLPV 18 : 사과를 몰래 훔쳐간 아이로

인해 생긴 갈등상황 탐색하기, 해결책과

결과 그림의 상황 이해하기, 등장인물들

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해결책을 평가하기, Bridging(말투에 따

라 상대방의 기분과 행동이 달라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①)

TLPV 18page 그

림카드, 스티커, 보

드마카, 화이트보드

28 2월 7일

TLPV 19 : 도서관에서 일부러 친구의

책을 떨어뜨린 아이로 인한 갈등상황

탐색하기, 해결책 및 결과 그림의 상황

이해하기, 등장인물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해결책을 평가하기,

TLPV 19page 그

림카드, 스티커, 보

드마카, 화이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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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ing(말투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과

행동이 달라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②)

29 2월 12일

TLPV 20 :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친구

를 놀리는 아이로 인한 갈등상황 탐색

하기, 해결책 및 결과 그림의 상황 이해

하기, 등장인물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해결책을 평가하기,

Bridging(말투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과

행동이 달라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③)

TLPV 20page 그

림카드, 스티커, 보

드마카, 화이트보드

30 2월 14일

TLPV 21 : 햄버거 가게에서 두 아이가

음식을 들고 가다 부딪쳐 음식을 쏟게

된 상황 탐색하기, 해결책 및 결과 그림

의 상황 이해하기, 등장인물이 주고받은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해결책을 평가

하기, Bridging(말투에 따라 상대방의

기분과 행동이 달라짐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④)

TLPV 21page 그

림카드, 스티커, 보

드마카, 화이트보드

6)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실험집단 유아들에게 총 30회기의 FIE-B 프로그램의 적용이 끝난 후

이루어졌다. 2018년 2월 19일부터 2018년 2월 23일까지 1주일 동안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 유아에게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 도구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FIE-B 프로그램이 만 4세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실험집단 유아에게 FIE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점

수와 사후점수의 변화량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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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실험집단(n=17) 통제집단(n=18)

t

M(SD) M(SD)

친사회적 전략 1.76(.83) 1.94(.73) -.68

적대적 전략 1.00(1.50) .89(1.37) .23

자기주장적 전략 2.82(1.43) 2.78(.88) .12

수동적 전략 1.71(.92) 1.61(1.15) .27

중재요청 전략 .71(.69) .78(.81) -.28

Ⅳ. 연구결과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종속변수들의 사전검사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결과는 표

9와 표 10에 제시하였다.

1) 집단 간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에 대한 동질성 검증

표 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또래갈등 해결전략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 중 친사회적 전략에 대한 실험집단의 평균은

1.76(SD=.83), 통제집단의 평균은 1.94(SD=.73)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적대

적 전략에 대한 실험집단의 평균은 1.00(SD=1.50), 통제집단의 평균은 .89(SD=1.37)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기주장적 전략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2.82(SD=1.43), 통제집단의 평균은 2.78(SD=.88)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동

적 전략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1.71(SD=.92), 통제집단의 평균은 1.61(SD=1.15)로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재요청 전략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71(SD=.69),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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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집단(n=17) 통제집단(n=18)

t

M(SD) M(SD)

문제해결 3.41(.32) 3.33(.35) .68

정서표현 3.58(.34) 3.50(.41) .69

질서의식 3.49(.42) 3.57(.51) -.53

자신감 3.03(.48) 3.27(.62) -1.26

총 사회적 기술 3.43(.27) 3.42(.32) .10

집단의 평균은 .78(SD=.81)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FIE-B 프로그램

을 실시하기 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또래갈등 해결전략에 대해 동질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실험집단 유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은 자기주장적 전략(M=2.82, SD=1.43),

친사회적 전략(M=1.76, SD=.83), 수동적 전략(M=1.71, SD=.92), 적대적 전략(M=1.00,

SD=1.50), 중재요청 전략(M=.71, SD=.69)순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 유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은 자기주장적 전략(M=2.78, SD=.88), 친사회적 전략(M=1.94,

SD=.73), 수동적 전략(M=1.61, SD=1.15), 적대적 전략(M=.89, SD=1.37), 중재요청 전

략(M=.78, SD=.81)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은 자기

주장적 전략, 친사회적 전략, 수동적 전략, 적대적 전략, 중재요청 전략 순이라고 할

수 있다.

2) 집단 간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동질성 검증

표 10.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적 기술 검사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

유아의 사회적 기술검사의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평균은

3.41(SD=.32), 통제집단의 평균은 3.33(SD=.35)으로 보통수준이며, 두 집단 간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표현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평균은 3.58(SD=.34),

통제집단의 평균은 3.50(SD=.41)으로 보통수준이며, 두 집단 간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질서의식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평균은 3.49(SD=.42), 통제집단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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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전 사후 변화량

t
M(SD) M(SD) M(SD)

친사회적

전략

실험

(n=17)
1.76(.83) 3.18(.88) 1.41(.94)

3.73**

통제

(n=18)
1.94(.73) 2.28(1.84) .33(.77)

적대적

전략

실험

(n=17)
1.00(.33) .12(1.50) -.88(1.32)

-2.14*

통제

(n=18)
.89(1.37) .72(1.23) -.17(.51)

자기주장적

전략

실험

(n=17)
2.82(1.43) 3.76(.90) .94(1.25)

1.01
통제

(n=18)
2.78(.88) 3.28(1.23) .50(1.34)

수동적

전략

실험

(n=17)
1.71(.92) .29(.47) -1.41(.87) -2.39*

균은 3.57(SD=.51)로 보통수준이며, 두 집단 간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신감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평균은 3.03(SD=.48), 통제집단의 평균은 3.27(SD=.62)

로 보통수준이며, 두 집단 간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기술 총점

을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평균은 3.43(SD=.27), 통제집단의 평균은 3.42(SD=.32)로 보

통수준이며, 두 집단 간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FIE-B 프로그

램을 실시하기 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사회적 기술 측면에서 동질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에 미치는 효과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변화량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점수의 변화량 비교



- 53 -

통제

(n=18)
1.61(1.15) 1.00(1.03) -.61(1.09)

중재요청

전략

실험

(n=17)
.71(.69) .78(.81) -.06(.24)

-.02
통제

(n=18)
.65(.61) .72(.83) -.06(.64)

*p<.05, **p<.01

표 11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집단 유아의 FIE-B 프로그램 실시 이후 친사회적 전

략 점수(M=3.18, SD=.88)가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M=2.28, SD=1.84)보다 크게 나타

났다. FIE-B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유아의 친사회적 전략에 대한 변화량을

살펴보면, 실험집단 유아들의 점수 변화량(M=1.41, SD=.94)과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

변화량(M=.33, SD=.77)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3.73, p<.01).

실험집단 유아의 FIE-B 프로그램 실시 이후의 적대적 전략 점수(M=.12, SD=1.50)

는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M=.72, SD=1.23)보다 더 작게 나타났다. FIE-B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유아의 적대적 전략에 대한 변화량을 살펴보면, 실험집단 유아들

의 점수 변화량(M=-.88, SD=1.32)과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 변화량(M=-.17, SD=.51)

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14, p<.05).

실험집단 유아의 FIE-B 프로그램 실시 이후의 자기주장적 전략 점수(M=3.76,

SD=.90)는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M=3.28, SD=1.23)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FIE-B 프

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유아의 자기주장적 전략에 대한 변화량을 살펴보면, 실

험집단 유아들의 점수 변화량(M=.94, SD=1.25)과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 변화량

(M=.50, SD=1.34)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집단 유아의 FIE-B 프로그램 실시 이후의 수동적 전략 점수(M=.29, SD=.47)는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M=1.00, SD=1.03)보다 더 작게 나타났다. FIE-B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유아의 수동적 전략에 대한 변화량을 살펴보면, 실험집단 유아들

의 점수 변화량(M=-1.41, SD=.87)과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 변화량(M=-.61, SD=1.09)

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39, p<.05).

실험집단 유아의 FIE-B 프로그램 실시 이후의 중재요청 전략 점수(M=.78, SD=.81)

는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M=.72, SD=.83)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FIE-B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유아의 중재요청 전략에 대한 변화량을 살펴보면, 실험집단 유아

들의 점수 변화량(M=-.06, SD=.24)과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 변화량(M=-.06, SD=.64)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또래갈등 해결전략의 범주별로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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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친사회적 전략의 사전·사후 평균 점수 비교

그림 4. 적대적 전략의 사전·사후 평균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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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자기주장적 전략의 사전·사후 평균 점수 비교

그림 6. 수동적 전략의 사전·사후 평균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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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중재요청 전략의 사전·사후 평균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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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전 사후 변화량

t
M(SD) M(SD) M(SD)

문제해결

실험

(n=17)
3.41(.32) 3.75(.29) .34(.22)

3.77**

통제

(n=18)
3.33(.35) 3.41(.36) .08(.19)

정서표현

실험

(n=17)
3.58(.34) 3.85(.24) .26(.28)

4.09***

통제

(n=18)
3.50(.41) 3.47(.41) -.02(.10)

질서의식

실험

(n=17)
3.49(.42) 3.90(.30) .40(.30)

4.77***

통제

(n=18)
3.57(.51) 3.62(.50) .05(.10)

자신감

실험

(n=17)
3.03(.48) 3.74(.35) .71(.57)

4.28***

통제

(n=18)
3.27(.62) 3.36(.58) .09(.21)

사회적

기술 총점

실험

(n=17)
3.43(.27) 3.81(.19) .38(.25)

5.47***

통제

(n=18)
3.42(.32) 3.46(.32) .04(.06)

**p<.01, ***p<.001

3.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변화량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표 12.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집단 간 사전-사후점수의 변화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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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에 제시된 것과 같이, 문제해결에서 실험집단 유아의 FIE-B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의 점수(M=3.75, SD=.29)가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M=3.41, SD=.36)보다 더 크

게 나타났다. FIE-B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유아의 문제해결에 대한 변화량

을 살펴보면, 실험집단 유아들의 점수 변화량(M=.34, SD=.22)과 통제집단 유아의 점

수 변화량(M=.08, SD=.19)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3.77, p<.01).

실험집단 유아의 FIE-B 프로그램 실시 이후의 정서표현 점수(M=3.85, SD=.24)가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M=3.47, SD=.41)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FIE-B 프로그램을 실

시하기 전과 후의 유아의 정서표현에 대한 변화량을 살펴보면, 실험집단 유아들의 점

수 변화량(M=.26, SD=.28)과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 변화량(M=-.02, SD=.10)은 유의

한 차이를 나타냈다(t=4.09, p<.001).

실험집단 유아의 FIE-B 프로그램 실시 이후 질서의식의 점수(M=3.90, SD=.30)가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M=3.62, SD=.50)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FIE-B 프로그램을 실

시하기 전과 후의 유아의 질서의식에 대한 변화량을 살펴보면, 실험집단 유아들의 점

수 변화량(M=.40, SD=.30)과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 변화량(M=.05, SD=.10)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4.77, p<.001).

실험집단 유아의 FIE-B 프로그램 실시 이후의 자신감 점수(M=3.74, SD=.35)는 통

제집단 유아의 점수(M=3.36, SD=.58)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FIE-B 프로그램을 실시

하기 전과 후의 유아의 자신감에 대한 변화량을 살펴보면, 실험집단 유아들의 점수

변화량(M=.71, SD=.57)과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 변화량(M=.09, SD=.21)은 유의한 차

이를 나타냈다(t=4.28, p<.001).

사회적 기술에 대한 실험집단 유아의 FIE-B 프로그램 실시 이후의 점수(M=3.81,

SD=.19)가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M=3.46, SD=.32)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FIE-B 프

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유아의 사회적 기술 총점에 대한 변화량을 살펴보면,

실험집단 유아들의 점수 변화량(M=.38, SD=.25)과 통제집단 유아의 점수 변화량

(M=.04, SD=.06)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5.47, p<.001). 이를 사회적 기술의 하위

요인별로 그림 8,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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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 문제해결의 사전·사후 평균 점수 비교

그림 9. 정서표현의 사전·사후 평균 점수 비교



- 60 -

그림 11. 자신감의 사전·사후 평균 점수 비교

그림 10. 질서의식의 사전·사후 평균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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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사회적 기술 총점의 사전·사후 평균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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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만 4세 유아에게 FIE-B 프로그램의 정서인식(Identifying

Emotions)도구와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hink and Learn to Prevent

Violence) 도구를 적용하여 또래갈등 해결전략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갈등 해결전략 검사의 사전 점수를 살펴보면, 실험집단 유아와 통제집단

유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전략은 자기주장적 전략, 친사회적 전략, 수동적 전략, 적

대적 전략, 중재요청 전략 순이며, 같은 검사 도구를 사용한 한송이(2015)와 현우자

(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한다는 것(한송이, 2015)과 유아기의 자율성 발달을 확인할 수 있다(Crockenberg

& Litman, 1990). 중재요청 전략은 유아들이 가장 적게 사용한 전략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들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보

인다(한송이, 2015; Shantz & Hobart, 1989).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점수의 집단 간 차이가 없어 동질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 변화량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결

과, 실험집단 유아들의 또래갈등 해결전략 중 친사회적 전략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

고, 적대적 전략과 수동적 전략은 유의미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주

장적 전략과 중재요청 전략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FIE-B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검사를 사용한 선

행논문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동일한 검사를 사용한 공미자, 변길희, 심

성경(2008)의 유아 창작 음악극, 박성빈(2014)의 협동적 신체활동, 박유미(2008)의 친

사회적 동화를 통한 문학 활동, 윤동주(2012)의 친사회적 동화를 통한 동극활동에 대

한 연구 결과와 유사한데, 교육을 통해 유아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면 갈등

을 적절히 다룰 수 있다(Crosser, 1992)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을 띈

다. 그러므로 FIE-B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에 긍정적인 효

과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또래갈등 해결전략의 범주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실험집단 유아들의 친사회적 전략은 유의미한 증가를 나타냈는데, 이는 공미

자, 변길희, 심성경(2008), 박성빈(2014), 박유미(2008), 윤동주(2012)의 연구결과와 일

치한다. FIE-B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는 타인과 상호작용 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갈등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

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고려한 해결책을 사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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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유아일수록 공격적인 면과 주의산만 정도가 낮아, 또래 수

용도가 높다고 하였다(송미선, 2001; 현우자, 2009; Chung & Asher, 1996). 또래유능

성과 또래수용도는 높은 상관이 있어, 또래수용도가 높은 유아일수록 또래 유능성도

높다는 연구결과(박주희, 이은해, 2001)에 비추어봤을 때, 본 연구의 친사회적 전략의

유의미한 증가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실험집단 유아들의 적대적 전략은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냈고, 이는 공미자, 변길희,

심성경(2008), 박성빈(2014), 박유미(2008), 윤동주(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

한 결과는 유아가 FIE-B 프로그램의 공격적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도구를 통

해 갈등상황에서 폭력과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하고, 폭력은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내

면화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적대적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유아들은 과활동성과 주

의산만 정도가 높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또래수용도가 낮은데(송미선,

2001; 정은실, 2012; Rubin, 1980), 본 연구에서 적대적 전략의 유의미한 감소는 유아

들의 또래갈등 해결전략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실험집단 유아들의 수동적 전략은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공미자, 변

길희, 심성경(2008)과 윤동주(20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수동적 전략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던 박성빈(201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박성빈(2014)의 연구는

협동적 신체 활동을 통해 유아가 양보와 배려를 경험한 것이고,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격적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도구는 갈등상황에서 유아가 갈등 상황 자체를

회피하거나 일방적인 양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가 비공격적인 방법으로 자신

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 주도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교육 내용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실험집단 유아들의 자기주장적 전략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자기

주장적 전략의 증가를 나타낸 공미자, 변길희, 심성경(2008)과 윤동주(2012), 박유미

(2008)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실험집단 유아의 자기주장적 전략의 증가량이

유의하지는 않지만 통제집단 유아들에 비해 크게 나타나 또래갈등 해결전략의 향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송미선(2001)의 자기주장적 전략은 비공격적이고 언어적인 방

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뜻하는데, 자기주장적 전략의 증가를 나타낸 선

행연구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본 연구는 만 4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 것

에서 차이가 있으며 유아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언어적 협상과 이유를 설명하는 전략

을 많이 사용한다는(박향아, 2012; 유희정, 2004)는 것처럼 발달상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실험집단 유아들의 중재요청 전략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미

자, 변길희, 심성경(2008)과 박성빈(2014)의 연구와 일치하며, 중재요청 전략의 유의미

한 증가를 나타낸 박유미(2008)와 윤동주(201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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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2008)와 윤동주(2012)의 연구는 친사회적 그림책을 통한 문학 및 동극활동을 제

공한 것으로서, 유아는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동화 내용을 접하고 관련 활동을 경험

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능력

을 증진시켜 중재요청 전략의 향상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FIE-B

프로그램의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도구는 이타적인 행동보다는 갈등상

황을 공격적인 방법이 아닌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강조하였고, 타인의 도움

보다는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 교육내용의 차이로 인해 이러

한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FIE-B 프로그램의 정서인식(EM) 도구를 바탕으로 유아에게 상황별 정서인지

프로그램을 진행한 이은정(2011)의 연구와 김주희와 황희숙(2012)의 연구에서 정서인

식(EM) 도구를 통해 유아의 정서지능을 향상시켰다는 결과와 김민정(2013)의 연구에

서 점조직(OD) 도구를 통해 아동의 정서지능을 향상시켰다는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

다. 정서지능과 또래갈등 해결전략은 상관이 있다는 박향아(2012)의 연구에 따르면 정

서지능이 높은 유아일수록 타인의 감정과 사고, 의도 등을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또래갈등 해결전략도 양쪽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고 하였다. 이는 FIE-B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가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해 이해하고

정서를 조절하여 상황에 맞게 적절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갈등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가 다양한 해

결책과 결과를 연결하여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적 기술 검사의 사전 점수를 살펴보면 5점 Likert

척도 중 ‘보통이다’ 3점과 ‘대체로 그러하다’ 4점 사이로, 보통보다 조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도구로 만 4세∼5세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알아본 허혜진

(2011)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기술 검사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점수의 집단 간 차이는 없어 동질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 변화량의

차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실험집단 유아들의 사회적 기술의 총 점수와 하위영역인

문제해결, 정서표현, 질서의식, 자신감 점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이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아에게 FIE-B 프로그램의 공감적 행동(FEA) 도구를 활용한 ‘공감적 행

동 인지프로그램’을 적용한 허혜진(2011)의 연구에서 사회성 총 점수와 하위요인 모두

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낸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FIE-B 프로그램은 전반적으

로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 유아의

문제해결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지

능력 발달에 효과가 있다는 선행논문(강민옥, 2017; 김미정, 2011; 박은지, 2007;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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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2013; 송미경, 2012; 엄윤주, 조혜수; 2018; 최은주, 2006; Feuerstein et al., 1980;

Kozurin et al,, 2010; Shamir, 2003)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서 FIE-B 프로그

램의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도구를 통해 유아들이 갈등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여러 가지 해결책과 그 해결책에 따른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

누며, 적절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에 대해 이해하며 문제해결능력을 내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험집단 유아의 정서표현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유아에게

FIE-B 프로그램의 정서인식(EM) 도구를 실시한 연구(김주희, 황희숙, 2012; 이은정,

2011)와 초등학생에게 점조직(OD) 도구를 실시한 연구(김민정, 2013)에서 정서지능의

향상을 나타낸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유아는 정서인식(EM) 도구를 통해 일

상생활에서 자신과 타인이 느끼는 정서의 명칭과 정의, 상황 등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도구의 갈등상황과 사람들의 표

정을 보고 정서에 대해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치며 정서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히 표현

한 것이라 생각된다.

실험집단 유아의 질서의식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

(TLPV) 도구의 갈등상황의 일부는 교통규칙, 공공질서, 경기 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유아는 이를 통해 규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갈등과 싸움이 발생

한다는 것과 규칙과 질서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질서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게 된 유아는 이를 생활 속에서 더욱 잘 실천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실험집단 유아의 자신감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Feuerstein(1979)

이 FIE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의 인지가 향상되면 동기적 측면도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설명된다. 중재자인 본 연구자는 유아들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것과 이를 존중하는 중재를 지

속적으로 강조하였다. FIE-B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래의 의견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활발히 나누는 경험을 가졌다. 처음에는 또래의 의

견을 듣기만 했던 유아들이 회기가 진행될수록 자발적으로 손을 들고 의견을 내는 모

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자신감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내에서 진행된 FIE-B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점조직(OD) 도구(강민

옥, 2017; 서금택, 박숙희, 2006; 서금택, 박진희, 2006; 엄윤주, 조혜수, 2018), 점조직

(OD)과 TCAL 도구(박은지, 2007; 전은경, 2007; 최은주, 2006), 단위-집합(FUG) 도구

(배경미, 2013; 송미경, 2012), CDA 도구를 바탕으로 ‘논리 중심 이야기 해석 프로그

램’(김미정, 2013)을 실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FIE-B 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지능

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나타냈다. 반면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도움을 주는

정서인식(EM) 도구(김주희, 황희숙, 2012; 이은정, 2011)와 사회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공감적 행동(FEA) 도구를 적용한 연구(허혜진, 2011)는 인지기능과 관련된 연구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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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 수가 적다. 사회성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정서인식(EM), 공감적 행동

(FEA),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도구는 2가지 이상 함께 사용한 연구가

없으며, 특히 이 중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도구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

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인식(EM),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TLPV) 도구를

함께 사용한 것과 국내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공격성 예방을 위한 사고학습

(TLPV) 도구를 최초로 사용한 것에 의의가 있다. FIE-B 프로그램이 인지발달에 도

움을 준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외에도 사회성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알아본 것도 의미

있다. 물론 단기간 동안 진행된 프로그램이고 두 가지 도구를 실시한 것을 통해 사회

성 발달에 효과가 있다고 일반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으나 유아교육현장에서 FIE-B

프로그램을 대집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유아의 사회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교수방법과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울산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4세 유아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FIE-B 프로그램으로 수

업을 받은 유아는 17명이다.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연구 대상자의 수가 많

지 않아 제한적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반화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둘째, Feuerstein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에게 FIE 프로그램을 약 2∼3년간, 200∼

300시간 동안 제공할 때 그 효과가 안정적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연구로, FIE-B 프로그램의 2가지 도구를 30회기 동안 실시한 것이다. 따라

서 FIE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최소 1년 이상 다양한 도구를 사용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실시 후 추후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추후 검사를 통해 지속 효과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FIE 프로그램은 중재자의 역할과 중재의 질이 강조되고 있다. 중재자는 학습

자의 손상된 인지구조를 파악하고 부족한 중재학습경험을 채워줄 수 있는 적절한 중

재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중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사용하는 또래 간 갈등해결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 가

상적 갈등상황을 제공한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실제 행동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유아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래갈등 해결전략을 알아볼 수 있는

현장관찰 및 질적 연구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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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FIE-B Program(EM, TLPV) on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Social Skills in Children.

Jo, Hyun Ji

Dep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FIE-B Program on

the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social skills of children. The

subjects were 35 four-year-old children in Ulsan City. The children were

randomly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of which the former

consisted of 17 children while the latter consisted of 18. A total of 30

sessions of the Identifying Emotion(EM) instrument and Think and Learn

to Prevent Violence(TLPV) instrument of the FIE-B Program were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while children in control group received regular

lessons during the same time period. After the study completed the FIE-B

Program was provided in the same way for the control group children.

In order to examine children's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we used

the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Test which was modified by Song Mi

Sun(2001) based on the research of Chung and Asher(1996). To measure

the social skills of children Korean Social Skills Rating System(K-SSRS)

were used which was standardized and modified by Yun Chee-yeon(2008).

The data was analyzed SPSS 24.0 Program. Cronbach's coefficient was

calculated to measure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tools. First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of pre-test were calculated after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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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Sample t-test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verify the

homogeneity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After the program was

performed, the effect of the FIE-B Program examined through Independent

Sample t-test. Changes between pre- and post-test of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has checked. The result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FIE-B Program provided a positive effect on the children's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In case of experimental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pro-social strategy while significant decrease in

hostile strategy and passive strategy among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terestingly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between

self-assertive and mediation strategies.

Secondly, the FIE-B Program provided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social skill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increase in total

score of social skills namely; problem solving, emotional expression, public

order, confidence.

However, a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5 children aged 4 years old

living in Ulsan city make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results of the study.

According to Feuerstein's study the effect is stable when the FIE Program

is provided to the student for 200-300 hours for about 2-3 years

Nevertheless, this study was meaningful to use Think and Learn to

Prevent Violence(TLPV) instrumen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Previous

studies on FIE Programs have mainly focused on cognitive development

while in this study we focused on social development and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FIE-B Program has effects on social development as

well. In addition, this study prove the effect of the FIE-B program on

normal children and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the children education and

provide theoretical basis.

Keywords: FIE-Basic Program, Identifying Emotions(EM), Think and Learn

to Prevent Violence(TLPV),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social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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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모용 FIE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 조현지입니다. 저는 

FIE-B 프로그램(EM, TLPV)이 유아의 또래갈등 해결전략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FIE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는 우리가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 상황과 

정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유아는 갈등상황과 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를 인

식하고 조절해 사회적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 타인의 정서를 고려해보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FIE 프로그램은 여러 연구를 통해 사회·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발달에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FIE 프로그램은 유아의 하루 일과에 지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오니, 귀 댁의 자녀가 부모의 동의하에 FIE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

립니다.

※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또래갈등 해결전략에 대

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사회적 기술 검사: 담임선생님이 해당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한국 유아 사회성 기술검사(Korean 

Social Skills Rating System: K-SSRS)를 사용해 평정합니다. 

2. 또래갈등해결 전략: 유아와 본 연구자의 개별 면접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유아에게 주변에서 일

어날법한 가상의 갈등상황 8가지에 대해 설명과 그림을 함께 제공하고, 유아가 이에 응답합니다. 

검사 시간은 대략 8~10분가량 소요됩니다.

※ 단,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의 사회적 기술, 또래갈등 해결전략 검사 결과(사전

검사, 사후 검사)가 연구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사오며, 그 외의 피험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2017년 9월 26일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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