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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영유아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어린이집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사회정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Mayer와 Salovey의 정서지능 모형
에 기초로 만 2세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에 통합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만 2세
영유아 58명이 연구대상(실험집단 28명, 비교집단 30명)으로 참여하였다.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점수를 공변
인으로 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 영유아가 비교집단의 영유
아보다 정서지능 전체 점수와 정서조절, 정서의 이용, 타인의 정서 인식 및 배려,또
래와의 관계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은 비교집
단에 비해 실험집단 영유아의 사회정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 즉 , 실험집단의 영유아가 사회정서적 유능성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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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문제행동에서는 감소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
이 만 2세 영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정서행동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영유아, 정서지능, 사회정서행동, 사회정서적 유능성, 문제행동, 발달권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서적 기능을 발휘하며 일상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정서를 자주 경험하면서 사회라는 집단속에서 일생을 살아간다. 정서적 기
능은 인간이 생존하고 주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고, 인간행동을 안내하거
나 동기를 유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지원해주는 역
할을 한다(Mayer, Roberts, & Barsade, 2008). 인간의 정서적 기능의 중요성이 드러
나면서, 최근에는 어린 유아시기부터 발달하는 영유아기의 정서지능에 대해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년 이상 정서지능은 생각과 행동을 안내하는 정서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정의되어져 왔다(Resurrección,
Salguero, & Ruiz-Aranda, 2014). Salovey and Mayer(1990)에 의하면, 정서지능은 자

신과 타인의 정서와 정서를 점검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
는 데 이런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또한 정서지능은 일반지능에 대비되
는 개념으로써 감정과 느낌을 조정할 줄 아는 능력이며(You, 2003), 사회적 기능,
정신건강 그리고 전반적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 생애발달에 있어 결정적 시기인 영유아기의 정서지능
발달은 중요하다. 이는 영유아 시기에 자기 자신을 이해, 수용, 조절하는 정서적
능력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사회적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Lee, 1997). 다시 말해 이 시기에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상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를 조절할 줄 알고, 상대방의 사고, 감정, 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기초적 수준에서 적절하게 대처할수록 원만한 인간관계
를 형성하기 때문이다(Hoing & Wittmer, 1994). 따라서 영유아기 때부터 가정과 학
교 그리고 사회에서 교육이나 활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표
현하며, 조절할 수 있는 정서적 경험의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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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연구들에서는 정서지능이 정서인식, 정서표현, 타인과 교감할 수 있는 능
력,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는 역량과 관련되어 있어 정서지능과 유아의 사회
정서행동, 즉 사회정서적 유능성 또는 문제행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밝혀져
왔다(Balluerka et al., 2013; Castillo et al., 2013; Cojocariu & Nechita, 2011;
Frederickson, Petrides, & Simmonds, 2012; Hwang, 1999; Hwang & Lee, 2005;
Kwon & Park, 2013; Petrides et al., 2006; Yoon & Lee, 2006). 실제 정서지능과 친

사회적 행동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기술
이 원만하고 사회적 역량 또는 사회적 유능성이 높았다(Koh & Lee, 2008; Kim,
Park, & Kwon, 2003; Wang & Choi, 2012; Yoon & Lee, 2006). 특히 정서지능이

높은 유아는 또래에게 인기가 많으며 우호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의 삶
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향이 높았다(Petrides et al., 2006). 반면, 정서지능이 낮은
유아일수록 공격성과 과잉행동이 높았고, 정서행동문제를 유발하는 빈도가 높았
으며(Hwang, 1999; Koh & Lee, 2008) 우울감도 높았다(Balluerka et al., 2013). 또한
정서지능이 낮은 영유아는 이후의 또래관계, 사회적 관계 등에서 문제를 겪게 되
어 청소년의 일탈행동으로 이어지고 성년까지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았다
(Cojocariu & Nechita, 2011; Grolnick, Bridge, & Connell, 1996; Ladd, 1990; Rubin
et al., 199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영유아의 사회정서행동, 즉 사회정서적 유능성

을 증진시키고 이후의 인지적 또는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려면 영유
아기 정서지능 발달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더 나아가 정서지능이 아동권리지표에서 문제행동, 그리고 청소년인권지표의 발
달권 관심영역 중 정서발달(정서발달 환경, 정서적 안정)과 청소년 생존권지표 관
심영역 중 정신건강(우울감, 스트레스)과 관련되어 있음을 볼 때(Kim, 2010; Lim,
Kim, & Ahn, 2012) 영유아기 정서지능은 이후의 아동청소년 시기의 정서발달과

정신건강에 기초가 되고, 이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초석이 되기 때문
에 더 더욱 영유아 시기의 정서지능 발달과 교육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서지능이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Cojocariu & Nechita, 2011;
Mayer, Salovey, & Caruso, 2000) 연구자들은 정서지능의 구성요인을 조금씩 다르

게 제안해왔다. 예를 들면, Mayer and Salovey(1997)는 정서지능의 구성요인으로
정서의 인식과 표현, 정서의 사고촉진, 정서적 지식의 활용, 정서의 반영적 조절
등을 설명하였다. Goleman(1995)는 정서지능을 자기인식, 자기조절, 자기동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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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입, 대인관계 기술 등으로 제시하였다. Denham(2001)은 정서지능의 구성요
인을 정서이해, 정서표현, 자기조절과 같은 개인 내적인 요인과 사회적 문제해결,
대인 관계적 기술과 같은 외적요인으로 보았고 Kostelnik and Grady(2009)는 사회
적 관계, 자아개념, 정서조절, 자기조절로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Mayer and Salovey(1997)의 정서지능 모형에 기초하여 유아의 정서지능을 조사하

였다(Chung et al., 2010; Cojocariu & Nechita, 2011; Kim & Lee, 2008; Kwak, 2005;
Kwon & Park, 2013; Mayer, Salovey, & Caruso, 2002; Resurreccion et al., 2014;
Wang & Choi, 2012). 다만, Mayer and Salovey(1997)의 정서지능 구성요인 중에서

정서에 의한 사고촉진은 유아를 대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Chung
et al., 2010) 유아나 아동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이해,

정서조절에 중점을 두고 정서지능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대부분의 정서지능 프로그램들은 사회·정서학습프로그램(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Program, SEL)이라는 광범위한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다(Kwak, 2005).

국

외의 정서지능 프로그램들(Self-Science Program, Promoting Alternative Thinking

령

령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Project)은 유치원부터 학 기 아동을 대상으로 연

넓었으며, 정서지능 발달과 향상 자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대인관계 기술,
문제해결능력이나 친사회적 기술, 폭력예방, 공격성 감소 등 외현적 문제행동이나
갈등해결, 학업 성취 등의 목적을 위해 학교 내에서 실시하고 있다(Castillo et al.,
2013; Greenberg & Kusche, 1998; Grossman et al., 1997; Merrell et al., 2007). 국내
의 경우, 정서지능 관련 프로그램들은 유아나 학령기 아동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
대가

서지능 구성요인을 강조하는 구인의 개념화 측면과 실시효과 측면을 강조하였다
(Chung et al., 2010; Lee et al., 2000). 최근

유아의 주의집중, 공격성, 우울,

국내연구에서는 정서발달 프로그램이

불안 등의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Kwon & Park, 2013).

황 속에서

정서지능 프로그램 평가에서 Salovey and Sluyter(1997)은 정서가 일상 상

므

일어나 로 유아의 일상생활에 근거하여 정서를 지식으로 가르치는 정서지능 프로그
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lias et al.(1997)도 정서지능 교육은 일반교육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서지능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동화를
통해 주인공의 정서변화를 이해하고 결과를 예측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생각 키우기(Cojocariu & Nechita, 2011; Song & Choi, 2013), 미술활동을 통한 정서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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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정적 정서 해소하기(Han, 2007; Wang & Choi, 2012), 그리고 음률과 신체활동을
통해 정서표현과 정서조절하기 등을 통해서 정서지능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Kim & Lee, 2008; Kwon & Park, 2013; Seo & Kim, 2006). 또한 Castillo

마

et al.(2013)은 정서지능 프로그램 실시할 때 영유아 다 발달과 학습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영유아의 개인적 특성이 정서지능 교육활동에 고려되어야 하며, 영유아의

흥

루 일과와 놀이 활동 중에

미, 활동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 자발성 등을 고려하여 하

맥락에서 볼 때 정서지능 교육프로그램은 일
상생활 속에서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발달적 맥락에 적합해야 하고 영유아 개개인의
차이가 반영되어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까지 정서지능 프로그램 연구들은 정서지능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 첫째, 정서지능 프로그램들은 유아, 학령기 아동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개발해왔기 때문에 어린시기부터 발달하는 영유아의 정

둘째,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일상 상황 속
에서, 하루 일과와 놀이 활동 중에 이루어져야 함에도(Elias et al., 1997; Salovey &
Sluyter, 1997) 불구하고 정서지능 프로그램들은 보육과정의 특정 하위영역(사회관계
영역)에 초점을 두거나 하루 일과활동 중의 특정 활동(그림책, 음악활동, 미술활동)에
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정서지능과 사회정서행동,
즉 사회정서적 유능성과 문제행동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서지능 발달을 간과하였다.

(Balluerka et al., 2013; Castillo et al., 2013; Cojocariu & Nechita, 2011; Frederickson et
al., 2012; Hwang, 1999; Hwang & Lee, 2005; Kwon & Park, 2013; Petrides et al., 2006;

불구하고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사회정서행동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한계점을 보였다. 따라서 어린 영유아를 대상으
Yoon & Lee, 2006)에도

로 일과활동 속에서 실시되는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요구되며, 정서지능 향상

떻

펴

프로그램이 사회정서행동과 어 게 관련되는지 구체적으로 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에서는 첫

째, 정서지능이 매우 어린시기부터 발달하고 영유아시기에 정서지능에 대한 학습
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Saarni, 1999) 만 2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둘째, 어린이집의 일상적 상황과 놀이활동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서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에 근거하여 정서의 인식, 정서의
표현, 정서의 이해, 정서의 조절에 초점을 맞추어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정

32

아동과 권리 19(1)

서발달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만 2세

영유아의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사회정서행동, 즉 사회정서적 유능성과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론

료

토대로 본 연구는 영

유아의 정서지능 연구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이 적 기초자 를 제공하고,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정서지능과 사회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결론을 제

시하여 이후 아동청소년의 정서 발달권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하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데

<연구문제 1>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은 만 2세 영유아의 정서지능에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은 만 2세 영유아의 사회정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만 2세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 개발

1. 만 2세 영유아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기본방향
네 가지 기본 요인에 해당하는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이해, 정서조절을 교육을 통해 향상시킴으로써 영유아들의 정서지능을 증진
시키고 사회정서행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영유아가
본 프로그램은 정서지능의

본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며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황

황

의 사회적 관계와 상 에서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며 상 에 따라 적절하게

함

정서를 조절 으로써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며, 사회정서행동의 사회정서적 유능성
을 증진시키고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영유아를 대
상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만 2세 영유아의 발달수준과 맥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영유아들이 흥미를 갖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정서지능 관련 선행
연구들에 근거하여 Mayer and Salovey(1997)의 정서지능 모델을 기초로 하였으며,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는 Mayer and Salovey(1997)의 정서지능 모형의 각
각 하위영역의 4개 범주에 근거하여 수립되었다. 또한 Ministry of Gen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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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Family(2007)에서 제시한 만 2세 표준보육과정의 사회관계, 의사소통, 신체운

탐

동, 예술경험, 자연 구 영역에서 정서지능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각 영역의

셋째, 어린이집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영유아들이 재미있어 하는 동화, 미술활동, 음률 및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통합적 활동을 구성함으로써 흥미있는 놀이 활동 속에서 정서지능이 향
상되도록 하였다. 동화는 책의 내용을 통해 간접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과 느낌,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해결을 이끌어내기에 적절하였다. 또한 미술활동은 감각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유아들이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발산하고 표현하는데 도와주며 음
률 및 신체활동은 신나는 몸의 움직임을 통해 자유롭게 정서를 표현하고 조절하며
다른 친구들의 생각과 감정 표현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적절하였다. 넷째, 활동의
내용에 근거하여 본 프로그램의 교육활동을 구성하였다.

특성에 따라 소집단 또는 개별 활동으로 전개하여 개별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도

재밌고 흥미로워하는 활동은 소집단 활동뿐만 아니라 자유
선택영역에 비치하여 영유아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소집단으로 여러 번 반복적으
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록 하였다. 영유아들이

2. 만 2세 영유아의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 개발절차
만 2세 영유아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정서지능 관련 문헌 및 프로그램을 고찰하고 분석하여 본 프로그
램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본 프로그램 구성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Mayer and Salovey(1997)의 정서지능 모형을 근거하여 영유아의 정서지능 향상을

목표와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즉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이해, 정서조절 등을 설정하였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목표와 하위요인을 토
위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대로 영유아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교육활동은 만 2세 표준보

탐

육과정의 사회관계, 의사소통, 신체운동, 예술경험, 자연 구 영역 내에서 동화, 미

률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교육활동 특성에 따라 개별 또는 소
집단, 대집단 등 융통성 있게 집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활동에 영유아의 선호도와
흥미를 최대로 존중하도록 하였으며, 영유아의 개인차에 따라 활동 난이도를 조절
하는 개별 교육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전
술, 신체 및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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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5인, 교사 10인을 대상으로 내용의 적절성 및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검증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및 표준보육과정의 보
육내용과의 연결성, 활동내용 및 자료, 활동과정과 평가방법을 조정하였다. 여섯
째, 최종적인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 총 18회기의 활동이 구성되었고, 각 회기별
활동목표, 구체적인 교수학습활동 등이 포함된 교사용 지침서가 완성되었다.
공교수 3인, 어린이집 시설

3. 만 2세 영유아의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 활동 내용 및 방법
법

목표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표준
보육과정에 근거한 다양한 발달영역을 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선정되었다.
프로그램은 만 2세 표준보육과정의 생활주제에 맞춰 총 18회 활동이 구성되었고
각 회기별 활동은 생활주제, 활동목표, 활동자료, 표준보육과정 관련 요소 및 구체
적인 교수-학습활동 등이 포함된 지도 계획안으로 작성되었다(see Appendix).
영유아의 정서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영유아가 먼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
현하며(1-7회기), 타인이 정서를 인식하고 인식된 정서를 올바르게 표현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며(8-13회기),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
적인 정서의 관계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조절하며(14-18회
기), 이러한 정서조절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가 소중함을 알도록 하는 교육활
동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정서지능 교육이 영유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린이집에서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동화, 미술, 음악과 신체 등의
본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 및 방 은 프로그램의

활동위주로 구성하였다.

4. 만 2세 영유아의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 교수학습방법
만 2세 영유아의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

법

목표를 성취하고 각 활동을 효과적으

로 시행하기 위해 다음의 교수학습방 을 이용하였다.

첫째, Hyson(1994)의 정서적 전략, 즉 정서적으로 안전한 환경 구성하기, 영유아
가 정서를 이해하도록 돕기, 적절한 정서 반응의 모범 보이기, 영유아의 정서 조절
돕기, 영유아의 정서표현 양식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영유아의 학습을 긍정적인
정서와 연결하기 등을 기본으로 하였다. 둘째, 영유아마다 발달과 학습의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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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기 때문에 영유아의 개인적 특성을 정서지능 교육활동에 고려하였다. 즉 개개

흥미와 관심, 발달수준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교육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였고 영유아의 개인 차이에 따라 활동 난이도를 조절하는 개별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융통성 있는 시간 계획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셋째, 매 회
기는 영유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주제와 관련된 사전 경험을 서로 공유하는
도입단계로 시작하여 전개 단계에서 본 활동을 실시한 후 마무리 단계에서 영유아
들이 인식하고 느끼게 된 정서적 변화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넷째, 활동의 특성에 따라 개별 또는 소
집단, 대집단 등의 융통성 있는 집단구성이 이루어졌으며, 영유아들의 동기유발과
흥미지속을 위해 영유아들이 재밌고 흥미로워하는 활동은 소집단 활동뿐만 아니
라 자유선택영역에 비치하여 영유아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소집단으로 여러 번 반
복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영유아의 정서적 능력 향상을 통해
긍정적인 또래관계 및 사회적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또래와 함께 하는 시간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일곱째, 활동과정에서 보이는 영유아들
의 단순하고 작은 반응도 경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영유아들의 눈높이에서 반응
하고 존중하며 수용하였다. 여덟째, 활동과정에서 영유아들의 부정적인 정서(두려
움, 불안, 공포, 슬픔)를 인정해주었으며, 지나치게 깊이 있고 풍부한 긍정적인 정
서적 반응만을 기대하는 것은 자제하였다. 아홉째, 활동과정에서 영유아들이 생각
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고 기다려주었다. 열 번째, 교사는 영
유아의 정서반응과 흥미에 기초한 상호작용을 하고 교사 스스로가 정서적으로 안
정되고 민감한 생활을 하도록 모범을 보이며 편안하고 안정된 정서적 분위기를 마
련하도록 노력하였다.
영유아의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재

립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소 하고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진행한 구 어

곳

린이집 4 의 만 2세반을

선정하였다.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들은 동일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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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하여 교육적 경험이 서로 유사하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류 층

선정한 이유는 정서지
능이 매우 어린시기부터 발달하고 영유아시기에 정서지능에 대한 학습이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Saarni, 1999). 2개 구립어린이집 영유아들을 실험집단에
2개 어린이집 영유아들을 비교집단에 배정하였다. 실험집단은 28명(남아 16명, 여아
12명), 비교집단은 30명(남아 14명, 여아 16명)으로 사후검사까지 완료한 총 58명이
영유아가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전체 연구대상 영유아의 평균 월령은
36.76(SD= 3.65, R= 30~41개월)이었으며, 실험집단은 37.38(SD=3.03, R= 30~41개월), 비
교집단은 35.97(SD= 3.96, R= 30~41개월)로 두 집단 간에 연령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은 것을 나타났다(t= 2.01, p> .05). 실험집단은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투
입되는 집단이며, 비교집단은 기존의 정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집단이다.
이 유사한 중 계 에 속한다. 만 2세 영유아를 연구대상으로

2. 측정도구
1) 영유아 정서지능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Goleman(1995)과 Salovey

토대로 Kim(1998)이 수정·보완한 영
유아 정서지능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평정하도록 고안되었
다. 하위영역은 자기 정서인식 및 표현(5문항), 정서조절(5문항), 정서의 이용(12문
항), 타인 정서의 인식(12문항), 성인관계(7문항), 또래관계(4문항) 등으로 구성되
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 ‘전혀 아니다’ 1점부터 ‘아주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내
적신뢰도 Cronbach’s α는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72, 정서조절 .78, 자기 정서의
and Mayer(1990)의 정서지능의 개념 모형을

이용 .86, 타인 정서의 인식 .75, 성인관계 .72, 또래관계 .70 으로 나타났다.

2) 영유아 사회정서행동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사회정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Shim(201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영역은 사회정서적 유능
성과 문제행동으로 나누어진다. 사회정서적 유능성은 사회정서성(18문항)과 사회
적 관계(12문항)로 이루어지고 문제행동은 내면적 문제행동(10문항), 외면적 문제
영유아 사회정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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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12문항), 수면식사 문제행동(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 ‘전혀 없다’ 0점부터 ‘자주 있다’ 3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정서적 유능성과 문제행동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간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사회정서성 .94, 사회적 관계 .93, 내면적 문제행동 .88, 외현적 문

제행동 .93, 수면식사 문제행동 .90 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실험집단(28명)과 비교집단(30명)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

먼저 정서지능과 사회정서행동 검사를 공통적으로 실시한 사전검
사 이후 실험처치 방법으로 실험집단에는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비교집단에는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표
를 검증하였다.

준보육과정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 간에 실험처치 결과를 평가하는 사후검사로 정
서지능과 사회정서행동 검사를 실시하였다.

2) 교사 및 검사자 훈련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 실험집단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2주간 교

론

침

법

육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이 과 교수원리, 기본방 과 내용, 교수-학습방

재 준비, 진행과정 및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나 교사역할에 대해 토의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
험집단 교사는 총 4명으로 전원이 유아교육 및 아동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이상
의 학력 소지자이다. 프로그램은 학급의 교사들에 의하여 공통된 활동안의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매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활동안 내용을 일지에 기록
하고 활동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등에 대한 교육으로 각 활동에 대한 내용, 교구교

3) 사전검사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이전에 2014년 3

월 20일부터 4월 1일 사이에 정서지능과

사회정서행동을 전체 연구 대상 영유아에게 실시하였다. 정서지능 검사지는 부모

임

가 평정하였고 사회정서행동 검사지는 각 반의 담 교사가 평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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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유아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선정된 어린이집 2곳의 만 2세반 학급에
만 2세 표준보육과정의 연간 교육계획안과 5월, 6월과 7월 월간 교육계획안의 생
활주제에 맞춰 실시하였다. 1주에 2개의 활동을 투입하여 총 18회 활동을 2014년
5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되었다. 실험집단 영유아들은 프로그램 실시 해당
일에는 교육활동시간에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경험하였고, 다른 날에는 기관
의 정규 교육활동을 경험을 하였다. 비교집단 영유아들에게는 정서지능 향상 프로
그램을 실시하지 않았고 기관의 정규 교육활동과정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적용은 실험집단으로

5) 사후검사

종료 후 사후검사를 1주일 동
안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부모와 담임교사에 의해
정서지능과 사회정서행동이 측정되었다. 사후검사는 진행과정과 장소, 검사자가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시 후 영유아에게 변화된 점
이 있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교사에게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동안 작성한 일지에
영유아의 변화과정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실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프로그램

4. 자료분석
된 자료를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

본 연구를 위해 수집

집단의 정서지능과 사회정서행동 사전․사후 차이검증은 사전조사점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만 2세 영유아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펴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 보기 위해

먼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영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평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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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motional Intelligence
Pre-test
Experimental Comparative
(N=28)
(N=30)
M
SD
M
SD

Post-test
Experimental Comparative
(N=28)
(N=30)
M
SD
M
SD

Adjusted post-test
Experimental Comparative
(N=28)
(N=30)
M
SE
M
SE

Total of EQ 165.14 10.81 162.13 14.02 173.25 12.18 161.33 16.83 171.56

2.03 162.91 1.96

Appraisal &
21.32
expression

2.48 20.27

1.76 21.36

2.00 20.37

2.45 21.58

.33

20.71

.32

Regulation

16.86

2.03 16.33

2.00 17.28

1.48 16.23

2.09 17.17

.31

16.33

.30

Utilization

43.21

4.65 42.87

5.64 45.00

3.78 41.77

5.63 44.38

.70

41.34

.67

Recognizin
g emotions 41.25
in others

3.50 41.23

4.37 45.32

4.34 41.48

5.38 45.31

.76

41.47

.73

Relation
with adults

27.42

2.74 27.23

2.81 28.35

2.52 27.63

3.45 27.95

.45

27.30

.44

Relation
with peers

15.07

1.74 14.97

2.00 15.93

1.86 14.87

2.06 15.88

.31

14.91

.30

편차, 조정된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분석하였다. <Table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서지능 전체, 자기 정서인식 및 표현, 정서조절, 정서이용, 타인의 정
서이해, 또래와의 관계에서 실험집단의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의 차이가 비교집단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

펴

이와 같은 집단간의 평 차이가 유의한지를 살 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

유아의 정서지능에 대한 집단간 주효과는 정서지능 전체 점수(F= 9.85, p<.01), 자

기의 정서조절(F= 3.74, p<.05), 자기 정서의 이용(F=9.57, p< .05), 타인 정서의 이
해(F= 13.34, p< .001)와 또래와의 관계(F= 4.88, p< .05)에서 나타나 실험집단과 비
교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
험집단의 영유아가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영유아

에 비해 정서지능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주며,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정서지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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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COVA Results of Effecting the Program on Emotional Intelligence(N=58)

Total of EQ

Appraisal &
expression
of emotion

Regulation of
emotion
Utilization of
emotion
Recognizing
emotion in
others
Relation with
adults
Relation with
peers

Source

Sum of
squares

Mean
squares

Pre-test

5913.73

1

Group
Error
Total
Pre-test
Group

1053.82
6310.18
14280.57
119.44
.99

1
55
58
1
1

Error

163.95

55

Total
Pre-test
Group
Error
Total
Pre-test
Group
Error
Total
Pre-test
Group
Error
Total
Pre-test
Group
Error
Total
Pre-test
Group
Error
Total

297.60
38.58
9.98
148.50
203.12
563.33
129.41
744.03
1566.91
469.93
213.85
881.64
1566.77
121.47
.04
310.85
433.59
66.31
13.40
151.01
233.66

58
1
1
55
58
1
1
55
58
1
1
55
58
1
1
55
58
1
1
55
58

df

5913.73
1053.80
114.73
119.44
.99

F
51.54***
9.85**
40.67***
.33

2.98
38.58
9.98
2.70

14.29***
3.74*

563.33
129.41
13.52

41.63***
9.57*

469.93
213.85
16.03

29.32***
13.34***

121.47
.04
5.65

21.49***
.08

66.31
13.40
2.74

24.15***
4.88*

*p<.05, **p<.01, ***p<.001

2.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만 2세 영유아 사회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
펴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사회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 보기 위
해

먼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영유아의 사회정서행동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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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ocial-emotional Behaviors
Adjusted post-test
Experimental Comparative
(N=28)
(N=30)

M

M

M

SE

95.75 16.29 93.73 14.99 103.39 13.40 94.10 15.89 102.49 2.22

94.94

2.14

58.07 11.32 54.53 10.02 62.28

8.37 55.93 10.22 61.32

1.43

56.83

1.83

38.67

6.04 38.17

41.39

.99

38.00

.96

49.53 14.26 55.20 15.49 44.18 10.12 54.83 17.96 45.96

2.54

53.16

2.45

20.46

7.35 23.66

9.31 19.14

6.21 23.30

9.55

20.11

1.24

22.40

1.20

14.92

5.12 15.27

6.11 14.67

4.11 18.17

7.11

14.61

.97

17.58

.94

Dysregulation 12.14

5.88 13.27

5.77 10.35

3.48 13.37

4.30

10.57

.72

13.17

.70

Socialemotionality
Social
relations
Total

Problem
behaviors

Post-test
Experimental Comparative
(N=28)
(N=30)

M

Total
Socialemotional
competence

Pre-test
Experimental Comparative
(N=28)
(N=30)

Externalizing
behaviors
Internalizing
behaviors

SD

M

6.33 39.20

SD

5.84 41.10

SD

M

SD

7.12

SE

균

편
된 사후검사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분석하였다. <Table 3>에
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정서적 유능성 전체와 하위영역인 사회정서성, 사회적
평 , 표준 차, 조정

관계, 문제행동 전체와 하위영역인 수면식사 문제행동에서 실험집단의 사전점수
와 사후점수의 차이가 비교집단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

펴

이와 같은 집단 간의 평 차이가 유의한지를 살 보기 위하여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

유아의 사회정서행동에 대한 집단간 주효과는 사회정서적 유능성(F =5.93, p< .01)

과 하위영역인 사회정서성(F =4.95, p< .05), 사회관계(F= 5.68, p< .05), 그리고 문제
행동(F =4.03, p< .05)과 하위영역인 수면식사행동(F =6.56, p< .05)에서 나타나 실험
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실
시한 실험집단의 영유아가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영유아에 비해 사회정서행동, 사회정서적 유능성 전체 점수가 증가하고 문제행동
전체 점수가 감소되어 나타났다. 특히 사회정서적 유능성 중 사회정서성, 사회관
계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문제행동 중 수면식사 문제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지능 프로그램이 영유아의 사회정서행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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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COVA Results of Effecting the Program on Social and Emotional Behaviors (N=58)
Sum of
Mean
Source
df
F
squares
squares
Pre-test
4596.44
1
5913.73
33.36***
SocialGroup
816.47
1
1053.82
5.93**
emotional
Error
7578.93
55
114.73
competence
Total
13426.07
58
Pre-test
119.44
1
1787.19
31.32***
Socialemotionality

Social
relations

Problem
behaviors

Externalizing
behaviors

Internalizing
behaviors

Dysregulation

Group

.99

1

Error

163.95

55

Total

297.60

58

Pre-test

942.78

1

942.78

34.20***

Group

156.67

1

156.67

5.68*

Error

1516.06

55

27.56

Total

2584.07

58

Pre-test

2542.42

1

2542.42

14.59***

Group

701.37

1

701.37

4.03*

Error

9585.85

55

174.28

Total

13772.41

58

Pre-test

1347.69

1

1347.69

Group

73.35

1

73.35

Error

2344.03

55

42.61

Total

3942.02

58

Pre-test

498.07

1

498.07

Group

71.19

1

71.19

Error

1426.20

55

25.93

Total

2100.48

58

Pre-test

69.55

1

69.55

4.81*

Group

94.89

1

94.89

6.56*

Error

795.85

55

14.47

Total

996.57

58

*p<.05, **p<.01, ***p<.001

282.52

4.95*

57.06

31.62***
1.72

19.21***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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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 2세 영유아의 정서지능 향상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정서지능이 사회정서행동의 사회정서적 유능성

약

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밝혀진 연구결과를 요 하고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지능이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본 연구에서는 Mayer
and Salovey(1997)의 정서지능 모형에 근거하여 정서지능 하위요인으로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이해, 정서조절을 정한 다음, 만 2세 표준보육과정 내용과 영역에
통합되어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본 프로그램의 18회

먼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며(1-7회기),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인식된 정서를 올바르게 표현하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과 다른 사
람의 정서를 이해하고(8-13회기),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의 관계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조절하며(14-18회기), 이러한 정서조절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가 소중함을 알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선행연구결과
들에 근거하여 활동들은 동화, 미술, 신체 및 음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영유
아의 흥미와 관심, 발달수준과 교육적 요구에 맞춰 소집단으로 이루어지거나 자유
선택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다시 놀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Cojocariu & Nechita,
기의 활동들은 영유아가

2011; Han, 2007; Kim & Lee, 2008; Kwon & Park, 2013; Seo & Kim, 2006; Song
& Choi, 2013; Wang & Choi, 2012).

둘째,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은 만 2세 영유아의 정서지능에 효과가 나타났다.
총 18회기의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 영유아는 정서지능에서
비교집단 영유아보다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즉 정서지능 사전·사후검사를 비교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영유아가 정서지능의 전체 점수와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인 정서조절, 정서의 이용, 타인 정서의 인식 및 배려, 또래와의 관계에서 비교집
단의 영유아보다 점수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지능이 교육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고 한 Cojocariu and Nechita(2011), Mayer et al.(2000)의 보고를 지
지하는 결과이며, Mayer and Salovey(1997)의 정서지능 모형에 기초하여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들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Chu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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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Cojocariu & Nechita, 2011; Kim & Lee, 2008; Kwak, 2005; Kwon & Park,
2013; Resurreccion et al., 2014; Wang & Choi, 2012). 반면, 정서지능 하위영역 중

자기정서에 대한 인식 및 표현과 교사와의 관계에서 두 집단 간에 통제적으로 유

않았으나,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영유아
가 비교집단 영유아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통계
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정서지능 교육 경험이
의하게 나타나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전반적으로 본 프로그램은 영유아기에 발달하고 학습해

출

야 하는 정서발달 특성인 정서 현, 자기정서인식, 타인정서인식, 자아 의식적 정

킨 것으로 나타났다.

서, 정서조절 등을 향상시

셋째,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은 만 2세 영유아의 사회정서행동의 사회정서적

유능성과 문제행동에 효과가 있었다.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
영유아가 사회정서적 유능성에서 유의미한 증진을 보였고 문제행동에서는 의미있
는 감소를 보였다. 즉 사회정서행동의 사회정서적 유능성과 문제행동에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영유아가 사회정서적 유능성 전체 점수와 하
위영역인 사회정서성, 사회관계에서 비교집단의 영유아보다 점수가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문제행동 전체 점수와 하위영역인 수면식사 문제행동에서 비교
집단의 영유아보다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서지능이 사회정서적 유능성 또

온 연구결과들(Balluerka et al., 2013;

는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

Castillo et al., 2013; Cojocariu & Nechita, 2011; Frederickson et al., 2012; Hwang,
1999; Hwang & Lee, 2005; Kwon & Park, 2013; Petrides et al., 2006; Yoon & Lee,
2006)을 지지한다. 또한 정서발달 또는 사회정서 학습프로그램이 사회관계 기술,

문제해결능력, 공격성, 우울,
프로그램의 결과들과 같은

불안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정서 학습
맥락이다(Castillo et al., 2013; Chung et al., 2010;

Greenberg & Kusche, 1998; Grossman et al., 1997; Kwon & Park, 2013; Lee et al.,
2000; Merrell et al.,2007). 이러한 결과는 사회정서적 유능성을 증진시키고 문제행

함

동을 조기에 예방하려면 영유아기의 정서지능 발달을 위한 교육이 필요 을 보여
주며, 정서지능 교육이 영유아의 사회정서적 역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첫째, 영유아기의 정서지능 교육이 정서지능 발달

과 사회정서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서지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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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정서인식 및 배려와 또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회정서행동 중 사회적 역
량의 사회정서성과 사회적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난 결과
는 정서지능이 사회정서역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Frederickson et al.,
2012)을 입증해 주었으며 이후의 유아기나 아동기의 사회정서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영유아 시기에 정서지능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만 2세

영유아 정서지능 교육이 정서지능의 정서조절, 정서의 이용, 타인의 정서의 인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영유아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인식된 정서를 올바르게 표현하며 자신의 정서표현을 조절함으
로써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방
식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능력이 향상됨을 보여준 결과는 영유아기 정서발달을 위
해서 정서지능 교육이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및 배려에

만 2세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서인식과 조절에서 영유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된

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영유아가 가족, 또래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련

불

롭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들과 더 어 조화 게 기능하며 살아가는 능
력을 기르도록 한다’는

목표에 부합한다. 따라서 일반교육 안에서 자연스럽게 정

서지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Elias et al., 1997; Salovey & Sluyter, 1997) 정서지능

든 영역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이 표준보육과정의 내용과 모

넷째, 영유아기 정서지능 발달은 이후의 아동청소년 시기의 정서발달과 정신건강
에 밑거름이 되고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정서발달)과 생존권(정신건강)
의 증진을 위해서는 영유아 시기에 적절한 정서지능 발달과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18주 동안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친 프로그램
의 단기적 효과만을 검증한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이 단기적 효

장기적 효과를 고려한 종단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영유아는 주로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지능이 형성되며 발달을 가져온다. 따
라서 부모를 대상으로 정서발달과 정서지능이 중요성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부모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과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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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만 2세 영유아의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회기별 활동내용

표준보육과 차
정기초
생활주제 시

하위영역

1

정서인식/
정서표현
(자신)

2

정서인식/
정서표현
(자신)

3

정서인식/
정서표현
(자신)

자랑스러운 4
나

정서인식/
정서표현
(자신)

5

정서인식/
정서표현
(자신)

6

정서인식/
정서표현
(자신)

7

정서인식/
정서표현
(자신)

8

정서인식/
정서이해
(타인)

엄마가
화났어요

엄마의 다양한 감정
변화를 이해하고 감
정의 원인과 결과를
예측해본다.

사랑하는
가족
9

정서인식/
정서이해
(타인)

아기를
돌봐주기

아기인형을 돌봐주며
아기와 엄마의 기분
과 감정을 느껴본다.

정서인식/
10 정서이해
(타인)

꽃물
들이기

동생에 대한 질투와
사랑의 감정을 느껴
보고 손톱을 물들인
다.

활동명

활동목표

내가 어렸을 자신에 대해 긍정적
적에
으로 인식한다.
나는
특별해요

나만의 특별함을 인
식하고 표현한다.

활동내용
동화책 ‘이만큼 컸어요’를 읽는다. 영유아가 성
장해 온 사진을 보면서 사진에 나타난 행동이
나 표정에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화분에 씨앗
에서 꽃이 자라나는 사진을 보면서 영유아가
자라나는 과정을 생각해본다.
동화책 ‘나의 특별한 구름’을 읽는다. 각 영유아
가 가지는 특별한 점을 이야기 나눈 다음, ‘나는
특별해’ 노래를 같이 부른다.
동화책 ‘기분을 말해봐’를 읽는다. 사진에 보이는
다양한 감정을 적절한 감정단어를 말해본다. 또
한 다양한 표정막대인형으로 역할놀이를 하며,
자신의 역할을 할 때의 감정을 이야기 나눈다.

다양한 감정을 인식
기분을 하고 감정에 따라 적
말해보아요 절한 언어로 표현한
다.
무서움, 불안, 두려
‘덜덜덜 겁이나요’를 읽는다. 여러 가지
그림자 움 등의 감정을 인식 동화책
감정을
놀이
하고 몸으로 감정을 본다. 몸으로 표현해보고, 그림자를 만들어
표현한다.
동화 ‘울지 말고 말하렴’을 읽는다. 다양한 상황
울지 말고 슬픈 상황에서 자신 에서의 감정을 바르게 표현하는 법에 대해 이
말해
의 감정을 인식하고 야기 나눈다. 그런 다음 언어영역에 비치된 녹
보아요 적절하게 표현한다. 음기에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바르게
말해보고 들어본다.
‘자꾸 자꾸 화가 나’를 읽는다. 화가 날 때
화가 날 때의 감정을 동화
가
있음을
알고 화를 풀 수 있는 적절한 방법에
화가 나요 긍정적으로 표현해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 다음, ‘미소’ 노래
본다.
를 다양한 감정으로 부른다.
자신의 내적 감정을 동화 ‘야옹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을 읽는
느껴
다. 색 밀가루 풀 감각주머니를 탐색하고 찍기
보아요 인식하고느낌과감정
을 언어로 표현한다. 틀로 모양찍기를 하며 이야기를 만들어본다.
동화 ‘엄마가 화났다’를 읽는다. 엄마가 화났을
때의 상황과 그 때의 엄마의 기분에 대해 이야
기를 나눈다. 그런 다음 엄마에게 마음을 표현
해 보고 엄마를 사랑하는 맘을 담아 ‘사랑’ 노래
를 함께 불러본다.
동화 ‘피터의 의자’를 읽는다. 동화 속의 주인공 피
터와 같은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떤 기분인지를 생
각해본다. 그런 다음 역할영역에서 아기인형을 달
래고 돌보며 아기의 기분과 감정을 느껴본다.
동화 ‘세상에 제일 이쁜 손톱’을 읽는다. 동화속
의 주인공 감정에 이입해보고 봉숭아 꽃잎으로
손톱에 물들여본다. 물들여진 손톱을 보며 느
낌을 표현 해본다.

활동
유형
동화
미술
동화
음률
동화
역할
동화
신체

동화

동화
음률
동화
미술
동화
음률
동화
역할
동화
탐색

52

아동과 권리 19(1)

<Appendix 1> 계속

표준보육과 차
정기초
생활주제 시

하위영역

11

정서이해
(타인)/
정서조절

12

정서이해
(타인)/
정서조절

밀가루 풀장

13

정서이해
(타인)/
정서조절

명화
감상
하기

14

정서조절

신문지
공 던지기

15

정서조절

밟자! 밟자!

16

정서조절

몸으로
리듬을
표현하기

17

정서조절

괜찮아!
괜찮아!

18

정서조절

춤을 춰요

햇볕은
쨍쨍
(여름)

친구와
함께

활동목표

물을
뿌려요

물놀이를 하며 다양
한 감정을 느끼고 표
현하며 다른 친구의
감정도 이해한다.

동화 ‘첨벙 첨벙 첨벙’을 읽는다. 미니풀장에 긴
호스를 통해 물을 뿌려준다. 우산으로 비를 맞 동화
아보거나 몸으로 비를 맞아보며 느낌을 이야기 신체
나눈다. 비를 맞아본 느낌을 이야기 해보고 빗 음악
방울 음악을 듣는다.

밀가루 풀을 느껴보
고 다양한 감정을 이
해하며 상황에 따라
정서를 조절할 수 있
다.
다양한 상황에서 긍
정적인 정서와 부정
적인 정서를 인식하
며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낀다.
종이죽 과녁에 던지
활동을 통해 부정적
인 정서를 해소하며
조절한다.
신체를 조절하여 찰
흙밟기를 하면서 기
쁨과 즐거움을 느끼
며 표현한다.
음악의 리듬에 따라
자신의 느낌과 감정
을 표현하며 정서를
조절한다.
동극을 통해 다른 사
람의 입장을 경험하
며 자신의 감정을 조
절한다.
노래에 맞춰 친구에
춤을 추면서 친구와
기분 좋은 신체접촉
을 하며 정서를 조절
한다.

미니풀장 옆 돗자리에 전분을 제시한 다음, 손
과 발로 밀가루 풀을 느껴보고 전분에 색소를 신체
섞어 상상놀이를 한 다음 상상한 그림을 그려 미술
본다.

친구랑

활동내용

활동
유형

활동명

이중섭의 ‘달과 까마귀’명화를 감상한 다음, 작
품에 속의 까마귀의 상황과 감정을 이입해보고
느낌을 이야기 나눈다. 친구 꾸며주기 활동을
함께 하면서 완성 협동작품을 감상하고 느낌을
이야기 한다.
신문지를 찢거나 구기면서 탐색을 한 다음, 물
에 젖은 신문을 공 모양으로 구겨서 과녁에 던
진다, 친구와 함께 다양한 방법으로 신문지공
을 과녁에 맞추는 놀이를 한다.
찰흙을 다양한 방법으로 탐색한 다음 찰흙 위
에서 발을 이용하여 활동을 한다. 찰흙에 분무
기로 물을 뿌려 놀이를 하고 친구와 함께 전지
를 위를 걸어 다니며 기분과 느낌을 표현한다.
악기소리를 듣고 어떤 악기인지 맞혀보고 빠르
고 느린 음악을 들어보며 자유롭게 느낌을 표
현해본다. 음악에 익숙해지면 리듬악기를 자유
롭게 연구해본다.
동화 ‘괜찮아’를 읽는다. 친구들과 자신이 경험
을 이야기 하며 어떤 기분인지를 생각해보고
나와 친구의 좋은 점을 이야기 나눈다. 그런 다
음 역할을 정해 동극을 한다.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활동했던 사진을
보면서 친구와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노래 ‘손치기’에 맞춰 짝이 된
친구와 함께 활동을 한 다음, 어떤 기분이 들었
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미술

신체
미술
미술
음률
신체
동화
동극
음률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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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만 2세 영유아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 교육활동 예시(17회기)

활동명
생활주제

괜찮아! 괜찮아!
친구

함께 놀이하는 즐거움에 대해 인식한다.
활동 ••친구와
경험
이야기를
누는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다.
목표 •다른 사람에게 나자신의
정서표현을 조절할 수 있다.
◆ 사회관계
다른 사람의 감정알고 조절하기(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기,
보육 나와
나의
감정 조절하기)
과정 ◆ 의사소통
관련 듣기(이야기 듣고, 이해하기), 말하기(느낌, 생각, 경험 말하기)
요소 ◆ 예술경험
예술적 표현하기(자발적인 동극활동을 통해 모방이나 상상놀이 표현하기)
활동자료 ‘괜찮아’ 동화책, 등장인물 동극 머리띠(개미, 뱀, 타조, 고슴도치, 기린)
활동방법

정서지능
구성요소
활동형태

정서조절

동화, 동극

범보이기, 함께 구성하기, 촉
교수방법 시
진하기, 지지하기, 인정하기

교수전략

<도입>

•동화 속주인공의 감정을 인식하
1. 영유아와 함께 동극을 할 수 있도록 동화를 들려준다(→ 영유아들이 동화 내용을 잘 도록 도와준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책 내용을 재구성하여 TV동화를 이용하여 동화를 들려준다.)
2. 동화내용을 회상해 본다.
• 영유아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영유아의 감정을 공감해
- 동화책에 나오는 동물친구들은 누구였니?
주고 구체적인 표현과 행동에
3. 동화속 나온 등장 동물들의 순서와 대화를 이야기를 나눠 본다.
대해 인정해 준다.
- 친구가 개미(뱀, 타조)에게 무슨 말을 했니?
- 그러면 동물 친구(개미, 뱀, 타조)는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 해줬니? • 교사는 동화장면을 통해 다양한
4. 영유아들이 이야기와 친숙해지기 위한 등장 동물을 그리기 활동을 한 다음 자신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하고 싶은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본다.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활
동
과
•교사는동극 활동시 모든 영유아
정 <전개>
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역할
1. 등장인물 머리띠와 소품이 준비되면, 역할놀이를 영유아와 함께 준비한다.
소품을 준비하고, 소극적인 영
- 어디에서 동극을 하는 것이 좋을까?
유아들도 간단한 배역을 맡아
- 개미(뱀, 타조)는 어디에 있을까?
참여 할 수 있도록 언어적 자극
- 관람하는 곳은 어떻게 꾸미는게 좋을까?
과 지지를 해 준다.
2. 동극을 할 준비가 되면 관람하는 영유아들과 함께 관람 장소에 모이도록 한다.
3. 동극을 할 준비가 되면 시작한다(영유아가 동극을 하기 어려워하면 교사가 해설을• 영유아들이 동극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맡으면서 영유아들을 옆에서 도우면서 진행한다).
- 역할을 맡은 친구들은 나와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대해 친구들에게 소개 해 보자. 또래간에 친밀해 질 수 있는 긍
정적인 분위기를 조성 해 준다.
4. 동극이 시작되면 교사는 관찰하면서 필요시 적절하게 개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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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방법
교수전략
5. 동극이 끝나고 동극에 참여 했던 영유아, 관객이 되었던 영유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사가 영유아들의 활동모습을
느낀 점을 이야기 나눈다.
관찰하여 친밀해진 영유아들의
- 동극을 하면서 어떤 점이 재밌었니?
모습을 포착한다.
- ** 역을 맡았더니 기분이 어땠니?
- 동극을 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니?
• 영유아들과 활동방법을 이해 못
- 어떤 역할이 재미있었니?
하거나 의견 조율이 어려울 경
- 이야기속의 동물들이 되어 보니 어땠니?
우, 교사가 시범을 보여주거나
- 친구에게 속상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까?/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개별적인 감정을 공감 해주면서
- 원하는 역할을 하지 못했던 친구들 기분은 어땠을까?
영유아들의 생각을 모아 다시 이
6. 평가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동극을 해본다.
야기 해 준다.
7.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동극을 해 볼 수 있도록 언어영역에 책과 동극소품을 놓아준다.
• 교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마무리>
1. 동극이 끝나고 동화내용과 관련하여 등장인물의 정서와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본다. 많은 감정을 표현 할 수 있도록
- 친구가 개미(고슴도치, 뱀, 타조, 기린)에게 작다고 했을 때 개미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양한 예시들을 이야기 나눈다.
- 그리고 개미(고슴도치, 뱀, 타조, 기린)는 어떻게 했니??
•영유아가 자신의 감정 경험을 이
2.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시켜 추론해 본다.
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 어떤 일이 생기면 속상할까?
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 해준
- 속상할 때 또 어떤 마음이 들까?
다.
- 어떤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을까?
- 기분 좋은 마음이 들 때 또 어떤 마음도 들까?
3.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표현 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 본다. •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행
동으로 나타냈을 때의 결과에 대
-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표현 할까?
해 예측하는 이야기를 나눈다.
-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표현 할까?
4.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본다.
• 영유아는 활동에 즐겁게 참여하며, 교사, 또래와 친밀한 감정을 나누었는가?
다양한 감정에 따라 표현을 달리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였는가?
평가 •• 영유아는
영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교사, 친구에게 표현 할 수 있었는가?
• 영유아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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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ogram for improving two-year-olds'
emotional intelligence, and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emotional behavior. The program was developed based on Mayer
and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model and integrated to the standardized child care
curriculum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58 two-year-olds(28 subjec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30 subjects in the comparative group) participated in
this program. Results indicate that the experimental group displayed a higher level
of emotional intelligence compared to the comparative group in the post-test. Also,
children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more likely to increase their social-emotional
competence whereas a decrease in problematic behavior was observed rather than
children in the comparative group. Based on these findings, we conclude that an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 provides an appropriat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nd needed to improve their emotional intelligence and support their social- emotion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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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behavior, children's developmental right

월 30일, 수정본 접수：2015년 2월 5일, 채택：2015년 2월 16일)

(접수：2014년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