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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발달 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한
FIE-B 프로그램 사례연구
이 근 애†
동아대학교

본 논문은 인지발달이 지연된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Feuerstein의 인지중재프로그램을 실시
한 사례이다. Feuerstein의 FIE-B 프로그램 도구 중 점조직(OD)와 정서이해(EM)을 중심으로 10
개월 동안 주 1회 50분씩 총 44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접수 당시 아동은 인지발달과 언어
발달이 지연되어 있었고, 사회 및 정서발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초등학교 입학을 연기한
상태였다. 중재가 마무리 될 무렵 아동의 인지능력이 향상되었고 수용어휘력 수준도 증가하
였으며 집중력 및 인지적 책략 사용의 빈도, 정서 표현 및 이해능력이 증가하였다. FIE-B 프
로그램을 활용한 중재학습경험은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 뿐 아니라 정서 및 행동적 문제 해결
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FIE-B 프로그램, 인지능력, 수용어휘력, 정서표현, 중재학습경험,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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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영향
력을 중시하면서 아동의 인지에 미치는 생물
학적인 영향을 거의 언급하지 않은 점(Berk &
Winsler, 1995), 인지발달에서 교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인 교수원리를 계발하지
못하였으며 잠재적 발달 수준에 대해 측정할
수 없었다는 점이 단점으로 존재한다(Shaffer,
Development; ZPD)

인간은 본인이 처한 환경 속에서 상황과 대
상에 대해 인식하고, 인식한 정보를 지각하고
평가하는 사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를 해
결하는 능력을 가진다. 인지란 다양하게 사고
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 지능, 사고, 창의
력, 추리, 문제해결, 정보처리능력 등의 고도
의 기술을 수행하는 인지과정을 의미한다(이
정모 외, 2003). 이러한 인지의 각 과정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
른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간
의 인지 능력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아주 중
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Piaget는 인간의 생물학적 특징에 근거를 두
고 스스로의 활동을 통해 세상에 관한 지식을
발견하거나 구성하는 조직화된 방식인 심리학
적 구조를 발달시킨다고 보며, 아동을 매우
능동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러나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요소의 개인차가 각 단계를 지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며 경험을 분석하고 해석
하는 것에 두뇌가 점차 잘 적응하게 된 결
과로 인지적 변화가 이루어짐을 강조하였다
(Laura, 2006). 하지만 Piaget의 발달이론에서의
아동은 그가 가정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유능
하며 인지적 변화 즉, 평형화와 적응 및 조직
화 등에 대한 그의 설명은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였다.
반면 Vygotsky(1978)는 보편적인 인지 변화
를 강조하였던 Piaget와는 달리 인지발달에 있
어 사회문화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언
어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동의
인지능력은 부모, 교사와 같은 성인이나 자
신보다 유능한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장하며, 이를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2005).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Feuerstein과
그의 동료들은 역동적인 지능관(Dynamic
Assessment)를 제시하였다(Feuerstein, R., Rand,
Y., Hoffman, M., & Miller, R., 1979, 1980). 인간
의 잠재적 발달수준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새
로운 접근방법과 실질적인 교수방법 등을 계
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능을 이전에 획
득한 경험을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보았다(Feuerstein et
al, 1979, 1980). 이러한 관점에서 지능을 계발
시키기 위해 Feuerstein과 그의 동료들은 도구
적 심화 프로그램인 FIE(Feuerstein Instrumental
Enrichment) 프로그램을 고안해 냈다(Feuerstein
et al, 1979, 1980).

프로그램은 구조적 인지수정이론
(Structural Cognitive Modifiability: SCM)을 바탕으
로 중재학습경험(Mediated Learning Experience:
MLE)를 강조하며 개별화된 도구를 갖추고 있
다. 구조적 인지수정이론에서 인간은 변화 가
능한 개방적인 유기체이며 변화해야하는 상황
에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
이다. 따라서 Feuerstein(1980)은 지능이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고 수정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지기능의 결함은 학습
잠재력 평가도구(Learning Potential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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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도구적 심화(Instrumental
Enrichment)와 같은 응용체계를 기반으로 한
중재학습경험을 통하여 보완되고 수정될 수
있다.
Feuerstein이 제시한 초기 FIE-S(Feuerstein
Instrumental Enrichment-Standard) 프로그램은 45
년 이상의 역사를 지녔으며, 학령 중기 이상
의 아동과 성인이 대상이었다. 이후 만 3세
이상에서 7세 미만의 유아와 낮은 기능의
학동기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FIE-B
(Feuerstein Instrumental Enrichment-Basic)라는
새로운 인지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Feuerstein & Feuerstein, 2003). FIE-B 프로그램
은 Organization of Dot-Basic(OD-B), Identifying
Device:

LPAD)

Emtion(EM), Orientation in Space-Basic(OS-B),
From Empathy to Action(FEA), Tri-channel
Attentional learning(TCAL), Compare and Discover

의 6가지 과제도구가 포함된다.

the Absurd(CDA)

Organization of Dot-Basic(OD-B), Tri-channel

은 지각 및 운동 발달,
학습과정 중심, 집중과 계획 행동에 초점이
있는 도구이며, Orientation in Space- Basic(OS-B)
은 공간적 방향을 강조하고, 명령의 수용, 체
계적인 탐색, 그리고 공간적 관계의 구체화에
초점을 둔 도구이다. Identifying Emtion(EM),
From Empathy to Action(FEA)는 감정적 표현을
해독하고, 사회적이고 행동적 상관을 발생시
키는 요인을 찾고 이해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도구이며, Compare and Discover the Absurd
(CDA)는 추상적이고 통합적인 생각에 초점을
둔 도구이다.
FIE-B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에서 사회경제적
수준과 인지기능이 낮은 12-15세 아동을 대상
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대인관
계, 자긍심, 과제 요구에 대한 적응 등에 있어
Attentional learning(TCAL)

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
형분류, 공간관계 등에서 많은 발전을 보였다
(Feuerstein et al, 1980).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전 세계 각
지에서 대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긴 시간동안
이루어져 왔으며, 국내에서도 긴 시간은 아니
지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발달장애를 지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
로 이루어져 왔고(전윤식, 1990; 전윤식․정
홍섭․임말수, 1992; 여광웅․박현옥․함윤주,
2004), 이후 유아 및 영재아를 대상으로 한 인
지적 능력 향상에 따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길경숙, 2009; 오영진․신선희, 2008), 최근에
는 일반 아동의 인지 및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김민정,
2013; 김주희․황희숙,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euerstein의 구조적
인지수정 가능성 이론에 따라 FIE-B 점조직
(OD)와 정서이해(EM)을 중심으로 한 중재학습
경험이 아동의 인지능력과 수용어휘력, 정서
표현 및 이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FIE-B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기본정보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은 8세(만6세 3월) 남아
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
으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
니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출산하
였고 아이 출산 후 어머니가 아이를 약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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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다가 아동의 할머니에게 맡겨져 지금까
지 할머니에 의해 양육되어 오고 있다. 현재
어머니와 전혀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이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아동의 양육,
교육 등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할머니가 결정하고 있었다.
의뢰 사유

되던 해 복지관에서 발달검사를 받고 언어치
료를 2년간 받았으며, 현재는 어린이집에 등
원하고 있다.
아동의 신체발달에는 지연이 없었으나 언어
치료 이후에도 여전히 또래에 비해 인지 및
언어발달, 사회 및 정서발달에는 지연현상이
보였다. 아동의 발음은 부정확하였고, 주의력
이 매우 부족하였으며,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대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나이지만 또래에
비해 인지 및 언어발달, 사회 및 정서발달 수 사전검사
준이 낮아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어린
이집에 등원하는 상태였으며, 초등학교 입학 의뢰된 아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따라
전 상담을 통해 발달을 촉진하고자 내원하게 아동에 필요한 상담 및 중재를 위해 사전검사
되었다.
를 2013년 3월 20일에 실시하였다. 사전검사
는 KFD, HTP, K-ABC, 그림어휘력검사를 실시
발달력 및 가정환경
하였고, 아동 관찰 및 양육자 면담 등을 기초
로 아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아동은 인지적 발달의 수준이 또래에 비
해 낮고 또래 및 대인관계의 수준 역시 또래 KFD / HTP 검사
아동들에 비해 낮아 초등학교 입학을 연기한 첫 상담에서 아동의 가족 및 발달력에 대한
상태였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KFD(Kinetic Family Drawing)
본 아동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혼전 임신사 검사 및 HTP(House-Tree-Person) 검사를 실시하
실을 알고 난 후 출산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였다. 본 검사에서 아동은 아버지를 가까이
헤어졌으나 이후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아동을 하고 싶지만 두려운 존재로 표현하였는데, 아
출산함에 따라 외할머니에 의해 아동의 아버 동의 아버지는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늦은 자신
지에게 알려졌다. 출산 후 2년간 모에 의해 의 아들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였으며 아동과
양육되었지만 모의 양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함께 외출을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않았고, 어머니는 아동을 외할머니와 이모에 아동이 보이는 행동에 대해 화를 내었다. 이
게 번갈아가며 맡긴 채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 때문에 아동은 성인 남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
며 아동의 외현적 행동에 이상을 발견한 외할 끼고 있었다. 또한 나무와 집을 그림으로 표
머니가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연락을 하면서 현하지 못했고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 또래에
양육자가 바뀌게 되었다. 당시 아동은 애착 비해 매우 낮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아동이 그
및 언어발달 등에 큰 문제가 있었으며, 호적 린 그림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은 것을
정리 등의 서류 작업이 마쳐진 후 만 4세가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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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검사
뇌 손상, 자폐 스펙트럼, 품행장애, 뇌성마비
아동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2013년 3월에 등으로 인해 언어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수
K-ABC(Korea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용 어휘를 측정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Child) 검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은 검사자와의
본 아동의 수용어휘력 수준은 또래의 평균
라포 형성이 매우 빠른 편이었고, 검사 도구 과 비교하여 백분위를 산출했을 때 20%ile로
를 보여줄 때 매우 신나보였고 검사자에게 협 나타났고, 아동의 실제 연령은 6세 3개월이었
조적이었다. 하지만 집중력이 매우 낮았고, 자 지만 어휘력 등가연령은 그 보다 낮은 5세 6
신이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자신 개월에서 5세 11개월 수준으로 나타났다.
있게 대답했지만 자신에게 어려운 질문이 주
어질 때 시선이 불안정하고 몸을 자주 움직이 사례의 개념화
며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인지발달과 수용어휘력 수준이
아동의 지능을 검사한 결과 인지처리과정 또래에 비해 낮은 수준의 특성을 지닌 아동에
척도 표준점수(IQ)는 74점으로 또래집단과 비 대한 사례연구이다. 대상 아동은 이러한 인지
교해 볼 때 다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 적 특성으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을 연기하였
지처리과정 척도는 총체적으로 지능을 측정하 으며 일상생활 및 학업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기 위해 만들어진 척도로 정보의 처리 및 문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 및 타인과의
제해결능력을 측정하며, 인지처리과정 척도는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사회 및 정서발달
동시처리척도와 순차처리척도로 나뉜다. 아동 상의 문제도 있는 것을 양육자와의 상담을 통
의 동시처리척도 표준점수는 72점으로 또래에 해 알 수 있었다.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었고, 순차처리척도 표 따라서 본 아동에게 인지능력의 향상과 정
준점수는 83점으로 또래에 비해 낮은 수준으 서표현 및 이해능력의 향상을 위해 인지발달
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습득도 척도 표준점수 중재프로그램인 FIE-B 프로그램 중 점조직
는 63점으로 또래집단과 비교해 볼 때 아주 (OD)와 정서이해(EM)을 실시하고자 한다. 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습득도 척도는 환경 도구를 사용한 중재학습경험을 통하여 아동의
에 대한 관심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실에 인지능력과 수용어휘력, 정서표현 및 이해 능
관한 지식이나 기능을 측정하는 척도로 후천 력을 향상시켜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적으로 습득한 사실적 지식수준을 측정한다. 준비를 돕고자 한다.
언어검사
프로그램 중재과정
아동의 어휘력을 검사하기 위해 2013년 3
월 언어 검사도구인 그림어휘력검사(PPVT-R:
프로그램 실시 절차
Peabody Picture Vocabulary Test-Revised)를 실시
하였다. 본 검사는 만 2세 이상에서 8세 11개
월 이하 아동들의 수용어휘능력을 측정하는 2013년 3월 사전검사를 마친 후 4월 2일부
검사로 정상아동은 물론 지적장애, 청각장애, 터 2014년 1월 28일까지 주 1회씩 총 44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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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50분씩 진행되었고 매 회기 프로그램이
끝날 때 마다 아동의 변화과정과 향후 방향
등에 대한 주 양육자와의 상담이 10분씩 이루
어졌다. 대상 아동의 경우 다양한 형식의 인
지적 기능들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점
조직(Orientation in Dots)과 아동의 정서발달을
위한 정서이해(Identifying Emotions)를 실시하였
으며,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도구에 대한 기본
적인 내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 도구의 내용
도구명

OD-B
(Orientation
in Dots
-Basic:

점조직)

EM
(Identifying
Emotions:

정서이해)

구성

․Cover

page: 1장
․Training
page: 4장
․Lesson
page: 15장

․Cover

장

page: 1

․Lesson

장

page: 21

매 회기마다의 프로그램 진행은 Lesson Plan
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표 2와 같이 진행되었
다. 회기의 진행에 따라 중재 및 브리징 활동
의 연장으로 같은 도구를 연속하여 사용하기
도 하였다.
표 2. 프로그램 진행의 예

내용
․흩어져 있는 무형의 점
들 속에 숨어있는 도형
을 찾아 연결하기
․불분명한 지각적 정보
에서 형상적, 시각적,
운동적 인지기능을 발
달시킴
․보존개념 형성, 시각적
추적능력 발달, 계획하
기, 정밀성과 정확성 발
달, 충동성 억제, 사고
의 유연성 증대, 대안
선택, 여러 가지 전략
발달, 비교와 분석능력
발달, 시각적 전환 기
술 발달
․사진에 나타난 감정(놀
람, 슬픔, 혐오감, 두려
움, 고통스러움, 화남,
행복함)에 대해 확인하
고 각 그림에 나타난
상황에 따른 감정 이해
하기
․감정에 대해 생각하기,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정서 이해하고 표현하
기, 타인의 정서표현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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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시간
․50분
사용 도구 ․Orientation in Dots-Basic Cover page
전체
․아동의 능력 수준 및 특성 파악하
목표
기
․OD와 관련한 개념(점, 선, 직선, 곡
회기
선 등)이 학습되어 있는지 파악
목표
․천천히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이해
시킴
․곡선 : 부드럽게 굽은 선
새로운 ․직선 : 꺾이거나 굽은 데가 없는
개념
곧은 선
․선분 : 두 점 사이에 놓인 직선
․Input : 정확하게 지각함
- 도구를 보여주고 무엇이 보이는
지 이야기 함
․Elaboration : 직선과 곡선을 비교함
- 직선과 곡선에 대한 차이를 알
고 있는지 평가
활동
- 직선과 곡선에 대한 차이를 이
야기 함
․Output : 자신의 사고와 관련한 적
절한 근거 제시
- 어려웠던 부분과 그에 대한 이
유를 생각하고 이야기 함
․일상생활에서 점과 점이 연결되어
만들어 진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브리징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이유에 대
해 이야기하기
․어휘, 활동, 브릿징에 관한 종합적
평가
인 이야기 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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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진행

를 수행함에 있어 실수가 많았으며 Training
page 2의 경우 본 아동이 과제를 수행하지 못
1단계 (1-9회기 : 2013년 4-5월)
해 생략하고 지나가야 했다. 과제 수행 중 어
수업 진행. 사전검사를 통해 라포를 형성 려운 과제를 만나면 말이 없어지고 다른 행동
한 후 점조직(OD)를 활용하여 수업을 시작했 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으며, 수업은 각 회기별 Lesson Plan에 따라 진
행되었다. 첫 회기 Cover page를 보면서 보이 평가. 9주간의 수업 결과 아동은 도구를
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였고 아동은 통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에
‘무엇이 보이는지 이야기 해보자’라는 질문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손으로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거 보여요’라고 있었고 정보 투입 과정에서 충동적인 탐색 행
답하였고 손으로 가리킨 것에 대해 구체적으 동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사고와 관련한 적
로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을 알려준 절한 근거를 말하지 못했으며, 다양한 정보를
후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림 보여요’, 정확하게 지각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부족하였
‘별 있어요’, ‘아저씨 있어요’, ‘영어 있어요’라
다. 시각적 추적과 운동수행의 정밀 및 정확
고 이야기했고, ‘또 무엇이 보이는지 이야기 성이 부족하였으며, 주어진 자극의 형태가 변
해보자’라고 질문하자 ‘별 보여요’라고 대답하 화하는 상황에서 보존개념을 형성하는데 어려
며 이미 이야기 했던 것에 대해 다시금 이야 움을 보였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있
기했다. 아동의 인지적 발달 수준에 대한 평 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계획하고 사고
가에 따라 Cover page, Training page 1을 각 2 하는 능력이 부족하였고 산출과정에서는 충동
회기, Training page 2는 1회기, Training page3은 적이고 시행착오적인 행동 양상을 많이 나타
3회기, Training page 4는 1회기를 진행하였다.
내었다.
Cover page에서 습득해야 할 개념 및 어휘에
주 양육자인 할머니와의 상담을 통해 아동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고 이후 Training page를 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숙하고 정보
실시하면서 도구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에 에 대해 인지하고 사고하는 능력에 대한 어려
대해 설명하였고 아동이 충분히 이해된 후 프 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버지와의
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본 아동의 경우 여러 관계에서 매우 위축된 상태여서 어려운 과제
차례 반복하여 설명해야만 그 내용을 인지하 를 수행하거나 실수를 하면 눈치를 살피거나
였기에 매 회기 설명이 진행되었고 아동의 수 말을 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
행능력 및 특성에 대한 파악과 함께 한 페이 한 행동은 자신의 대답에 확신이 없어서인 것
지의 도구를 1회에서 3회까지 사용하면서 과 으로 생각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어이해
제 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개념들을 익히고 브 및 개념적 이해에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
리징하는 활동이 이어졌다. 초기에는 비교적 기도 했다.
쉬운 과제가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단 다양한 개념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
서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 에 따라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지 못했고 점과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과제 필요했다. 따라서 새롭게 익힌 개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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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와 함께 가정에서 다시금 정확히 익힐
수 있도록 과제를 제시하였고 할머니의 도움
으로 아동은 과제를 잘 수행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개념에 대해 학습하였다.
아동이 매주 선생님을 또 만나고 싶다고 할
머니에게 표현하며 즐겁게 참여함으로써 아동
과 중재자 간의 라포가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새로운 정보를
조직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제 수행과 관련한 새로운 개념을
익히고 브리징하는 활동이 진행되었고, 어려
운 과제를 만나면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수행한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아니네’, ‘다시
해야지’ 등의 언어적 표현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동은 새롭게 시작한 정서이해(EM) 프로그
램 중 Cover page 진행 시 ‘영어 보여요’, ‘그
림 보여요’, ‘사람 보여요’, ‘식탁 보여요’, ‘아
빠도 보여요’ 등 도구에 제시된 정보를 이전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찾아내었다. 아동
은 ‘삼각형 보여요’라고 이야기하며 사각형을
가리켰고, 이에 도형의 이름에 대해 다시 묻
자 ‘네모’라고 답하였으며, ‘선생님이 네모의
또 다른 이름을 알려줬는데, 뭐였더라?’하고
묻자 ‘사각형’이라고 대답하였다. 계속되는
정서이해(EM) 프로그램 진행에 있어 아동은
사진을 보고 그 사람의 정서에 대해 파악은
했으나, 그러한 정서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
해 설명하지 못했다. 투입과정에서의 인지적
문제보다는 정교화 단계에서 추론하고 가설적
인 사고를 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사진에 있
는 사람이 왜 놀라고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무서워서’ 라고 대답하거나, 왜 저 사람이 무
서워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사자보고’라고 대
답했다. 깊이 있게 생각해서 추론하여 답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고, 상황에 따른
정서를 표현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단계 (10-26회기 : 2013년 6-9월)
수업 진행. 계속해서 점조직(OD)를 활용하
여 수업을 진행하였고, 브리징 활동에서 부분
과 전체가 이어지는 일상에 대해 이야기 하면
서 아동의 또 다른 주 호소문제인 사회 및 정
서 발달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가 확인되었다.
아동은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문
제를 지녔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서를 정
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어
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이 타인과의 관
계에서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판단되어 정서이
해(EM)을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17회기
동안 아동은 OD Training page 4를 2회, OD 1,
2, 3, 4, 5 page를 각 2회씩, EM Cover page
2회, EM 1, 2 page를 각 1회씩, 각 회기별
Lesson Plan에 따라 진행되었다.
아동은 계속된 점조직(OD) 프로그램 과제
수행을 통해 새로운 개념 및 어휘에 대한 학
습이 이루어졌으며, 도구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인지하였지만 여전히 시행
착오적 행동을 보였다. 점과 점을 직선으로
잇는 과제 수행에 있어 직선을 곧게 그리지
못하거나 점을 지나쳐 그리거나 혹은 점에 도 평가. 17주간의 수업이 진행되면서 아동은
달하지 않은 채 직선을 그리는 등 여전히 충 점조직(OD) 과제 수행을 위한 다양한 개념에
동적인 경향이 나타났으며, 또한 아동은 점조 대한 학습과 과제에 대한 이해정도가 향상되
직 과제 수행 시 잘못 그려진 직선을 수정하 었다. 시각적 추적과 운동수행의 정밀과 정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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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다소 향상되었고 주어진 자극의 형태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보존개념을 획득하게 되었
으며, 아동이 이전 회기에 학습해 오던 개념
에 대해 여전히 충동적으로 대답하기는 했지
만 구체적으로 정보를 탐색하고 지각하는 능
력은 다소 향상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사고와 관련한 적절하고 타당한 근거를 이야
기함에 있어 어려움을 보였으며 다양한 정보
를 통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거나 추론
하여 가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의 부
족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점조직(OD)를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함에 있
어 유사한 전략을 사용하게 될 때 자신감 있
게 과제를 수행하다가 충동성을 조절하지 못
해 실수하기도 하였고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과제가 나오면 다시 자신감을 잃으며 주춤하
는 경향을 보였다. 정서조절(EM) 프로그램 실
시 시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것에 매우 서툴렀는데, 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력 부족의 문제도 있었지만 낮은 자존감
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정확히 전
달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브리징 활동을
통해 다양한 감정에 대해 배우고, 어린이집이
나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감정들에 대
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아동은 새로운 과제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빨
라졌고 어렵고 힘든 과제에 직면했을 때 경직
된 반응이 줄어들고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아동의 주 양육
자인 할머니가 가정에서 과제 수행을 위한 학
습에 도움을 주었으며, 아동 행동에 대한 대
처 및 행동 수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중재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중재자가 제시한
대로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중재가 함께 이루

어짐으로써 아동의 언어 및 심리적 문제가 조
금씩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3

단계 (27-44회기 : 2013년 10월-2014년

월
수업 진행. 계속해서 점조직(OD)와 정서이
해(EM)을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었다. 아동은
18회기 동안 OD 6page를 2회, 7page를 3회,
8page를 1회, 9, 10, 11page를 각 2회씩, EM
3page를 2회, 4, 5, 6, 7page를 각 1회씩 실시하
였으며 각 회기별 Lesson Plan에 따라 진행되었
다.
계속된 점조직(OD) 프로그램 과제 수행을
통해 아동은 도구 사용 시 유의점에 대해 스
스로 인식하며 과제를 수행하였고 가끔 시행
착오적 행동을 보이기는 했으나, 그 빈도는
점차 줄어들었으며 과제 수행을 위한 적절한
책략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충동성 조절 능력
의 향상과 인지적 책략 사용의 빈도가 향상되
었다. 특히 정서이해(EM) 프로그램에서 도구에
제시된 사진을 보며 사진 속 인물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 모습을 통해 정서 상태를 파악하
기 시작했다. ‘웃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무서워요’ 등으로 사진을 보며 이야기 했고
아동은 그림을 보면서 그림 속 상황에 따라
인물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
작하였으며, 그림과 연결된 자신의 상황도 스
스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브리징 활동에
서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겪었던 일들 중 즐거
웠던 것, 슬펐던 것, 화났던 것 등에 대해 이
야기했지만 본인의 잘못에 의해 발생되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회피하였고 여전
히 아빠에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며 상
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식이나 타인이 느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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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감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어려워 보였다.

년 2월 24일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
후검사는 KFD, HTP, K-ABC, 그림어휘력검사
평가. 아동은 점조직(OD) 과제 수행을 통 가 진행되었고, 아동 관찰 및 양육자 면담 등
해 집중력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점 을 기초로 아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과 점을 연결하는 과제 수행에서의 정교함이
증가하였고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세밀하게 중재학습경험에 따른 아동의 변화
관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시행착오적인 행동
의 수가 줄었고 과제 수행에 적절한 책략을 아동의 인지능력의 변화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 번에 점과 FIE-B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재학습경험의
점을 연결하지 않고 생각 후 계획하여 손으로 전․후로 지능검사를 통해 아동의 인지능력의
미리 그어보고 연필로 그리는 등의 활동이 눈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아동의 지능검사 결과는
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우개를 다음에 제시된 표 3과 같다.
사용하는 빈도가 감소하였다. 또한 지우개를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과 아동의 인
사용 한 후에도 잘못된 책략에 머물지 않고 지처리과정 척도의 향상을 보였고 인지처리과
새롭게 점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증가하였다. 정 척도 하위역역인 동시처리척도와 순차처
브리징 활동으로 크기와 형태, 방향의 전환에 리척도에서도 향상을 보였으며, 특히 습득도
대한 개념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프로그램 초 척도에서 아주 큰 향상을 볼 수 있었는데 습
기 실시 때 보다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득도 하위 영역 중 산수와 문자해독에서 아
정서이해(EM) 프로그램에서 아동은 자신의 주 큰 향상을 보였다.
정서 상태를 이야기하고 생활에서 있었던 일 또한 아동은 FIE-B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
에 대해 표현하기도 했다. 자신의 의사를 표 안 인지적 책략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였는데,
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 특히 점조직(OD)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변화가
으로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이러한 태도가 아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1단계에
동의 생활 전반에 거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서 아동은 시각적 추적과 운동수행의 정밀성
또래 및 어린이집 교사, 가족 등 주위 사람들 및 정확성이 부족하였고 문제해결을 위한 계
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와 반응이 증 획과 사고 능력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
가하였고 이로 인해 생활 전반에 있어 자신감 만 프로그램 2단계에서 아동은 시각적 추적과
이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운동수행의 정밀과 정확성이 다소 향상되었고
2014

표 3. 중재학습경험에 따른 아동의 인지능력 변화
결 과
인지처리 순차처리 동시처리 습득도
구분 과정척도 척도 척도 척도
(IQ)
사후검사
사전 74
83
72
63
아동의 중재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 86 92 84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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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중재학습경험에 따른 아동의 수용어휘력 변화
검사 시
구분 백분위
점수 아동 연령 등가연령
사전 20%ile 6세 3개월 55세세 611개월
개월
사후 47%ile 7세 2개월 77세세05개월
개월

그림 1. 아동의 인지능력 변화

주어진 정보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지각하는
능력이 다소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새로
운 정보를 생성하거나 추론하여 가설적인 사
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은 여전히 나타
나고 있었다. 프로그램 3단계가 진행될 때 아
동은 점과 점을 연결하는 과제 수행에서의 정
교함이 증가하였고,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세
밀하게 관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과제 수행
에 적절한 책략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한 번에 점과 점을 연결하지 않고 생각
후 계획하여 손으로 미리 그어본 후 연필로
그리는 등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
며, 이에 따라 지우개를 사용하는 빈도가 감
소하였다. 또한 지우개를 사용 한 후에도 잘
못된 책략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점을 연결
하려는 시도가 증가하여 중재학습경험을 통
해 인지적 책략의 사용 빈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수용어휘력의 변화
아동의 수용어휘력은 FIE-B 프로그램을 실
시하기 전 원점수는 56점이었으나 프로그램
실시 이후 원점수는 81점으로 증가하였다. 본
아동의 수용어휘력 수준은 또래의 평균과 비
교하여 백분위를 산출했을 때 프로그램 실시

전은 20%ile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47%ile로
향상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는
지능검사에서 습득도척도의 하위영역인 문자
해독의 점수가 상승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정서표현력의 변화
중재학습경험 초기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고 타인
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또래 및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충동적
인 성향이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는 위축되어
있었고,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어휘력 수준이
낮고 자존감이 낮음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표
현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다. 하지만 정서이
해(EM)을 통한 중재학습경험을 통하여 아동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때 자신이 느꼈
던 감정에 대해 표현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
3단계에서 아동은 자신의 정서 상태를 이야기
하고 생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표현하기도
했다.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였으
며, 이러한 태도가 아동의 생활 전반에 거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고, 또래 및 어린이집 교
사, 가족 등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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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작용하였다.
양육자의 평가
아동의 주 양육자인 아동의 할머니는 1년간
진행된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평
가하였다. 아동이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해
문자해독능력과 언어표현능력이 월등히 향상
되었고, 더 차분해졌으며 집중력이 향상되었
다고 하였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양상의 증가
와 책을 읽거나 수학 문제를 풀 때 실수가 많
이 줄어들었음을 이야기하였고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빈도가 증가하
였으며 자신의 감정을 보다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어린이집 교
사와 가족들 역시 아동의 행동과 언어적 표현
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아동
의 주 양육자인 할머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
면서 아동에 대해 온정적인 양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였고 긍정적 지지를 통한 상호작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할머니가 아동의
발달지연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죄책감,
무력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의 많이 해소되
었음을 알 수 있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지발달 수준이 또래에 비해 낮
은 아동을 대상으로 FIE-B 프로그램을 통한
중재학습경험이 아동의 인지능력, 수용어휘력,
정서 표현 및 이해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가를 살펴본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 만 6세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주 1회 50분씩 총 44회
기 동안 FIE-B 프로그램 중에서 점조직(OD)와
정서이해(EM)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IE-B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재학습경
험을 통하여 아동의 인지능력이 향상되었다.
아동의 인지처리과정지능은 74에서 86으로 향
상되었으며, 하위척도인 순차처리척도는 83에
서 92로, 동시처리척도는 72에서 84로 향상되
었고 특히 습득도 점수는 63에서 103으로 뚜
렷한 향상을 보였다. 실제로 프로그램 실시
초기 아동은 전략을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하
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점을 먼저 연결하거나
가까운 점을 먼저 연결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
는 일이 많았지만 지속적인 중재를 통해 아동
은 점 조직을 보고 도형을 추론해 내기도 하
였고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기에 앞서 단서를
생각하면서 도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인지적 중재 전략을 적용하여 아동은
유추능력을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FIE-B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를 지닌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전윤식(1990), 전윤식 외
(1992), 여광웅 외(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며, 사회경제적 수준과 인지기능이 낮은 아동
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검증한 Feuerstein 외
(198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FIE-B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재학습경
험은 아동의 수용어휘력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동의 수용어휘력 수준은
20%ile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47%ile로 향상
향상을 보였다.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잘 이
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
는데 어려움이 있어 또래관계 및 가족과의 관
계에 문제가 있었고, 인지 및 언어적 발달의
지연으로 인해 자존감이 낮은 모습이었다. 하
지만 정서이해(EM)을 통하여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타인의 감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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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해하기 시작하였으며, 충동성을 조절할
수 있는 인지적 사고방식의 변화로 인해 또래
및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FIE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
능 및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
를 연구한 김주희 외(2012)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점조직(OD)와 정서이해(EM)을 통한 중
재학습경험은 아동의 인지발달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언어 및 사회․정서적 영역
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FIE 프로그램과 같은 중재학습경
험이 아동의 인지발달과 어휘력의 증가에 긍
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으나 다
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사례연구로 진행된 본 연구의 대상이
1명으로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통제집
단이 없어 사례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이나
효과성을 검증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를 FIE-B 프로그램의 전체
적인 효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단일 사례연구에서 처치효과
를 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 진행 시 아동의 언어 표현
력, 수용어휘력, 문자 해독능력 등이 또래에
비해 낮았고 습득해야 할 개념들이 많아 프로
그램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점조
직(OD) 및 정서이해(EM) 도구를 끝까지 진행
하지 못하였다. 아동에게 도구를 이용하여 인
지적 책략을 사용하도록 중재도 필요하지만
중재를 위해서는 과제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학
습해야 하는 개념들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아
동이 이해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셋째, 프로그램 시작 시 아동의 인지능력과

수용어휘력에 대한 간단한 검사만 진행되었으
므로 프로그램의 정확한 효과를 장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아동의 인지적 능력을
하나의 검사도구만을 가지고 판단한 점과 아
동의 언어능력에 대해 수용어휘력에 대한 검
사 도구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더 세부적인 검
사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많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약 1년에
거쳐 FIE-B 프로그램을 통한 중재학습경험에
대한 연구로 아동의 변화의 과정을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FIE-B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기간에 거친 중
재학습경험과 그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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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Feuerstein
Instrumental Enrichment Basic Program Basic for a
child with Cognitive function Retarded

Geunae Lee
Dong-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Feuerstein's Instrumental Enrichment Basic
program for a child who was cognitive function and verbal development retarded. A 6-years old boy was
provided with a 50-minute face to face intervention in a week over 44 weeks. At the end of the
intervention period, he performed significantly better in cognitive function and receptive vocabulary than
was predicted before he started FIE-B program. Results showed that FIE OD and EM program helped to
improve attention, emotional and behavioral deficiencies as well as cognitive functioning of a child.

Key words : FIE-B program, cognitive ability, receptive vocabulary, emotional expression, mediated learning experiences,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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