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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의 부적응 유아 행동변화에 대한
효과 연구
고희선1), 최은아2)

Application and assessment of a collaborative consulting program
for maladjusted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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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부적응 유아를 위한 지원을 위한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만 5세 부적응 유아 6명, 어머니 6명, 담임교사 6명아다. 본 프
로그램은 부적응 유아에게 심리전문가가 교육기관 내 놀이실에서 심리지원프로그램을, 교사가 교실에
서 교육지원프로그램을, 어머니가 가정에서 양육지원프로그램을 각각 주1회 총15회기 실시하였다. 프
로그램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자기조절력, 사회적 능력, 문제행동,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실험
집단 6명, 통제집단 6명에게 사전사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대응표본 t검증하였다.
그 결과, 부적응 유아들은 자기조절력, 사회적 능력, 문제행동, 유아교육기관 적응에서 유의미한 변
화를 나타냈다.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적 양육적 교육적 접근을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이며 부적응 유아 지도를 위한 긍정적 대안이
됨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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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evelop and apply a collaborative consulting program for supporting
maladjusted children. Six maladjusted 5-year-old children, six mothers, six homeroom teachers in the
program, once a week for 15 sessions. The effects of the program were assessed by measuring self-control,
social ability, problematic behaviors, and adjustment to child education facility of the experimental (n=6)
Received(October 12, 2018), Review Result(October 29, 2018)
Accepted(November 9, 2018), Published(December 31, 2018)
1

(Assistant Professor) 51767 Dept. Early Childhood Education, Kyungnam Univ., 7 Kyungnamdaehak-ro,
Masanhappo-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Korea
email: sena49@Kyungnam.ac.kr
2
(Assistant Professor, Corresponding Author) 49104 Dept. Child Wellfare, Kosin Univ, Wachi-ro,
Yeongdo-gu, Busan, Korea
email: cea007@daum.net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3049795)

ⓒ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2018 HSST

231

Application and assessment of a collaborative consulting program for maladjusted children
and control groups (n=6) pre and post program administration, which were analyzed using a paired sample
t-test.
The results showed that maladjusted children showed significant changes in self-control, social ability,
problematic behaviors, and adjustment to child education faci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collaborative
consulting program that comprises psychological, parenting, and educational approaches is effective in
relieving the difficulties faced by maladjusted children, indicating that it may be applied as a useful
alternative.
Keywords : maladjusted children, a collaborative consulting, intervention program, preschool
adjustment

1. 서론
유아의 어린이집 첫 등원 연령은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어린이집 이용료 지
원의 확대와 취업모의 증가 및 자녀양육에 대한 인식 변화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2012년
28.3개월에서 2015년 26.5개월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유아교육기관의 이른 이용시

작시기와 하루 이용시간이 증가되면서 유아의 부적응에 영향을 주고, 부적응으로 인한 유아교육기
관 퇴소 및 부적응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1][2].
부적응 유아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문제행동과 자기조절의 어려움, 낮은 사회적 능력의 특성을 보
이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심리적 부적절감을 경험하게 되며, 학습기회를 상실할 수 있어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다양한 행동문제 및 학습문제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징을 갖는다
[3][4]. 따라서 유아의 부적응 문제는 유아기 시기만의 어려움이 아닌 이후 생애에 전반적으로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의 부적응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제기된다.
이러한 점에서 부적응 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적 접근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시
되어 오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적응 유아를 위한 놀이치료 활용 프로그램은 유아의 내재

·

적 외현적 문제행동 감소에 영향을 주고 유아의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5], 유아의 정
서조절과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효과가 있다[6]. 그리고 치료놀이 접근의 프로그램은 유아의 문제행
동, 사회적 유능성[7]과 유아교육기관 적응력[8]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다. 또한 미술치료 접
근의 프로그램은 유아의 문제행동, 공격성, 정서지능[9]과 사회성 및 또래유능성[10]에 긍정적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부적응 유아 지원을 위한 선행연구들은 유아에 제한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에 한계
점을 가지고 있어, 부적응 유아의 지원을 위해 교사[11]와 어머니[12]의 참여와 지원의 필요성을 제
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의 부적응에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신념, 자녀와의 관계와 같은
어머니 요인과 교사 요인의 외적요인이 영향을 준다[13].
따라서 부적응 유아 지원을 위해 부모, 교사, 상담전문가와 컨설턴트의 협력이 기반이 된 협력
적 컨설팅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이란 전문가가 내담자를 직
접 지원하는 동시에 내담자의 중요한 인적 환경인 교사와 부모들에게 내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최은아와 고희선[14]은 부적응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
해 상담전문가를 통한 부적응 유아의 심리적 지원, 어머니와 교사를 통한 양육 및 교육지원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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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개발과 그리고 각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 및 참여자 간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협력적
컨설팅의 지원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에게 제시한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행동변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유아교육기관 부적응과 관련된 유아의 특성으로 먼저, 자기조절력을 들 수 있다. 자기조절력은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조절해 나가는 능력으로 높은 자기조절력은 보다 높은 사회적
적응을 예측한다. 그러나 자기조절력이 낮은 경우에는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욕
구가 좌절될 때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해 버린다[15]. 따라서 자기조
절력이 낮은 유아는 공격성과 충동성이 높아 사회적 적응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또한 유아의 낮
은 자기조절력은 공격성 및 충동적인 행동으로 표현되어 유아의 또래 관계 및 대인관계에서 어려
움에 영향을 준다[16]. 자기조절력은 유아기 때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
문에 건강한 자기조절력은 부적응 행동 문제에 대한 보호요인이 된다[16]. 그러나 부적응 유아의
증가현상에도 불구하고, 자기조절력 향상을 통한 부적응 문제의 감소 효과를 보고한 연구는 초등
학생[17]과 청소년[18]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지고 있어 부적응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유아가 환경에 적응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능력이란 개인의 환경적응, 인성, 대인관계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사회적 맥락에서의 자신의
정서와 행동을 조절하고 적응적 행동 전략을 개발하게 하며, 타인에 대한 조망수용능력을 가지고
사고와 행동을 하게하며, 대인관계에서도 타인과의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19].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유아의 부적응과 상당히 밀접한 상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
며, 이는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기관 적응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20]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능력이 교육적 지원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19]는 점은 유아의 부적
응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아의 사회적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제
기한다.
문제행동은 일반적으로 발달적 시기 또는 연령에 알맞은 행동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역기능
적인 행동의 특성을 말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문제행동의 증상을 보이는 유아들이 증가하고 있으
며 유아기의 문제행동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 60%의 유아에게서 문제
행동이 지속되다가 청소년기에 이르러 품행장애로 이어지기도 한다[21]. 그리고 유아의 문제행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교사와의 관계에 영향을 줌[11]으로써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부적응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유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제행동은 유아의 성별, 기질, 자아탄력성, 사회적 기술과 같은 개인내적 요인[22]과 양육환경으
로서 어머니 변인과 교육환경으로서 교사 변인에 상호적 관계가 있다[11][13]. 즉, 어머니의 양육태
도,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문제행동 증가와 관계가 있는데, 특히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유아의 문제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13]. 그리고 교사의 부적응 유아의 행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친밀한 관계는 유아의 문제행동과 나아가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11]을 주며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 기관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2]고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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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볼 때 유아의 문제행동은 유아의 개인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
고 있으며, 어머니와 교사는 유아의 기관적응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이자 동시에 위험요인으로
기관적응에 중요한 맥락이 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의 부적응에는 유아의 자기조절력, 사회적 능력, 문제행동과 같
은 개인 내적 특성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개인내적 특성에도 부모, 교사와 같은 유아를 둘러싼 외
적요인의 특성에도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부적응 유아 지원을 위한 선행연구는 주로 유아에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부적응 유아의 개인내적, 외적 요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자기조절력, 사회적 능력, 문제행동,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효과
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어려움을 갖는 유아, 부모, 교사를 지
원하는 방안 탐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네째.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B, C시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만 5세반에 재원중인 유아, 유아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로 구성되었다. 본 프로그램의 특성상 유아교육기관, 가정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서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B시와 C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역 유아교육기관에 연구 참여 기관
신청 안내 공지를 한 후 신청한 기관 중 4개의 기관을 임의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참여기관의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 절차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그리
고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한 검사참여에 동의한 유아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류현강[23]의 부적응 행

·

동 척도와 Behar와 Stringfield의 PBQ를 바탕으로 오재연이 수정 보완한 유아교육기관 생활적응행
동 검사를 실시하였다[24]. 부적응 행동 척도와 유아교육기관 생활 적응 행동 검사 결과 상위 30%
이내인 유아들을 연구대상으로 1차 선별한 후 부모님께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절차의 과정에서 치료사와 유아 2명으로 이뤄진 짝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어머님의 프로
그램 참여의 불가사유 등으로 인해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연구대상 선정에 제외하였다. 프로
그램 참여에 대한 부모님의 동의를 구한 유아 6명, 유아의 어머니와 교사 각 6명을 실험집단으로
선정하였고, 실험에 참여는 불가하나 통제집단으로의 참여에 동의한 유아 6명, 유아의 어머니와 담
임교사 각 6명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 및 통제 집단의 유아 12명은 모두 만 5세반에 재
원중인 유아로 집단의 성별구성은 실험집단 남아 5명, 여아 1명과 통제 집단 남아 4명, 여아 2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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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선별검사 점수를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부적응 행동과
유아교육기관 생활적응의 점수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표 1] 실험 및 통제집단 유아의 선별검사 결과
[Table 1] Screening test results o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구분

유아교육기관

집단
실험
통제
실험
통제
실험

N
6
6
6
6
6

M
50.7
49.7
80.7
82.3
77.2

SD
2.8
3.1
6.1
4.2
17.7

생활적응

통제

6

75.3

14.2

부적

내재적

응행
동

외재적

t

p
.582

.574

-.555

.593

.198

.847

2.2 연구도구
2.2.1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
가. 프로그램의 목적과 구성
본 프로그램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부적응으로 인해 어려움을 갖는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
원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심리적 지원을 통한 유아의 심리적 어려움 해소와 교육 및 양육적 지원
을 통한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의 기술 향상에 목표를 둔다. 구성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부적응 유아를 위한 심리적 지원프로그램,
양육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그림 1과 같은 구성요소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
은 상담전문가를 통한 심리적 지원, 어머니를 통한 양육적 지원, 교사를 통한 교육적 지원 프로그
램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1]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의 목표와 구성요소
[Fig.1] Goals and components of Collaborative Consult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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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컨설턴트를 통해 각각 어머니와 교사에게 양육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함으로써 부적응 유아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가정과 교실에서 유아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셋째, 컨설턴트는 상담전문가, 어머니, 교사와 각각
전화면담을 통해 참여자간에 상호협력을 연계하도록 하였다.
나. 프로그램 내용
⦁ 유아 심리 지원 프로그램
유아지원 프로그램은 유아 개인의 심리 지원 프로그램, 어머니를 통한 양육 지원 프로그램, 교
사를 통한 교육적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상담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심리지원 프로
그램은 총 15회기, 매 회기 각 50분(도입 10분, 중기 20분, 후기 10분), 2인 1조의 짝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었다. 총 15주의 프로그램은 단계(준비, 초기, 중기, 종결)에 따라 개인 내적 요인에서 외
적 요인으로 그리고 개인 내·외적 요인을 통합하는 것으로 목표를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매
회기 목표를 수립하였다.
⦁ 양육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부적응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아의 일상생활의 중요한 장이자, 중요한
인적 환경인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머니와 담임교사가 유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양육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역시 유아 개인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단계별 목표에 따라 단계별 및 회기별 목표를 수립하여 진행되었고, 매주 전달되는 프로그램은 가
정과 교실에서 어머니와 교사가 자유로운 시간에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상담전문가, 컨설턴
트와 피드백들 주고받는 형식으로 실시되었다.

2.2.2 효과 분석 도구

·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자기조절력, 사회적 기술, 내현적 외재적 문제행동,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에 주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먼저, 유
아의 자기조절력을 측정하기 위해 이소영이 교사용으로 재구성한 유아용 자기조절력 평정도구를
사용하였다(Cronbach’s a=.98)[25]. 자기조절력은 자기점검 요인의 자기평가 5문항, 자기결정 9문항,
자기통제 요인의 행동억제 10문항, 정서성 7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 ‘전혀 그
렇지 않다'

∼ 5점 ’아주 그렇다’로 5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유아의 사회적 기술과 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해 이진숙이 번안한 유아행동척도(The Preschool
and Kindergarten Behavior Scale: PKBS)를 사용하였다(Cronbach’s a=.76-.93)[26]. PKBS는 사회적

기술과 문제행동 하위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 기술은 협력성 12문항, 상호작용 11문항, 독립
성 11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문제행동은 외재적 행동문제(27문항)와 내적 행동문제(15문항) 총 42문

∼ 4점‘매우 그렇다’로

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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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하였다.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Jewsuwan, Luster와 Kostelnik가 개발한 유아교
육기관 적응 검사(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 PAQ)를 사용하였다(Cronbach’s a=.85)[27].
PAQ는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 정도를 평가하는 설문지형 검사도구로서 5개의 하위범주
(친사회성, 기관에서의 정서상태, 또래 간 적응, 자아상태, 일과에 대한 적응)로 구성이 되어있다.

그리고 5점 척도 설문지로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하도록 구성이 되

어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2.3 자료 분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및 프로그램의 참여효과 분석을 위해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먼저, 집단간 동질성 검증을 위해 선별 검사 및 사전검사를 토대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의 효과분석을 위해 유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전 사후 검사
를 활용하여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2.2.4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오리엔테이션, 사전검사, 프로그램 실시, 사후 검사의 과정으로 실시되었으며 프로그
램의 운영순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절차
[Fig. 2] Operating process of Collaborative Consulting Program

1) 오리엔테이션

본 연구의 참여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유아교육기관의 기관장, 교사 및 어머니를 대
상으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설명 및 검사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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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사전 검사

선별검사에서 부적응행동 척도, 유아교육기관 생활적응행동 검사의 합산이 상위 30%이내인 유
아 중 프로그램 참여에 동의한 실험집단 유아와 검사실시에 동의한 통제집단 유아를 대상으로 사
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교사보고용 자기조절력 검사, 유아행동척도(PKBS), 유아교육기관
적응 검사(PAQ)이다. 교사보고용 체크리스트는 해당 유아의 담임교사가 유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3) 실험 처치: 부적응 유아를 위한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은 상담전문가에 의해 실시되는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컨설턴트의 지원
을 통해 어머니와 교사가 각자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육지원 프로그램과 교육지원프로그램
으로 구성되어 실시되었다. 유아 심리지원 프로그램은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5주, 주 1회씩
매회 50분씩 총 15회기에 걸쳐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은 주로 오전 일과 중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상담전문가와 유아교육기관의 별도의 교실에서 짝 프로그램으로 실시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와 교
사가 실시하는 양육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활동은 유아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동일한 시기에 교
사가 일과 중 유아와 개별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 어머니가 가정에서 활동하기에 편한 시간
을 선택하여 매 주 진행되었다.
3) 사후 검사

부적응 유아를 위한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최종적으로 종료된 2016년 9월에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했던 동일한 교사가 동일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자기조절력, 사회적 기술, 문제행동, 유아교육
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3.1.1 사전동질성 검증
본 연구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검사 결과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전
검사 측정치들에 대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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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전 동질성 검증
[Table 2 Homogeneity test

실험집단(N=6)
91.2(9.1)
67.8(35.9)
50.7(2.8)
80.7(6.1)
77.2(17.7)

종속측정치
자기조절력
사회적 능력
내재적 행동
문제행동
외재적 행동
유아교육기관적응

통제집단(N=6)
85.2(18.8)
71.0(16.7)
49.7(3.1)
82.3(4.2)
75.3(14.2)

t
.88
-.19
.58
-.55
.19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자기조절력(t=0.88, p>.05), 사회적 능력(t=-0.19, p>.05), 내재
적 문제행동(t=0.58, p>.05), 외재적 문제행동(t=-0.55, p>.05), 유아교육기관적응(t=0.19, p>.05) 모든
사전측정치들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아들의 사전 부적응 행동과 관련된 자기조절력, 사회적 능력, 문제행동,
기관적응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1.2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두 집단의 사전
사후 자기조절력 변화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3과 같다.

․

[표 3] 사전 사후 유아의 자기조절력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3] Pre and post test on children's self-control

하위변인
자기평가
자기결정
행동억제
정서성
전체

집단
실험(N=6)
통제(N=6)
실험(N=6)
통제(N=6)
실험(N=6)
통제(N=6)
실험(N=6)
통제(N=6)
실험(N=6)
통제(N=6)

사전검사
M(SD)
15.2(3.1)
15.8(4.3)
25.3(4.7)
24.2(9.7)
29.0(7.8)
24.3(5.8)
21.7(2.1)
20.8(4.8)
91.2(9.1)
85.2(20.9)

사후검사
M(SD)
21.7(1.0)
15.8(2.6)
29.3(8.5)
25.0(8.6)
40.7(2.9)
24.5(10.3)
31.0(2.2)
20.2(6.4)
122.7(10.1)
85.5(24.2)

t
-4.54**
.0
-1.22
-.80
-5.34**
-.07
-7.43**
.43
-7.60**
-.07

**p<.0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간 유아의 자기조절력 변화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
보면, 사전검사는 실험집단이 평균 91.2(SD=9.1), 통제집단이 평균 85.2(SD=20.9)이었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M=122.7, SD=10.1)이 통제집단(M=85.5, SD=24.2)보다 자기조절력이 높게 나타났
다(t=-7.60, p<.01). 구체적으로 하위변인에 대한 사전 사후 간 변화를 보면, 실험집단의 자기평가
(t=-4.54, p<.01), 행동억제(t=-5.34, p<.01), 정서성(t=-7.43, p<.01)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으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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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정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통제집단에서는 각 하위변인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유아
대상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평가, 행동억제, 정서성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두 집단의 사전
사후 자기조절력 변화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하였다. 결과는 표 4와 같다.

․

[표 4] 사전 사후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4] Pre and post test on children's social skills

하위변인
협력성
상호작용
독립성
전체

사전검사

사후검사

M(SD)

M(SD)

실험(N=6)

30.0(7.9)

40.8(1.5)

-3.20*

통제(N=6)

24.5(5.2)

27.3(7.4)

-1.77

실험(N=6)

25.3(8.6)

38.3(8.6)

-4.52**

통제(N=6)

21.3(4.5)

22.5(3.5)

-2.45

실험(N=6)

24.0(6.7)

31.2(3.9)

-1.92

통제(N=6)

25.2(8.9)

26.2(8.9)

-.67

실험(N=6)

67.8(35.9)

110.3(7.4)

-3.31*

통제(N=6)

71.0(16.7)

76.0(17.9)

-1.76

집단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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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간 유아의 사회적 기술 변화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사전검사는 실험집단이 평균 67.8(SD=35.9), 통제집단이 평균 71.0(SD=16.7)이었으며, 프
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M=110.3, SD=7.4)이 통제집단(M=76.0, SD=17.9)보다 사회적 기술이 높게
변화하였다(t=-3.31, p<.05). 구체적으로 하위변인에 대한 사전 사후 간 변화를 보면, 실험집단의
협력성(t=-3.20, p<.01), 상호작용(t=-4.52,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으나 독립성
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통제집단에서는 각 하위변인별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
가 없었다. 따라서 유아대상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이 유아의 협력성, 상호작용, 독립성 증가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3.3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내 외재적 문제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두 집단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를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내재적
문제 행동에 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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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사전 사후 유아의 내재적 문제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5] Pre and post test on children's internal problem behaviors

하위변인
사회적 위축
행동불안
전체

집단
실험(N=6)
통제(N=6)
실험(N=6)
통제(N=6)
실험(N=6)
통제(N=6)

사전검사
M(SD)
22.8(2.0)
22.8(2.6)
27.8(1.7)
26.8(1.6)
50.7(2.8)
49.7(3.1)

사후검사
M(SD)
13.3(3.0)
22.5(2.3)
12.7(3.2)
26.7(1.2)
26.0(4.4)
49.2(3.1)

t
9.90***
1.00
12.40***
.54
19.20***
1.17

***p<.001
유아의 내재적 문제행동 변화에 대한 두 집단의 사전 사후 간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
보면, 사전검사는 실험집단이 평균 50.7(SD=2.8), 통제집단이 평균 49.7(SD=3.1)이었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M=26.0, SD=4.4)이 통제집단(M=49.2, SD=3.1)보다 내재적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
났다(t=19.2, p<.001). 하위변인별 사전 사후의 변화를 보면, 실험집단의 사회적 위축(t=9.90,
p<.001 ), 행동불안(t=12.40,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통제집단에서는 각

하위변인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이는 유아대상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적 위축, 행동불안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외재적 문제행동에 대한 전체 및 하위영역별 사전 사후 점수를 분석
하였고 결과는 표 6과 같다.

․

[표 6] 사전 사후 유아의 외재적 문제행동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6] Pre and post test on children's external problem behaviors

하위변인
자기중심성
행동과다
공격성
전체

집단
실험(N=6)
통제(N=6)
실험(N=6)
통제(N=6)
실험(N=6)
통제(N=6)
실험(N=6)
통제(N=6)

사전검사
M(SD)
30.7(2.4)
30.8(2.1)
25.3(3.9)
26.3(2.2)
24.7(4.4)
25.2(3.8)
80.7(6.1)
82.3(4.2)

사후검사
M(SD)
14.3(1.9)
29.8(3.3)
15.8(1.7)
25.3(1.9)
14.2(4.5)
24.0(1.2)
44.3(6.6)
79.2(3.8)

t
10.2***
1.17
7.40**
2.24
8.72**
1.28
29.56***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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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의 외재적 문제행동 변화에 대한 두 집단의 사전․사후 간 전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
면, 사전검사는 실험집단이 평균 80.7(SD=6.1), 통제집단이 평균 82.3(SD=4.2)이었으며, 프로그램 실
시 후 실험집단(M=44.3, SD=6.6)이 통제집단(M=79.2, SD=3.8)보다 외재적 문제행동수준이 낮게 나타
났다(t=29.56, p<.001). 하위변인들의 사전․사후 간 변화를 보면, 실험집단의 자기중심성 (t=10.2,

p<.001), 행동과다(t=7.40, p<.01), 공격성(t=8.72,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였다.
통제집단에서는 각 하위변인별 외재적 문제행동에서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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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는 유아대상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중심성, 행동과다, 공격성 감소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다 것을 의미한다.

3.4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효과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

실험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유아교육기관 적응 변화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표 7과 같다.

․

[표 7] 사전 사후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Table 7] Pre and post test on children's school adaptation

하위변인
친사회성
정서상태
또래적응
자아상태
일과적응
전체

집단
실험(N=6)
통제(N=6)
실험(N=6)
통제(N=6)
실험(N=6)
통제(N=6)
실험(N=6)
통제(N=6)
실험(N=6)
통제(N=6)
실험(N=6)
통제(N=6)

사전검사
M(SD)
14.2(4.2)
13.7(2.9)
11.7(3.1)
12.0(1.9)
18.2(4.6)
16.0(4.4)
15.5(6.5)
17.0(5.5)
17.7(3.4)
16.7(3.4)
77.1(17.7)
75.3(14.2)

사후검사
M(SD)
20.3(1.0)
13.8(2.5)
19.2(.8)
12.8(2.3)
24.0(1.3)
17.5(2.1)
22.3(4.3)
19.5(5.0)
23.8(2.1)
17.7(2.2)
109.7(6.4)
81.3(9.7)

t
-3.47*
-.35
-5.08**
-1.75
-3.25*
-1.31
-4.11**
-1.70
-4.40**
-.94
-4.71**
-2.24

*p<.05, **p<.01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 간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 변화에 대
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사전검사는 실험집단이 평균 77.1(SD=17.7), 통제집단이 평균
75.3(SD=14.2)이었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M=109.7, SD=6.4)이 통제집단(M=81.3, SD=9.7)

보다 교육기관적응이 높게 나타났다(t=-4.71, p<.01). 하위변인 별 사전 사후 간 변화를 보면, 실험
집단의 친사회성(t=-3.47, p<0.5), 정서상태(t=-5.08, p<.01), 또래적응(t=-3.25, p<0.5), 자아상태
(t=-4.11, p<.01), 일과적응(t=-4.40, p<.01)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 통제집단에서는 자아상태,

일과적응에서 차이가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유아대상 협력적 컨설팅프로그
램이 유아의 친사회성, 정서상태, 또래적응, 자아상태, 일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이 부적응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조절력, 사회적 기술, 문제행동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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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부적응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통제집단과 달리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자기조절력의 자기평가, 행동억제, 정서성 하
위요인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 다시 말해,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유아
들은 유아교육기관과 가정에서의 일반생활지도를 경험한 통제집단 유아보다 자기조절력에 긍정적
인 변화를 보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상담전문가의 개별치료, 어머니의 양육적 지원, 교사의 교육적
지원과 같은 포괄적 접근을 통해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능력을 개선시킨 고희선[2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집단게임놀이를 통해 유아의 정서적 자기조절력과 적응행동[16]이 증진된다
는 연구결과와 특히 협동게임일 때 정서조절능력이 향상된다는 연구결과[29]와 같은 맥락에서 논
의될 수 있다. 즉, 심리치료에 기반한 상담전문가와 유아의 놀이, 유아간의 놀이를 통해 유아가 자
신의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조절하면서 정서와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
다.
둘째,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은 실험집단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게 하였으며
하위변인의 협력성,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도록 하였다. 이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개별치
료와 함께 어머니의 양육역량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함께 지원하여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 관계가
회복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8]. 그리고 부모의 양육효능감에 따라 자녀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적
유능성[30]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는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 교사, 상
담전문가가 동시에 유아를 대상으로 지도하지 않았으나 부적응이 발달과정에서 다양한 생태학적
환경체계의 영향으로 발생한다고 볼 때[11][13], 세 개의 환경체계가 개별적이면서 통합적으로 접근
하는 본 프로그램은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증진시키는 데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소집단 협동놀이는 유아의 대인문제 해결능력과 사회적 기술에 긍정적 효과가 있으며, 다양한
놀이상황은 유아의 추론능력을 향상시킨다[31]. 이는 본 프로그램에서 유아들이 또래와 함께 동일
한 목표와 규칙을 가진 놀이를 하면서 사회적 기술과 행동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약속과 질서를
지키며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연습을 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짝으로 실행하는 본 연구
의 놀이프로그램은 또래, 치료사와 같은 구성원과 함께 토의하고 합의하며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방법, 조망수용능력,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32], 유아가 협력적으
로 참여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과 능력을 습득하도록 영향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로그
램 후반으로 진행될수록 점차 협력적 놀이형태가 증가되면서 타인과의 관계 형성 및 유지에 필요
한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통제집단 유아들이 문제행동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에 실험집단 유아들의 내재

·

적 외재적 문제행동 전체점수와 위축, 불안, 자기중심성, 행동과다, 공격성과 같은 모든 내재적 외
재적 문제행동의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내재적 외재적 문제행동을 가진 유아들은 자신이 가진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사회
적 관계 형성 및 유지하는 능력이 빈약하고[4], [17], 이는 다시 문제행동을 유발하면서 부적응을

·

심화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선행연구들은 유아의 심리적 행동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전문
가의 심리지원을 하는 동시에 교사의 공감적 태도[33], 의사소통능력[34], 문제행동지도[28]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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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유아의 문제행동 지원을 위해 유아에 대한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어머니와 교사를 통한 양육
및 교육 지원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는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의 실험집단에 참여한 유아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났던 행동문제가 감소하고 건강하
게 교육기관에서 적응하는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유아의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가장 강력
한 예측변인이자 보호요인인 자기조절력이 유아의 부적응과 문제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17]를 지지한다. 그리고 문제 및 갈등상황에서 감정을 억제하고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위
를 할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하면서 공격성, 위축, 불안 등 다양한 문제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은 실험집단 유아들의 친사회성, 정서상태, 또래적응, 자아상태, 일
과적응과 같은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는 교사를 통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을 통해 교사의 유아 생활지도 및 교육지원역량을 향상시키고 전문가를 통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적응을
돕기 위해 개별치료와 집단치료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짝으로 진행된 본 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이 효
과적이었음을 알게 한다. 또한 놀이 활동이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지표라고 볼 때, 본 연구의 유아대
상 심리지원프로그램에서 자기조절력과 협력성이 요구되는 놀이를 제공한 것이 부적응 유아의 정
서적 안정과 친사회적 기술 습득 그리고 또래 관계 개선 등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실험집단 유아의 변화는 유아의 언어이자 학습도
구인 놀이를 활용하고, 특히 치료적 효과가 있는 심리치료에 기반한 놀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실험 및 통제집단의 참여대상수가 제한적이라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보
다 많은 연구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후속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협력적 컨설팅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유아의 각 변인에 따른 사전 사후 변화
를 살펴보았으나 각 변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각 대상별 사전
사후 변화를 심도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종합적인 효과성 검토를 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협력적 컨설팅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 및 확산 방안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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