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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초등학생의 정서조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초등학생들의 정서

적 스트레스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시기는 이후

성인기의 정서능력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정서교육이

의미가 있다. 정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인력으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심리적 소진, 전문성에 대한 논란, 시간부족과 같

은 이유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문

상담교사가 이용할 수 있는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사회정서학습 이

론에 근거하여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세 가지 방법을 통

해 확인하였다.

상담 프로그램 개발 절차 모형에 따라 6회기의 정서조절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예비 연구 후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

을 실시하였다. 서울 소재 A초등학교 6학년 두 학급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구분하여 실험집단 28명, 통제집단 28명으로 배정되었다.

프로그램의 타당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 평

정을 통하여 내용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총 11명의 전문가를 선정

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조의 적절성을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 CVR 수치가 패널 11명일 때의 최소 기준치인 .59를

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조에 있어서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프로그램의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평가를 실

시하여 반응타당성을 확인하였다. 참여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이

후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 묻는 질문을 한 후 그 자료를 합의



- ii -

적 질적 연구-수정본(CQR-M)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반응에서 정서조절 요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정서조절 반응을 이

끌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부호검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관리 구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자기인식, 사회인식, 관계 관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스스로의 정서조절

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차원의 구인인 사회인식과 관계

관리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내지 못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자기 정서를 목표에 따라 조절할 수 있

는 ‘자기관리’에 있어서는 상승하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에 의미가 있다.

연구를 요약하면 초등학생 정서조절 프로그램은 내용적으로 타

당성을 확보하였고 ,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학생들의 반응

을 이끌어냄을 확인하였고, 학생들의 정서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일부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정서조절능

력을 향상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학교 제

도권 내에서 정서교육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제

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정서조절 프로그램, 사회정서학습, 초등학생 정서조절능력,

프로그램 타당성

학 번 : 2017-26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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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18년 기준 전문상담교사는 초·중·고등학교를 합쳐 2,923명이다(한국

교육개발원, 2018). 최근 들어 학생들의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를 위한 전문상담교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학교 1교사 배치를

목표로 매년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율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됨에 따라 전

문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연구자마다 약간

의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은 비슷하다.

이상민과 안성희(2003)에서는 전문상담교사의 역할로 여덟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개인상담, 소규모 집단상담, 학급단위 상담활동 프로그램,

자문, 또래상담자 프로그램, 교사조력자 프로그램, 상담활동 평가, 프로그

램 개발 및 행정업무 등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시도했던

학교청소년상담사 모형은 역할을 상담활동, 교육활동, 행정/관리 활동 및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였다(황순길, 유진아, 이경아, 장진이, 정재우, 유형

근, 2005). 4개의 대분류에 16개의 소분류로 나누어 역할을 분석하였다.

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은 크게 상담역할, 교

육역할, 행정역할로 나눌 수 있다. 개인상담, 집단 상담과 같은 상담업무

도 주된 역할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육이 전문상담교사의 역할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급 단위 프로그램을 운영

하거나 학생들에게 정서·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전문상담교사에게 기

대되는 역할 중 하나이다.

전문상담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많지만 실제 직무 수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상담교사들의 어려움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학교 현장의 많은 전문상담교사가 심리적 소진을 경험하고

있다. 상담전문교사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많지만 1개 학교 1인 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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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다(남순임, 김윤희, 2019). 개인 상담부

터 프로그램 개발, 자문, 행정업무까지 과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상

담 업무만 보더라도 학생들의 호소문제도 다양하다. 학습상담, 진로상담,

대인관계상담, 우울, 자해 및 자살, 중독 등 위기상담까지 한 사람으로써

다양한 깊이의 내담자를 관리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과 부담감을 느끼게 되고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남순

임, 김윤희, 2019). 또한 1명이기 때문에 초기 적응이 어렵고 학교 내에

서 역할의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김지연, 김

동일, 2015ab). 전문상담자의 심리적 소진은 상담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

닌 내담자로 오는 학생과 치료적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학생

들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한광현, 2008).

두 번째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인지도 및 전문상담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배인수, 이윤주, 2012; 진해영, 2007). 많은 전

문상담교사들이 호소하는 문제 중 하나가 역할 갈등이다. 학교마다 상담

교사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바가 다르다. 어

떤 학교에서는 진로 및 진학상담에 대한 요구도만 놓은 경우도 있다(배

인수, 이윤주, 2012). 일반교사들이 기대하는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과 전

문상담교사가 실제 하고자 하는 역할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도 많다. 상

담 업무보다는 행정업무만 담당시키는 경우도 있고 쉬는 시간에만 상담

을 진행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김지연, 2014).

세 번째,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전

문상담교사가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학교 내의 다른 전

문 인력과는 달리 자신의 전문적 역량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최상근, 2011)가 있다. 실제 전문상담교사들 사이에서 전문성과 상

담에 대한 태도가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김인규, 2009). 상담이나

심리를 전공하지 않은 전문상담교사들은 실제 요구되는 여러 업무를 진

행하기에 전문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김인규, 2009). 또한 보수교육이

나 연수를 받고자 하나 업무가 많아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김동일, 신을진, 안현의, 2005).

이러한 전문상담교사의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 3 -

하여 학생들의 정서조절능력의 향상을 돕고자 한다.

정서조절능력은 전 생애 모든 시기에 중요하지만 특히, 아동기에 초점

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동기는 유아기에 비하면 정서조절능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발달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인지능력이 발달하면서 아동기

에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정신적 표상이 가능해지는 시기이다. 사고, 정

서에 대한 자기 보고를 할 수 있게 된다(Saarni, Mumme, & Campos,

1998). 이전까지는 자기의 정서를 따로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어려워

정서조절능력을 키우기 어렵다. 하지만 아동기에는 점차 인지능력이 발

달하여 정서를 알아차리고 타인의 정서까지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 이유는 아동기의 정서조절능력이 이후 성인기의 정서능력의 틀

이 되기 때문이다. 정서와 관련된 두뇌영역은 유아기부터 발달하기 시작

하여 사춘기 후반까지 성장이 계속 이루어진다(이혜미, 김유미, 2005). 아

동기에는 정서와 관련된 경험이 뇌의 신경회로로 남게 되고 쉽게 없어지

지 않는다. 이것은 아동기의 정서 경험이 이후 삶에서 정서조절의 틀로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시기에 비해 아동기의 가소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의 정서조절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김유미, 2005).

두 번째는 현재 초등학생들이 정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

문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10명

중에 3-4명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상

당수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느끼고 있었고, 2주 이내에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 유형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도 또래갈등이

22.2%로 가장 많고 뒤이어 정서문제가 14%라는 결과가 나왔다. 교사들

이 가장 도움 받고 싶은 상담영역으로 심리·정서적 문제가 81.8%로 가

장 많았다(김도연, 2011). 이런 통계수치를 통해서 현재 초등학생들이 정

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정서는 개인 내적으로는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

인지 알고 대처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상황에 적절한 행동을 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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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생존과 적응을 돕는다(이훈구 외, 2002). 하지만 정서조절이 제대

로 작동하지 못했을 때는 정서에 압도되고 그로 인한 적응문제, 행동문

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Gross, 1999).

많은 연구들에서 정서조절의 실패할 경우 심리적 어려움, 사회적 부적

응 더 나아가 정신병리와도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있다(Schwartz,

Dodge, Coie, Hubbard, Cillessen, Kemerise, & Bateman, 1998;

Schwartz & Proctor, 2000; ShjeldsCicchetti, 1998; 이지영, 권석만,

2006). 정서조절능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

지 못해 충동적이거나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나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권

소영, 2003; 심혜숙, 왕정희, 2001; 이민숙, 2003;, 정윤진, 2003). 또한

Garber, Zeman, & Walker(1990)의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정서인식 및

정서표현의 어려움과 우울, 불안, 신체증상이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정서 및 행동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동을 보면, 이들은 자신의

정서 상태에 대한 점검 능력이 부족하고 정서 상태를 적절히 명명화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최은실, 2013).

이렇게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서적

혼란을 겪을 수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절한 개입이 진행될 때, 학

생들의 정서조절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여러

문제행동들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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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위의 여러 연구의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정서조

절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타당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 세 가지와 같다.

첫 번째, 초등학생 시기의 정서발달의 중요성이다. 아동기는 인지능력

이 발달하면서 자신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 가능해진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타인의 정서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시기에 비해 정서 능력에 대한 가소성도 높아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 이후 성인기에 영향을 끼치는 정서능력의 틀이 만들어지

는 결정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정서조절 프로

그램을 통해 정서조절능력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현재 초등학생 겪는 정서적 어려움이다. 여러 통계자료에 따

르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 중 10명 중 3, 4명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많

은 학생들이 정서조절능력이 부족하다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러

한 현재 초등학생들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전문상담교사의 제도적 필요성이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

해 전문상담교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배치율은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전

문상담교사의 직무수행의 어려움 또한 같이 높아지고 있다. 심리적 소진,

역할갈등, 전문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전문상담교사들이 어려움을 겪

고 있다. 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전문상담

교사가 학교 현장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그들

의 어려움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정서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책

임은 느끼지만 심리적 소진과 전문성의 한계,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못

하는 것을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약간은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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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초등학생 정서조절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의 방향은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이론

적 틀인 사회정서학습을 기초로 하였다. 정서조절의 정의가 모호하기 때

문에 이것을 구체적인 하위구인으로 이론화 시킨 사회정서학습을 이용하

였다. 사회정서학습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서조절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

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 타인의 정서인식 및 관계 내의 정서

관리이다(Lipnevich, MacCann, Bertling, Naemi, & Roberts, 2012;

Zeidner, Matthews & Roberts, 2012; Zins, Bloodworth, Weissberg, &

Walberg, 2004).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세 가지 방법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내용타당성이다.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조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

다. 두 번째는 반응타당성이다. 실제 프로그램을 실시한 학생에게서 정서

조절의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효과검증이다.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정서조절이 향상되

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구성이 적절한가?

1-1) 초등학생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내용이 적절한가?

1-2) 초등학생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구조가 적절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정서조절 반

응이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초등학생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을

높이는가?

3-1) 초등학생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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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높이는가?

3-2) 초등학생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관리

능력을 높이는가?

3-3) 초등학생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인식

능력을 높이는가?

3-4) 초등학생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아동의 관계관리

능력을 높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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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정서조절

가. 정서

정서에 대한 학술적 관심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

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대부분 정서를 이성과는 반대되는 비합리적이고

본능적인 것으로 정서를 이해했다(이지영, 권석만, 2006). 이것은 Freud

로 인해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어지게 된다. 그는 성격과 정신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인 정서적 과정을 강조하였다(Cole, Michel, &

Teti, 1994).

하지만 이후에 Darwin의 진화론적 입장에서 정서의 순기능이 처음

제기되게 된다(이훈구, 이수정, 이은정, 박수애, 2002; cole et al., 1994).

그는 인간이 환경에 적절히 반응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정서의 역할이 크

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공포라는 정서는 맹수의 위협이나 생존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도망가게 한다. 또한 관계에 있어서도 정서는 현

재 상태를 알려줄 뿐 아니라 관계의 진행 상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이지영, 권석만, 2006). 그 대상이 나에게 호의적인지, 악의적인지 판단

하게 하여 스스로를 보호 혹은 접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정

서는 개인의 생존과 적응을 도움과 동시에 의사소통, 문제 해결까지 돕

는 순기능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정서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생물학적 측면,

인지적 측면, 기능적 측면 등 정서의 어떤 면을 강조했는지에 따라서 각

학자마다 정서를 다르게 정의 하고 있다(정옥분 외, 2007). William

James는 뇌의 특정부위가 정서적 느낌을 통합하는 중추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지적 측면을 강조한 Lazarus 외(1991)는 심리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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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결과적 행위경향성, 심리적 반응양상, 주관적 경험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며, 정서적 사건에 대한 대처방식이라고 정의 하였다.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Plutchick은 정서는 인간이 환경에 잘 순응할 수 있도록 행동을

준비시키는 내적 동기인 이라고 정의 하였다. 최근에는 통합적 관점으로

정서의 여러 측면을 함께 고려하려는 시도가 있다. 대표적인 학자로

Shaffer(2008)는 정서는 느낌(feelings), 생리적 현상, 인지, 목표 혹은 욕

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하였다.

1990년대에는 정서의 능력적인 측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최은실,

2013). 그 증거 중에 하나가 1990년대에 학계에 등장한 ‘정서지능’이다.

Salovey와 Mayer(1990)은 정서지능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은 Golman이

‘정서지능’이라는 저서를 통해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Salovey와

Mayer(1990)은 사회적 기능의 하위요소로서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 인식된 정서를 이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정서지능의 개념모형을 제안

한다.(Salovey & Mayer, 1990) 하지만 이후에 정서의 이해와 분석에 대

해 간과했다는 비판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모형을 제시했다. 초기 모델은

3단계 10요소로 구분한 것과 달리 최근 모형에는 4영역 4수준 16요소로

구분하여 제안하고 있다(문용린, 2001).

이러한 정서지능에 대한 것도 2000년대에 들어서 비판을 받기 시작하

였다. Penza-Clyve & Zeman(2002)은 정서지능은 다양하고 복잡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정서지능으로만 정의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정서는 학습이나 환경에 의해 후천적인 영향이 더 크다는 비

판도 있었다(최은실, 2013). 이러한 이유로 최근 들어서는 정서지능을 구

성하는 각 하위영역별로 측정과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김영숙, 2009).

하위영역 중에 가장 상위 개념이 ‘정서조절’이다. 다양한 상황에서 개

인은 적절한 정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부적절한 정서를 경험하기도 한

다. 이로 인해 개인의 안녕이 위협받기도 하고 다양한 부적응 문제가 초

래된다(Gross, 2002). 정서를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정서를 조절할 필

요가 있다(Barrett & Gross 2001; Gro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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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서 조절의 정의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에 대한 연구가 많이 증가하면서 정서조

절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연구자들 간에

정서조절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다. 그만큼 정서조절은 정의하기에 어

려운 매우 복잡한 개념이며, 하나의 행동으로 정의 할 수 없는 폭넓은

구성개념임을 의미한다(Walden & Smith, 1997).

정서조절의 개념은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Gratz와

Roemer(2004)은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

다. 첫 번째는 정서조절의 목표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목표에 따라 다양

하게 정의되고 있다. Kopp(1989)는 정서조절을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

서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정서조절을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의 고양된 수준을 다루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부정적인 정

서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까지 지나칠 경우 불편감이 있다고 정의하

고 일정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과정을 정서조절로 보았다. Westen(1994)

은 정서조절의 목표를 긍정적 정서의 증대와 부정적 정서의 감소로 보았

다. 이것을 바탕으로 정서조절에 대해 유쾌한 정서를 극대화하고 불쾌한

정서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으로 정의하였다.

두 번째는 정서조절의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정의내리고 있다. Cole과

Michel 및 Teti(1994)는 정서조절을 개인이 상황에서 요구되는 측면과

그 상황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고려하여, 필요할 때는 감정반응을

지연할 수도 있고, 계속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경험을 요구와 목

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충분히 유

연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Thompson(1994)은 정서조절을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서

적 반응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수정하기 위한 외적 및 내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내적과정은 내적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고 외적과정

은 인식한 감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Gross(1999)는 정서조절을 개인이 어떤 정서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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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고 표현할 것인가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라고 정의

하였다. 또한 그는 기존의 정의의 모호함을 지적하면서 정서조절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각 차원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모두 정서조절에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정서를 조절하

는 것과 정서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 자신의 정서

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도 정서조절이지만 타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정서조절이다. 세 번째 차원은 의식적인 정서조절과 무의식적인

정서조절이다. 정신분석적인 관점에서는 정서조절의 반응 중 하나로 방

어기제를 설명하는데 대부분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여긴다. 반면에 스트

레스-대처 연구의 관점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반응은 의식적인

조절과정이라고 이야기한다. Bananno(2001)은 정서조절의 모델을 제시하

였다. 통제조절, 예기적 조절, 탐구적 조절을 제시하면서 조절양식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도 정서조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용린 외

(2004)는 자기정서조절과 타인정서조절을 분리해서 정의하고 있다. 자기

정서조절은 자신의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정서조절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조절하여 바꾸는 것

과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행동방식을

조절하는 것이다.

김소영, 김진숙(2011)은 정서조절을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하는 수준

뿐만 아니라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정서적 흥분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요약하면 정서조절은 자기와 타인의 정서를 정

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신은

지, 2014). Thompson(1994)의 정의에서 말한 내적과정이 정서인식으로

볼 수 있고, 외적과정을 정서표현으로 볼 수 있다. 정서조절의 구성개념

은 대체로 정서인식, 정서표현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정서인식과

정서표현이 정서조절에 선행되는 능력으로 정서조절의 기초적인 능력으



- 12 -

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정서조절의 하위구인으로 정서인식과 정

서표현으로 나눠서 진행하고자 한다.

다. 정서 조절의 하위구인

① 정서인식

정서인식(emotion identification)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 감정, 사고에

서 자신의 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 될 수 있다(Salovey

et al., 2004). 자신의 표정, 신체감각에 근거하여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고

자신의 복합적 감정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정서 경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정서인식으로, 정서 능력에도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Salovey, Mayer & Caruso, 2004; Saarni, 2000).

정서인식이 심리적인 안정과 관련이 많다. 자신의 정서를 잘 아는 것

은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기준이 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상

담에서도 정서인식을 촉징하는 것을 호소문제 달성의 주요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 상담에서 정서중심 접근이 따로 있을 정도로 정서의 중요

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 억압된 감정을 인식하고 수용할 수 있을 때 심

리적 변화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Rogers,

1980). 자신의 정서에 담신 의미와 욕구를 인식함으로써 진정한 자기

(self)를 확립할 수 있다(김창대, 2009).

Swinkels와 Guiliano(1995)는 정서인식 과정을 정서 점검

(monitoring)과 정서 명명화(labeling)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정서 점

검은 자신의 기분을 조사, 점검하며 주의를 집중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정서 명명화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범주화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라고 정의 하였다.

이렇게 정서인식의 하위 구인이 있다는 것은 정서인식에 개인차가 존

재한다는 것이다. 개인차가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Ciarrochi, Heaven, & Supavadeeprasit, 2008). 첫 번째는 생의 초기

의 경험한 심리적 외상으로 신경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여 정서인식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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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가져온 것이다(Taylor & Bagby, 2004). 감정표현불능증과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부모나 교사가 정서적 상태에 대해 민감

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아동은 정서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그에 따라서 아동은 정서에 대해

서 회피하게 되고 이후 정서인식능력이 떨어지게 된다(Reckling &

Buirski, 1996).

선천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지만 환경적 원

인에 대해서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

② 정서표현

정서표현(emotion expression)은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과 관련된 욕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Salovey et al., 2004). 개인이 경험하는 정서의 외적인 표현이다.

정서표현 또한 심리적 안정과 관련이 많다. 정서 표현이 개인 내적 혹

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Salovey & Mayer, 1990). 정서 경험을 강하게 하는 사람은 정서인식

또한 명확하게 하고 그에 따라 정서에 어떻게 반응하고 표현해야 할지도

분명하게 된다(이주일, 황석현, 한정원, 민경환, 1997). 정서를 잘 표현하

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타인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DePaulo, 1992).

정서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언어

를 통한 표현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언어를 통한 정서표현을 가지고 연

구를 진행한다. 이외에도 비언어적 음성을 통한 정서표현도 있다. 목소리

의 크기, 호흡 등이 이에 해당한다. 몸짓이나 얼굴표정을 통한 정서표현

도 강력하다. 말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것도 몸짓이나 얼굴표정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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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초등학생 정서조절

가. 초등학생 시기의 특성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09)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은 4학년에서 6학년(11~13세) 시기를

말한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발달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체적 특징,

인지적 특징, 사회적 특징, 정서적 특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신

체적 특징으로는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시기이다. 남자들은 13세, 여자들은 11세가 급성장의 시기이다. 이 시기

에 제2차 성징을 겪게 되면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높아지고, 정서적으

로 불안과 동요가 쉽게 일어난다(이학수, 2001). 또한 신체적으로 풍부한

활동을 원하며 지구력이 증가하여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단체 게임이 가

능해진다(박소연, 2007).

이러한 신체적 발달과 함께 인지적인 발달도 급격이 일어난다. 유아의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통합적인 사고로 변화된다. Freud의 성격발달 단계

에서 잠복기(6~12세)에 해당하는 시기인데 학령기에 들어가면서 에너지

가 대부분 인지적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 문화적 가치를 배우는 것에 사

용되는 시기이다(노안영 외, 2003). 피아제의 발달이론의 따르면 아직 구

체적 조작기 시기이기 때문에 비교적 논리적으로 생각하려 하지만 제한

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노안영 외, 2003).

사회적 특징은 인지적 발달의 영향으로 자기반성적 조망수용단계에

이르게 된다(강진령, 유형근, 2004). 타인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고, 자신

의 생각, 감정, 행동을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서 도덕성도 발달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복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

울이게 된다(Lickona, 1976). 이렇게 타인의 생각, 감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 그 관계가 중요한 가치로 나타난다. Sullivan의 대인관계 발달

이론에 따르면 이 시기에 단짝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모든 것을 털어놓

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단짝 친구를 만들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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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에서 관계 내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한 기술로 여겨진다.

초등학교 시기의 정서적인 특징은 다양하다.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

면, 첫째, 초등학교 시기에는 다양한 정서를 짧은 시간에 많이 느끼고 그

것을 솔직하게 표출하는 특징이 있다(전성수 등, 2003). 또한 정서를 조

절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정서표현을 유보하지 않고 느끼는 순간마다 그

대로 나타낸다. 또한 정서를 과장되어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정서표

현능력은 또래 관계, 사회적 맥락 안에서 적응하게 된다. 강렬한 정서의

표현, 특히 불쾌한 정서의 표현이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함을 알게 되면

서(김경희, 1999). 정서 표현의 적응적인 방식을 배우게 된다(전성수,

2003).

둘째는 타인에 대한 정서 공감이 가능해지는 시기이다. 인지적 발달과

사회적 발달의 바탕으로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 능력이 확장된다(곽윤

정, 1997). 이것은 이후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하는데 촉진적 역할을 한

다. 또한 여러 상황정보, 정서 정보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고통뿐만 아니

라 전반적 생활 상황에 대한 공감 반응이 가능해진다(윤보나 외, 2009).

셋째는 복합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다(윤보나 외, 2009).

이 시기는 정서표현과 정서에 대한 능력이 급속하게 발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서의 빈도뿐만 아니라 정서의 다양성도 증가한다(곽윤정,

1997).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하면 정서의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이후 불안, 위축, 공

격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병옥, 이진

숙, 2008).

이처럼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저학년 시기와는 구별되는 신체적, 인

지적, 사회적, 정서적 특징이 있다. 각 발달 특징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는 않고 상호 영향을 주어 발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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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등학생 정서적 어려움

현재 초등학생들은 적지 않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두 가

지 자료를 통하여 그 어려움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보건복지

부의 아동·청소년 백서를 통한 분석이다.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재 아

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2017년 보건복지부 청소년백

서(2017)에서는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측정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

다. 2016년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아

동청소년의 비율이 남학생은 30.5%이고, 여학생은 44.9%로 나타났다.

2015년 대비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하였다. 또한 우울감 경험률을 측정

한 것에서도 전년도 대비 그 비율이 상승하였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

들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20.9%가, 여학생은 30.5%가 우울감

과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 2009년 아동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학생이 남학생은 15.4%, 여학생은 22.9%이고

자살 시도율은 남학생은 3.7%, 여학생은 5.9%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초등학생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위험수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성장발달종단연구 2018(2018)

에서도 아동의 정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의 기분 안 좋을

때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대부분 기분이 안 좋음’과 ‘항상 기분이 안 좋

음’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4.6%로 상당수 조사되었다. 학교생활 중

피곤함을 대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자주 피곤함’과 ‘항상 피곤함’에 응답

한 비율이 16.8%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학교

생활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초등학생 정서조절

초등학교 시기는 정서조절능력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이다. 인지·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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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발달에서 볼 때, 인격형성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구영혜, 김희정, 2010). 또한 아동기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정신적 표상

이 가능하고 자기 평가 및 성찰이 가능해져서 전반적인 인지능력과 정서

조절 능력이 안정화된다(최은실, 방희정, 2013). 그렇기 때문에 아동기의

정서 발달은 이후 삶의 정서 경험의 틀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초등학생 시기의 정서조절은 이후 대인관계, 우울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서조절능력이 높은 경우 대인관계가 긍정적이고 심리적으로도

건강하다는 결과가 많다. 먼저 대인관계의 경우, 정서를 잘 인식하고 표

현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타인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타인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DePaulo, 1992).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한정원(1996)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정서나 친밀감을 잘 표현할 때 대

인관계에서 정서적 지지를 얻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부정적인 정서

를 잘 표현하는 경우에도 정서적 지지를 얻는 것에는 유리하였다. 심혜

숙과 왕정희(2001)의 연구에 따르면 정서를 분명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대인간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였고, 개인

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를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과 우울과 관련된 연구들과 계속 이어지고 있다(최은실,

2010). Rieffe, Oosterveld와 Terwogt(2006)은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감

정표현불능증과 심리적 상태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자신의 감정을 표

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은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였다는 것과 높은

수준의 분노, 공포, 슬픔을 보였다는 것을 밝혀냈다. 국내 연구에서도 정

서인식 불능이 우울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 결과가 있었다(이승미, 2003).

임진현과 이훈진(2006) 연구에서는 우울 장애 성향이 있는 청소년을 대

상으로 정서인식과 정서 표현 갈등을 확인해 본 결과, 우울집단은 자기

스스로 기분은 검색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기분을 명명하는 능력은 어려

움이 있었다. 또한 우울집단은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과

억압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정서를 인식

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정서의 표현과 억압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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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정서조절능력은 아동기의 대인관계와 심리적 건강을 위해 매

우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는 이후 성인기 삶의 정서능력의 기초

가 되는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때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서

정서조절능력이 구별되게 된다. 성인기의 개입보다 초등학교 시기의 개

입이 더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난다. 이후 정서조절능력이 대인관계와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서조절능력을 키우기 위한 개입이

필요하다(이현주, 유형근, 조용선, 2011).

Davidson, R. J., et, al,.(2000)은 뇌 연구를 통해 아동기의 정서 교육

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유아기와 아동기에는 뇌의 신경회로에 새겨

지는 것이 많고, 특히 정서를 다루는 두뇌는 습득되면 없어지지 않고 인

식된 상태로 남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아동기의 정서 발달은 이

후 성인기의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성인이 되어서는 변화가 쉽지 않

다고 이야기 했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의 정서 교육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성인에게 정서교육을 하는 것보다 아동에

게 성인교육을 하는 것이 정서발달에 있어서 아동이 가소성이 높기 때문

에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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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회정서학습

가. 사회정서학습

본 프로그램의 이론적 틀은 사회정서학습 이론이다. 정서조절 프로그

램이 다양화되면서 사회정서학습의 틀로 보급되어졌다. 정서조절의 구인

을 구체화시킨 개념이 사회정서학습이다. 사회정서학습은 사회적, 정서

적, 그리고 학습이라는 개념을 통합하고 있다(Elias et al., 2008). 사회적

측면은 개인 간의 측면으로 가족, 또래, 교사 등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를

촉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서적 측면은 개인 내 측면으로 정서와

인지에 관련되어 자기 인식 및 자기 지식의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습은 이러한 사회정서역량의 발달을 위해서 수업, 연습, 피드백 등을

활용함을 의미한다(Merrell & Gueldner, 2010).

CASEL(2019)에 의하면 사회정서학습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

절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

하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고 생산적으로 어떤 직면하고 있는 상

황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태도, 그리고 기술을 획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사회정서학습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정서적 유능성을 증진시

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서적 유능성이 개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 발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사회적,

정서적, 인성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익혀야 더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사회정서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사회정서학습이다. 사회

정서학습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대부분 미국의 사회정서학습을 총괄하는

기관인 CASEL에서 내린 것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CASEL은 이론을

구축하고 실천적 지침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한

다.

사회정서학습(SEL)는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을 구체화한

개념이다. 처음 정서지능을 언급한 것은 Gardner였다. 가드너는 다중지

능이론의 8가지 지능을 이야기 하면서 그 중에 대인인지 지능

(interpersonal intellidence)과 지기인지 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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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소개했다. 이것을 토대로 Salovey와 Mayer은 ‘정서지능’이라는 개

념을 처음 학술지에서 사용하였다(Elias et al, 2008). 정서지능은 자신의

마음을 알고 타인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차이를 수용할 줄 아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지능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개념이 사회정서학습이다.

사회정서학습은 사회적, 정서적, 학습이라는 모두 담고 있다(Elias et al,

2008). 사회적인 면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개인 간 요소이고 정서적인 면

은 각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개인 내적인 요소이다. 학습은 이러한 사회

정서가 선천적인 것이 아닌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 알아갈 수 있는 부분

이고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우채영, 2016).

나. 사회정서학습의 하위역량

사회정서학습의 하위 역량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자기인

식(self-awareness), 자기관리(self-management),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 대인관계기술(relationship skills), 책임 있는 의사결정

(responsible decision-making)이다(CASEL, 2015). 각각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기인식은 자신의 정서와 인지, 가치, 장단점을 알고 이것이 행

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자기효능감과도 연결되

어 있는 지점이다. 내가 나의 능력과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삶의 여러 부분이 달라진다. 두 번째는 자기관리이다. 자기관리는

개인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감정, 충동, 행동을 통제 조절하는 능력이다.

스트레스 관리나 충동조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 번째 사회적 인식

은 타인의 입장, 차이,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이다. 앞에서 자기인식이 나

에 대한 인식이라면 이것은 타인에 대한 인식이다. 다른 사람이 마음과

상황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네 번째는 대인관

계기술은 다른 말로 관계관리라고도 한다.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이루

기 위해 의사소통하고 협동하며 타협하고 지지를 주고받는 능력이다. 홀

로 살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그때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책임 있는 의사결

정이다. 이것은 다양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 현실적으로 평가하며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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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역량
하위기술

자기

인식

Ÿ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름 붙이기

Ÿ 자신이 느끼고 있는 정서의 이유 및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Ÿ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름 붙이기.

Ÿ 내면의 힘(강점)을 인식하고 자신, 학교, 가족, 지원 네트워크

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결집시키기.

Ÿ 자신의 필요와 가치에 대해 알기

Ÿ 자신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기

Ÿ 자기 효능감 갖기

Ÿ 여성(삶의 의미 및 목적감) 갖기

자기

관리

Ÿ 불안, 분노, 우울을 말로 표현하고 이런 감정들에 대처하기

Ÿ 충동, 공격성, 자기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 통제하기.

Ÿ 개인적 또는 대인관계의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Ÿ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기

Ÿ 장·단기 목표 설정하기

Ÿ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계획하기

Ÿ 피드백을 통해 행동 수정하기.

Ÿ 긍정적 동기를 결집시키기

Ÿ 희망과 낙관주의를 활성화시키기

Ÿ 최선의 상태를 향해 나아가기

사회적

인식

Ÿ 다양성 존중하기

Ÿ 타인에 대한 존중 보여주기

Ÿ 주의깊게 그리고 정확하게 듣기

Ÿ 타인의 정서에 대해 공감하고 민감성 증대하기

인 기준과 안전, 사회적 규범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정창

우, 2013).

이러한 다섯 가지 핵심역량을 Elias et al.(2008)은 하위 기술과 태도

를 제시하면서 그 개념을 더 구체화하고 있다.

<표-1> 사회정서학습 핵심역량과 하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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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타인의 관점, 견해, 정서를 이해하기.

대인

관계

기술

Ÿ 관계에 있어 정서를 조절하고 다양한 정서와 견해를 조화시

키기

Ÿ 사회-정서적 단서들에 대해 민감성 보이기

Ÿ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Ÿ 분명하게 의사소통하기

Ÿ 타인을 사회적 상황에 참여시키기

Ÿ 관계 형성하기

Ÿ 협력해서 일하기

Ÿ 자기주장, 리더십, 설득 발휘하기

Ÿ 갈등, 협상, 거절 관리하기

Ÿ 도움을 제공하고 요청하기

책임

있는

의사

결정

Ÿ 상황을 민감하게 분석하고 문제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Ÿ 사회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기술을 실행하기

Ÿ 대인관계적 장애물에 대해 생산적이고 문제 해결적 방식으로

반응하기

Ÿ 스스로 평가하고 반성하기

Ÿ 개인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책임감있게 행동하기

*출처 : Elias et al. (2008), pp.251-252.

Zin 등(2007)에서는 사회정서학습의 하위 역량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

눠 구분하였다. 자기차원과 타인차원으로 나누었다. 자기차원에서는 ‘자

기인식’과 ‘자기관리’ 구인을 포함하고, 타인차원에서는 ‘사회인식’과 ‘관

계관리’ 구인을 포함하였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같은 경우에는

CASEL에 의하여 추가된 역량이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본 프로그램에서

는 프로그램 목적인 ‘정서조절’에 초점을 두어 자기차원인 ‘자기인식’과

‘자기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자기인식’은 자신의

정서, 신념, 흥미, 가치관, 강점,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정서

와 생각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근거 있는 자신감과 자기효

능감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Domitrovich, Durlak, Staley,

Weissberg, 2017). ‘자기관리’은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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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충동을 통제하고, 개인적 목표와 학업 관련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Domitrovich, Durlak, Staley, Weissber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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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정서조절 프로그램

전문상담교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았다. Wee센

터 등에서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있었으나 학급 단위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은 전문상담교사의 재량에 따라 학교마다 차이를 보였

다. 초등학교의 경우, 관련 프로그램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진로 프로그램이 많았다. 학생들의 정서조절만을 위한 프로그

램은 아직까지 많이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외부에서 프

로그램이 개발되어 전문상담교사가 아닌 외부 교사에 의해 실시되는 경

우가 많았다. 국내외적으로 대표적인 정서조절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가. 국외 정서조절 프로그램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

다. Vemon(1989)의 Thinking, Feeling, Behaving program이다. 합리적

정서행동치료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역기능적 사고과정을 정서적 어려

움과 행동의 원인으로 보고, 이것을 교정하는 방법을 프로그램에 담고

있다. 총 다섯 개의 영역으로, 자기수용, 감정/신념과 행동, 문제해결/의

사결정, 인간관계로 구성되고 총 90개의 활동으로 이루어져있다. 초등학

생용과 중고등학생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 활동들이 발달상에 맞게 서

로 연계되어 있다. 프로그램은 주로 학급단위나 소그룹 집단 상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50분 수업 기준으로 전반부는 자극활동으

로 후반부는 토론으로 진행된다. 토론은 앞선 활동에서 배운 내용을 다

시 한 번 이야기하면서 통찰을 얻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Dasho, Lewis, & Watson(2001)는 Child Development Project(CDP)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조발달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제작

하였다. 아동이 자신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 행동을 평가하는 내용은

구조발달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역할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것은 행동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타 프로그램과 구별이 되는

것은 Child Development Project(CDP)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학업성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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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다. 총 네 가지 영역으로 교실 공동체 영역, 협동 학습 영역,

문학 작품 도서 영역, 발달 훈육 영역이다. 교실 공동체 영역은 또래 친

구들과 함께 공감하면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협동

학습 영역은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려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한다.

문학 작품 도서 영역은 다양한 문학작품을 통해 주인공의 감정, 경험, 가

지관 등을 학습하고 작품에서 나타난 대처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마지

막으로 발달 훈육 영역은 학생들이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배우는 내용이

담겨 있다.

Lynn(2000)은 50 Activities for Emotional Intelligence라는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Goleman의 정서지능을 기초로 제작하였다. 학교에서 ‘교

과과정’을 통해 실시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자아인식, 감정

다루기, 의사결정, 스트레스 관리, 개인의 책임, 자아개념, 감정이입, 의사

솥오, 집단 역동, 갈등 해결의 총 열 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

은 하나의 단원에서 다루게 된다. 자아인식은 자신의 선호와 문화적 배

경 장단점을 지각하는 것으로 구성되고, 감정 다루기는 생각, 감정, 행위

간의 관계알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방응하기, 감정이면의 욕구

이해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개념영역은 자신에 대한 확고한 정체감

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비하하는 ‘혼잣말’ 관찰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각 영역이 구체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국내 정서조절 프로그램

국내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졌다. 정서에 대한 연구가 더

세분화되면서 각각의 하위요인들을 구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다.

가장 초기 프로그램으로는 문용린(1997)의 가정용 정서지능 교육 프로그

램이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EQ 프로

그램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정서지능을 진단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뒤에 강점은 더 살리고 약점은 보완하는 것을 내

용으로 담고 있다. 총 4주(4회기) 프로그램으로 정서인식, 정서표현, 감정

이입, 정서활용, 정서조절의 하위요인 발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어서

문용린은 1998년에 학교용 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대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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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학교 현장이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총 4주간 매일 시행된 프로그

램으로 정서인식능력, 정서표현능력, 감정이입, 정서활용, 대내지능에 대

한 이해와 진단, 대인지능에 대한 이해와 진단,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

도, 당당한 태도, 경청, 낙관적 태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영자 외(1999)는 유아와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

램으로 구성되었다. 총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서인

식과 표현, 정서에 의한 사고 촉진, 정서적 지식의 활용, 정서조절이다.

정서인식과 표현 영역에서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적응적인 방식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서에 의한 사고 촉진은 정서 정보를 이용하여 사고의 우선순위를 정하

는 것, 문제 해결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서적 지식의 활용 영

역은 복잡한 정서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정서조절은 정서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그 정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서가 전달하는 것

을 축소, 과장, 왜곡시키지 않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22개의 교육활동을 구성하

였다.

곽윤정(2004)은 유아를 위한 정서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다른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은 정서조절 검사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

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하위요인으로 정서의 인식 요인, 사고

에 대한 정서의 촉진 요인, 정서지식의 활용요인, 정서의 조절요인을 활

용하고 있다. 놀이, 이야기 나누기, 역할극, 작업 수행, 신체 표현, 동화

나누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각 요인의 구체적인 활동이 구성되고 있다.

다.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최근 들어 정서조절 프로그램은 점차 사회·정서 학습 프로그램으로

불리어 졌다.(백청강, 2015) 정서조절능력이 점차 프로그램으로 확산되면

서 사회정서학습의 틀로 보급되었다. 사회정서학습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

심을 가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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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다. 이 부분은 앞선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부분

이다(Lipnevich, MacCann, Bertling, Naemi, & Roberts, 2012; Zeidner,

Matthews & Roberts, 2009; Zins, Bloodworth, Weissberg, & Walberg,

2004).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회정서학습을 활용한 프로그램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다양하다. 국

외부터 살펴보면 미국 연방정부가 사회정서학습을 초·중등교육법에 추가

하면서 더 확장되었다. CASEL에서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80여개이

다. 대표적으로는 Kusche & Greenberg(2011)의 PATHs가 있다.

Promation Alternative THinking Strategies의 약자로 PATHs로 불리어

진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에방연구센터에서 개발된 예방 프

로그램이다.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서이해, 자

기조절, 긍정적 자기 존중감, 대인관계 및 관계문제 해결 기술의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반아동과 특수아동 모두에

게 효과적임이 증명되었다. (Greenberg, Kusche, cook, & Quamma,

1995; Kam. Greenberg, & Kusche, 2004); Riggs, Greenberg, Kusche &

Pentz, 2006)

Merrell 외(2007)은 Strong Kids를 개발하였다. 학생들에게 사회정서

기술과 적응유연성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습시킬 수 있으며 사전지식의

활성화, 연습기회의 제공 등의 수업설계 원이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Strog Kids는 사회정서적 문제 중에서도 내재화 증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있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학생들이 내용지식을 잘 기억하고, 내재화 증상이 감소하고 개입충실도

와 사회적 타당도가 높아졌다(Harlacher, 2008, Merrell, Juskelis, Tran

& Buchanan, 2008).

Rosenberg(2003)은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 NVC)을

개발하였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서로 공감하면서 질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나와 타인의 욕구와 필요응 동시에 만

족시키는 대화방법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

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공감적인 자세로 들어주는 것이다. 총 네 단게,

관찰, 느낌, 욕구, 부탁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은아와 박상복(2007)은 비폭

력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주는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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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그 결과 비폭력대화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

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의 경우는 학교 기반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많았다. 다른 교과

와 연계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최미영, 2017; 김은정·이

상수, 2016; 이인재, 손경원, 지준호, 한성구, 2012). 김은정 외(2015)에서

는 사회정석학습 프로그램이 개인적 사회정서역량을 높여주고, 학급의

공동체 의식을 높여주는 지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타당성이 검

증된 Strong kids, PATHS, 비폭력대화를 기반으로 하여 10회기의 프로

그램을 재구성하였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하여 진행하였는데

두 결과 모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인재 외(2010)에서는 사회정서학습이론에 근거한 인성교육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 교과 교육과정과 통합하고 가정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5회기의 프로그램을 진

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이 공격성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가정을 지

지하였다.

최미영(2017)에서는 음악교과와 연결한 사회정서학습을 개발하였다.

전반주에는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교육이 있고, 후반부에는 음악회를 준

비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사회성 발달, 학업적 성취에 긍정적인 변화

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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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개발자 대상 내용 핵심 유능성

PATHs

Kusche &

Greenberg

(2011)

초5

긍정적 학습풍토 조성하기 자기관리, 관계관리

감정이해하기 자기인식

학습과 조직화 기술 자기관리

진보된 문제해결과 또래 관계 자기관리, 관계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

갈등 해결하기 관계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

감정이해하기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Strong Kids

Merrell, et

al.

(2007)

초6-중2

자신의 감정 이해하기Ⅰ,Ⅱ 자기인식, 자기관리

분노 다루기 자기관리, 관계관리

타인의 감정 이해하기 사회인식

유익한 생각Ⅰ,Ⅱ 자기인식, 자기관리

긍정적 사고의 침 자기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

대인간문제 해결하기 관계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

스트레스 해결하기 자기관리

비폭력 대화
Rosenberg

(2003)

초등-

성인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자기인식

관찰에 대한 느낌 표현하기 자기인식, 자기관리

느낌을 일으키는 욕구, 가치관 찾기 자긴인식, 자기관리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하기 관계관리

<표-2> 기존의 관련 프로그램(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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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명 개발자 대상 내용 핵심 유능성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

과 공동체의식

개선에 주는

의미 탐색

김은정,

김춘화,

이상수

(2015)

초5

기본 감정단어 분류하기 자기인식, 사회인식

감정카드 설명하기 자기인식, 사회인식

등장인물 감정 추측하기 사회인식

감정단어 릴레이 게임하기 자기인식

비폭력대화 학습하기 자기관리

역할극을 통해 문제 해결하기 사회인식, 관계관리

초등학생들의

사회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인성교육

통합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이인재,

손경원,

지준호,

한성구

(2010)

초4

기본감정이해하기 자기인식

중급감정 이해하기 자기인식

고급정서이해하기 자기인식

자신의 감정 단서 발견하기 자기인식

감정조절 및 자기관리 자기관리

감정숨기기와 바꾸기 자기관리

스트레스 인식과 조절 자기관리

<표-3> 기존의 관련 프로그램(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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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감정인식과

사회정서적 단서에 민감하기
사회인식

공감 사회인식

관계 맺기(친구사귀기) 대인관계기술

목표설정하기 책임 있는 의사결정

시도해 보고 결과를 평가하고 다시 시도하기 책임 있는 의사결정

구조 중심

협동학습을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교과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 개발

최미영

(2017)
초5-6

사회정서학습 이해하기 책임 있는 의사결정

내 마음 속 관찰하기, 표현하기 자기인식, 자기관리

마음 속 소방관 되기 자기관리, 관계관리

네 마음을 이해해 사회적 인식

STOP! 부정적인 생각 자기인식

너와 나, 우리 문제 해결하기 관계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

우리반 음악회 자기관리, 책임 있는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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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위에서 살펴봤듯이 정서조절 프로그램은 사회정서학습으로 이어져 많

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정서조

절 프로그램의 필요성에서 동의한다. 정서적 어려움이 발생한 이후의 사

후 개입으로써의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예방 차원에서

의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Goleman(2006)에 의하면 정

서적 행복감은 정서적 고통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서조절 능력을

미리 길러 놓음으로써 이후의 있을 여러 어려움들에 적응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개발된 정서조절 프로그램에서도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연구자들은 선행연구 고찰과 메타분석을 통

해서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Durlak,

Weissberg, Dymnicki, Taylor, & Schellinger, 2011). 213개의 학교 기반

사회정서학습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270,034

명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정서 기술, 태도, 행

동, 학업적 성취가 통제집단에 비해 더 상승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국내의 연구자들도 정서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 연구 진행하여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경희(2017)에서도 33개의 연구물에서 92개

의 효과크기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서인식 영역이 효과 크기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

로는 정서이입영역, 정서활용 영역, 정서조절 영역, 정서표현 영역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정서능력과 사회정서능

력을 향상 시키는데 유의미함이 선행연구로 확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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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상담 프로그램 개발 모형 절차를 기초로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김창대 외, 2011; 변창진, 1994; 박인우, 1995; Sussman,

2001).

가. 목표수립단계

① 대상분석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인지적으로 통

합적인 사고가 발달하면서 자신의 정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타인

의 정서에도 공감할 수 있는 시기이다. 정서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개입

이 진행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이기에 초등학교 고학년을 선정하였다.

② 요구분석

여러 통계자료를 통하여 현재 초등학생들에게 정서조절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패널자료와 아동·청소년 백서에 나타난 아동의

정신건강 실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적지 않은 아동들이 정서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서조절 능력이 이후 아동의 적

응문제, 행동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

의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치료적 개입뿐만 아니라 이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대

비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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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프로그램 구성단계

① 이론적 틀 세우기

본 프로그램의 이론적 틀은 사회정서학습 이론이다. 정서조절 프로그

램이 다양화되면서 사회정서학습의 틀로 보급되어졌다. 정서조절의 구인

을 구체화시킨 개념이 사회정서학습이다. 사회정서학습에서 본 프로그램

의 목적인 ‘정서조절’에 초점을 두어 자기차원인 ‘자기인식’과 ‘자기관리’

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자기인식’은 자신의 정서, 신념, 흥미, 가치관,

강점,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의 정서와 생각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근거 있는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Domitrovich, Durlak, Staley, Weissberg, 2017). ‘자기관리’은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충동을

통제하고, 개인적 목표와 학업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동기 수준을

유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Domitrovich, Durlak, Staley, Weissberg,

2017).

② 기존 활동 요소 수집

위와 같은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기존의 프로그램 활동들을 수집하였

다. 키워드로는 ‘정서조절’, ‘사회정서학습’을 사용하였다.

③ 활동 요소 개발

기존의 프로그램들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을 본 프로그램에 추가하

여 새로운 개입을 마련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지금-여기의 정서를

묻는 질문을 추가하였다. 매 회기 끝에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의 마음을

묻는 질문을 하였다. 멈춰서 자신의 정서에 초점화 한 후에 그 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감정카드를 고름으로써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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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을 매 회기 반복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정서조절

을 연습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몸과 정서의 연결점을 다루는 회기를 포함하였다. 몸과 마음을

상호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정서적인 어려움이 몸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신체화라고 한다. 신체화 증상은 신체적 증상의 원인을 분명하게 설명할

만한 의학적, 병리학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신체적

불편감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신현균, 2002). 신체화 증상이 나타나

는 원인으로는 두 가지가 있다. 실제 경험하는 정서와 정서표현 간의 불

일치가 있을 경우 신체적으로 영향을 받는다(이주일 외, 1997). 또 다른

이유는 정서적 어려움은 인식하지 못하고 신체 이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

우이다. 이러한 신체화 증상은 학교부적응, 우울, 불안 등 여러 문제의

영향을 준다.

이렇게 몸과 정서의 밀접한 관련성을 배우고, 활용하는 내용을 개발하

였다. 몸의 자각을 깨우는 법, 몸을 통해 정서조절하는 법, 정서조절을

통해 몸의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을 포함한 활동을 제작하였다.

④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의 흐름에 따라 활동요소를 배치하여 구성하였다. 총 6회기이

고 정서인식, 정서표현, 정서조절의 내용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각 구인

에 해당하는 내용이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분포했고, 각 회기마다 강조

점을 두었다.

1회기의 경우, 프로그램의 첫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구조화하

는 활동 위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내에서 지켜져야 할 규범에 대한

설명과 프로그램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라포

형성을 위한 동기유발 활동을 추가하여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2회기는 본격적인 정서인식에 대해 다루는 부분이다. 사진, 이야기 등

도구에서 느껴지는 타인 및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을 연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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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
영역

사회정서

역량
주제 활동 내용

1 도입 자기인식
내 마음

속으로 입장!

▶ 프로그램 구조화

▶ 프로그램 목표, 교구, 소개

: 워크북, 감정카드 소개,

단계이다. 자신의 감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묻기 전에 이야기 속 주인공

의 감정, 사진 속 주인공의 감정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봄으로써 정서인

식의 기본을 연습해할 수 있다. 이후의 지금 여기에서의 자신의 감정을

묻는 질문을 통해서 자기 정서를 인식하도록 구성하였다.

3회기와 4회기는 정서인식을 각 감정별로 세분화하여 다루도록 구체

화 시켰다. 3회기는 부정정서에 초점을 두었다. 불안과 우울과 같은 부적

정서를 느낀 적이 있는지 적은 후에 그 감정이 주는 긍정적 효과, 부정

적 효과에 대해서 생각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적 정서의 긍정

적 요소에 대해서 여러 예시 자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회

기 이후에는 부적 정서가 느껴질 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직접 수업 중에 활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4회기는 정적정서에 강조점을 두었다. 정적정서가 느껴지는 나만의 공

간을 만든 후에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연습을 하였다. 주변에서 생각

보다 많은 긍정적 정서가 있음을 자각하게 하고 그것을 충분히 수용, 경

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5회기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배우는 회기이다. 몸을 통해 마

음을 조절하는 법, 마음을 통해 몸의 증상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활동이

있다. 흔히 겪을 수 있는 신체화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에게도 그

러한 경험이 있었는지 모둠 별로 나누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6회기는 마지막 회기로 전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다. 프로그

램을 마치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것을 정리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친구들에게 형용사 선물

을 전달함으로써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하였다.

<표-4>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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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유발 활동

: 라포형성을 위한 활동

2

정서인식

정서표현

자기인식

우주만큼

복잡한 내

마음

▶ 정서인식 활동

: 사진, 이야기 속 주인공의 감정

찾기

: 자신의 정서 고르기

3
자기인식

자기관리

어두운 마음에

도착

▶ 부적정서의 긍정적 요소 찾기

: 우울, 불안의 긍정적 영향

▶ 부적정서 조절 방법

: I-message 등 배우기

4
자기인식

자기관리

그 옆에 밝은

마음

▶ 정적정서 구체화시키기

: 명상을 통한 긍정적 정서 구체화

하기.

5
자기인식

자기관리

몸과 마음의

연결다리

▶ 신체화 배우기

: 몸과 마음이 상호연결성 설명하

기.

▶ 몸을 통한 정서조절

: 이완훈련을 통한 정서조절 연습

하기.

6 마무리
자기인식

사회인식

나를 사랑하는

방법

▶ 프로그램 마무리

: 자기 평가, 또래 평가를 통한 마

무리하기.

다. 예비연구단계

개발된 예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두 학

생에게 예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명의 학생과 진행하였고, 각 회기

당 30-40분씩 하여 약 4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시각에서 객관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수정사항은 아래 <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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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기존 프로그램

→

변경된 내용

내용

1장. ‘내 모습 관찰’

: 집, 학교, SNS 이외의 다른 공

간도 있음.

1장. ‘내 모습 관찰’

: 기타 자신의 모습을 적을 수

있는 공간 제시.

2장. ‘감정카드를 찾아라!’

: 제시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

움.

2장. ‘감정카드를 찾아라!’

: 내용 이해를 위한 질문을 추가

함.

3장. ‘불안, 우울 했을 때는?’

: 불안, 우울 이외의 분노와 같은

감정을 더 잘 느낌.

3장. ‘어두운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부적 감정을 한정하지 않고 감

정카드에서 학생들이 직접 찾아

보는 활동으로 수정.

4장. ‘내 마음의 비밀장소는?’

: 정적정서를 찾는 것이 어려움.

4장.‘밝은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

을까?’

:정적정서의 종류에 대해서 탐색

하는 활동을 추가함.

4장. ‘마음의 애착담요’

: 시험이 따로 있지 않음. 에피소

드가 공감이 떨어짐.

4장. ‘마음의 애착담요’

: ‘기말고사’를 ‘단원평가’로 수정.

: 에피소드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

형식

Ÿ 활동마다 보상이 있으면 참여도가 더 올라 가 것 같음.

*보상의 예시 : 과자, 젤리, 학용품 제시.

Ÿ 모둠 구성이 중요함. 친한 친구들과 하면 더 좋을 것 같음.

<표-5> 예비 프로그램 실시 후 수정사항

예비 프로그램 실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좋았다. 두 학생 모두 의

미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재미있게 참여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 부분에 대한 질문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 공감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제시하였다. 수정사항을 정리하면 두 가지 차원으로 나

눠질 수 있다. 첫 번째는 이해도 측면이다. 내용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2장의 제시문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주인공의 행동들이 연관성이 없어

스스로 정확히 이해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였다. 이 부분은 제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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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나타난 주인공의 상황이 개입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기에 제시문

의 내용을 바꾸기 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또 다른

부분은 4장의 명상을 하기 전에 정적정서를 찾는 것이 어려움을 호소하

였다. 앞선 회기에서 부적정서에 대해 다루다가 바로 전환되어 정적정서

를 경험하기 어려워하였다. 이 부분은 회기를 나눠진행하면 약간은 해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적정서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해 감정카드

에서 정적정서를 찾는 활동을 추가하였다.

두 번째는 공감도 측면이다. 초등학교 고학년으로써 공감이 떨어지는

부분을 세 부분을 지적하였다. 1장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활동에서

학교, 집 이외에도 교회, 온라인 게임 등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임을 말했

다. 또한 SNS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SNS상에서의 모습을 말하는 것

을 어려워하였다. 이 부분은 마지막 칸은 빈칸으로 수정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다른 곳을 쓸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부적정서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우울, 불안 이외의 분노와 같은 감

정을 자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부적정서를 불안, 우울로만 한정하지 않

기 위해 열린 활동으로 수정하였다. 자신이 느끼는 혹은 생각하는 부적

정서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하는 활동으로 변경하였다.

4장에 나타난 사례에서 기말고사를 보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현재 초

등학교에서 기말고사라고 따로 있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각 단원이 끝나

면 단원평가를 본다고 하여 ‘기말고사’를 ‘단원평가’로 수정하였다. 그 외

에도 사례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였다.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나온 피드

백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활동마다 보상이 있으면 참여도가 더 올라

갈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발표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분위기가 나서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보상의 종

류에 대해서는 주로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두 번째는 모둠

구성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친한 친구들과 같은 모둠이면 더 깊이

있는 탐색이 가능하지만, 친하지 않고 이성친구와 같은 모둠일 경우에는

피상적인 탐색으로만 끝날 수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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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 회기 주제 내용

1회차

1회기
내 마음속으로

입장!

프로그램 소개, 규칙정하기,

감정카드 소개하기

2회기
우주만큼 복잡한

내 마음

감정카드를 통한 감정에

이름 붙이기

2회차

3회기
어두운 마음에

도착

불안 우울에 대한 경험 나누기.

부적정서 표현 방법 배우기

4회기
그 옆의 밝은

마음

명상을 통한

정서표현 방법 배우기

3회차

5회기
몸과 마음의

연결다리
이환훈련, 신체화 증상 이해하기

6회기
나를 사랑하는

방법

프로그램 마무리,

형용사 선물하기

라. 프로그램 실시 및 개선 단계

예비 평가를 반영한 수정된 프로그램으로 실시를 하였다. 서울 소재

A 초등학교 6학년 실험 집단에게 2019년 8월 29일부터 2019년 9월 5일

까지 총 6회기를 실시하였다. 사전에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5, 6교시 교과

시간에 진행하였다. 각 회차 마다 두 회기씩 진행하여 총 3회차를 연구

자가 직접 교수자가 되어 실시하였다. 실시된 회기의 주제와 내용은 아

래 <표-6>와 같다.

<표-6> 프로그램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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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프로그램 타당성 검증

프로그램의 타당성를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내용타당

성, 반응타당성, 효과를 통하여 본 프로그램의 적절성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

가. 내용타당성 검증

프로그램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내용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①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11명의 상담전문가를 선정하여 내용타당성 평정을 진

행하였다. 전문가 선정의 기준은 상담관련 자격증 취득자, 집단상담 운영

경험이 다수 있는 자로 하였다.

② 측정도구

내용타당성를 보기 위하여 델파이 기법을 참고하여 각 활동 별 타당

성와 적절성을 묻는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추정하려는 문

제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을 때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

다 정확하다.’는 계량적 객관의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이종

성, 2006). 델파이 기법은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설문에서는 개

방형 질문으로 추정하거나 해결하려는 연구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한

다. 2차 설문은 1차 설문의 내용을 정리하여 각 항목에 대한 중요성, 적

절성, 가능성 등에 대한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을 제시한다. 3차 설문에서

는 2차 설문의 결과의 집중경향과 변산도를 함께 제공하고 그러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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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예시

내용의 적절성

제시문

따로 드린 수업 교안을 확인하신 후에 각

차시별 활동 내용이 적절한지를 체크해주

시기 바랍니다.

문항 1장의 ‘탐험의 룰’ 내용이 적절한가?

주관적 의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구조의 적절성

제시문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 후, 그

구조가 적절한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

다.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프로그램의 구성이 적절한가?

주관적 의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를 참고하여 2차 설문의 응답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종

성, 2006).

이러한 델파이 기법의 2차 설문에 해당하는 구조화된 폐쇄형 질문지

를 제작하여 내용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활동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과 형식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델파이 기법의 1차 설문처럼 개방형 질문을 하여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

문가의 주관적인 의견도 수집하였다.

활동 내용에 적절성과 프로그램 형식에 대한 적절성으로 나누어서 평

정을 진행하였다. 각 설문의 문항은 아래 <표-7>와 같다.

<표-7> 내용타당성 설문지 문항예시

③ 자료 분석

응답에 대한 분석은 내용타당성 분석 수치 중 하나인 CVR수치를 사

용하고자 한다. Lawshe(1975)는 내용타당성의 객관성을 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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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수 수치

5 .99

6 .99

7 .99

8 .75

9 .78

10 .62

11 .59

12 .56

13 .54

14 .51

15 .49

20 .42

25 .37

30 .33

35 .31

40 .29

p = .05

CVR 수치를 개발하였다. 절반 이상의 전문가가 그 항목에 대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준다면 그 항목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내용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문가 평정 중 4, 5점의 비율이 어느 정

도인지를 계산하여 그 수치를 구한 후에 기준점 이상을 넘는지를 확인하

는 작업이다. Lawshe(1975)은 평정에 참여한 전문가 수에 따라서 CVR

수치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다.

<표-8> 패널 수에 따른 CVR 수치 기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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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반응타당성 검증

반응타당성 검증을 위해 학생들의 주관적 반응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하고자 하였다.

① 연구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에게만 반응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총

2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② 측정도구

프로그램 이후의 마지막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변화된 자신에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본 이후 자신에게 쓰는 편지를 쓰도록 하였다. 개방형 질문

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분석 방법

학생들의 주관적 반응은 합의적 질적 연구의 수정본(CQR-M)을 참고

하여 분석하였다. (Hill, Thompson, & Williams, 1997; Hill et al. 2005;

Hill,, 2016). 수집된 자료와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코딩 범주를 도출해냈

다. 그 뒤에 그에 맞춰 자료를 코딩하였다. 자료를 코딩 후에 코딩 내용

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다.

먼저 분석하기 위한 코딩표를 제작하였다. 코딩표는 수집된 자료와 본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사회정서학습의 이론적 틀을 활용하였

다. 수집된 자료를 문장별로 끊어서 정리한 결과 총 61개의 문장이 나타

났다. 이 중에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12개를 제외한 결과

49개의 문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각 문장들에 대해서 공통된 부분을

찾았을 때, 자신의 정서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내용, 자신의 정서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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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서역량 대표 문장

자기인식
나는 지금 뿌듯해.

나는 지금 졸리다.

자기관리
나는 아쉽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볼래.

실망했지만 괜찮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적에 맞게 조절하려는 내용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프

로그램의 이론적 배경이었던 사회정서학습에서 자기인식와 자기관리 부

분과 같은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인식, 표현, 조절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회정서역량 중에 자기차원에 초점을 두어 코딩표

를 제작하였다. 자기차원의 하위 구인인 ‘자기인식’과 ‘자기관리’로 나누

어 구체화하였다(Domitrovich, Durlak, Staley와 Weissberg, 2017). ‘자기

인식’과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내용들이 포함되

어 있다. 자신의 정서, 신념, 가치관 등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내용을 나

타나있으면 ‘자기인식’ 구인으로 분류하였다. ‘나는 지금 (감정내용)해’,

‘나는 지금 (욕구)하고 싶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내용은 자기인식으로

구분하였다. ‘자기관리’ 구인은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내용들로 구성되

었다.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목표를 위해 충동을 통제, 동기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자기관리’ 구인으로 코딩하였다.

<표-9> 자기차원의 사회정서역량과 대표문장

다. 효과검증

① 연구 대상

본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서울 소재 A초등학교 6학년 두 개 학

급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 집단 28명, 통제 집단 2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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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의 예

자기인식
나는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잘 알아차리는 편이다.

나의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쉽다.

자기관리
나는 화가 났을 때 조절할 수 있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회인식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슬픈 마음이 든다.

관계관리
나는 친구를 잘 사귄다.

나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가도 편안하다.

구성되어 있다.

②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사회정서역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Payton의 연

구를 바탕으로 Merrell et al,.(2007)이 개발한 사회정서역량척도를 사용

하였다. Merrell et al,.(2007)은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문항으로 수

정·보완하여 전문가 2인의 내용검토를 받았다. 내용 검토 결과 Zins 등

(2004)이 제안한 사회정서학습의 하위 개념 요인에 맞추어 네 가지 요인

으로 수정하였다. ‘자기’차원과 ‘타인’ 차원으로 나눠지면 그 아래 ‘자기인

식’, ‘자기관리’, ‘사회인식’, ‘관계관리’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반

응은 Likert식 5단계 척도로 ‘항상 그렇다’는 5점, ‘그렇다’는 4점, ‘보통이

다’는 3점,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배점되었

다.

고국영, 김은정, 이상수(2016)의 연구에서 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937

로 나타났고, 각 하위구인 별로는 자기인식은 .940, 자기관리는 .944, 사

회인식은 .941, 관계관리는 .940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 별 문항 예시는

아래 <표-10>와 같다.

<표-10> 사회정서학습 하위요인 별 문항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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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료수집 및 분석 절차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9년 8월 29일에 1회기를 시작 전에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사전검사

를 실시하였다. 2019년 9월 5일에 6회기를 마친 이후 통제집단과 실험집

단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상 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걸쳤다. 미리 담임교사와 협의하여 가정통신문을 발

송하고 동의서를 받았다. 실험집단 28명 중에 20명의 학부모가 동의했고,

통제집단은 28명 중 14명의 학부모가 동의했다. 양 집단 모두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학부모 동의를 받은 학생들만 자료를 수집할 수 있

었다. 또한 사전검사는 실시하였으나 사후검사를 실시할 때 개인적 사정

으로 결석한 아동이 실험집단에 1명, 통제집단에 1명씩 있었다. 사전검사

와 대응되는 사후검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수집

된 자료는 실험집단 19명, 통제집단 13명이다. 대상 수가 적어서 정규성

검토를 했을 때,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자료이기에 비모수 통계 분석

방법으로 효과를 분석하였다(노형진, 2015). 비모수통계분석 중에서 학생

들의 반응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부호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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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원 수(명) 퍼센트(%)

성별
남자 2 18.2

여자 9 81.8

상담경력

5년 미만 3 27.2

5년 이상 10년 미만 4 36.4

10년 이상 4 36.4

집단상담운영횟수

5~10회 5 45.4

11~20회 3 27.3

20회 이상 3 27.3

자격증 여부
상담관련학회 자격증 9 81.8

그 외 2 18.2

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내용 타당성 분석

가. 전문가 패널의 인구학적 통계

본 연구에서는 11명의 상담전문가를 선정하여 내용타당성 평정을 진

행하였다. 전문가 선정의 기준은 상담관련 자격증 취득자, 집단상담 운영

경험이 다수 있는 자로 하였다. 각 전문가의 인적사항은 다음 <표-11>

와 같다.

<표-11> 전문가 패널의 일반적 사항

나. 내용의 적절성

먼저 활동에 대한 내용타당성 평정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활동

이 타당하다고 나왔다. 전문가 패널의 수가 11명이기에 0.59를 기준으로

점검하였다. 각 활동에 대한 CVR 수치는 다음 <표-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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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문항 평균 표준편차 CVR

1

1 4.27 0.79 0.64

2 4.55 0.52 0.99

3 4.00 1.18 0.45*

4 4.45 0.69 0.82

5 4.55 0.52 0.99

6 4.45 0.93 0.82

2

1 4.36 0.92 0.82

2 4.18 1.08 0.45*

3 4.64 0.67 0.82

3

1 4.55 0.69 0.82

2 4.64 0.50 0.99

3 4.27 1.01 0.64

4 3.64 0.92 0.09*

4

1 4.73 0.47 1.00

2 4.45 0.82 0.64

3 4.00 1.00 0.45*

4 4.36 0.82 0.64

5

1 4.73 0.47 0.99

2 4.64 0.67 0.82

3 4.82 0.40 0.99

4 4.91 0.30 0.99

5 4.55 0.93 0.82

6 4.55 0.82 0.64

6

1 4.73 0.47 0.99

2 4.45 0.52 0.99

3 4.55 0.52 0.99

4 4.73 0.47 0.99

<표-12> 내용타당성 전문가 평정 결과

내용타당성 전문가 평정 결과 대부분의 활동은 0.59를 넘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몇 가지 활동은 0.59를 넘지 않아서 타당하지 않

다고 보고되었다. 첫 번째는 1장의 ‘소리지르기’ 활동이다. 프로그램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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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지르기 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

Ÿ 다른 반 수업에 방해될 수 있다.

Ÿ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낯간지럽게 느껴지는 활동으로 참여가 낮아

효과가 나타날지 우려가 된다.

Ÿ ‘소리지르기’ 활동의 이유와 취지를 쉽게 오리엔테이션에 제시하면 적절

성이 높아질 수 있음. 다음 차시에서 동기유발 활동으로 포함되어도 좋을

것 같다.

감정카드를 찾아라 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

Ÿ 가능하다면 지시문의 내용을 영상으로 제시하는 것도 방법.

Ÿ 예시가 초등생에게 어려울 수가 있고, 한국적 수준 및 정서가 필요해보

임. 초등생은 NBA 농구에 관심이 없을 경우도 예상해야 함.

작하면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 역할에서 벗어나 진짜 내 모

습에 집중하기 위해 개발된 활동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그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아래는 전문가 평정에서 나타난 의견

이다.

<표-13> 소리지르기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

두 번째는 2장의 ‘감정카드를 찾아라!’ 활동이 CVR 수치가 0.45로 적

절하지 않다고 분석되었다. 이 활동은 제시문에 나타난 주인공 3명의 감

정을 각각 생각해보고 감정카드를 고르는 활동이다. 타인의 정서를 인식

하는 것을 연습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어졌다. 전문가 의견 중에서 제시문

의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초등학생에게 맞지 않는 예시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표-14> ‘감정카드를 찾아라!’ 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

세 번째는 4장의 ‘이제 그만’ 활동이다. 이 활동은 부적정서를 느꼈던

것을 종이에 적은 후 찢어서 날리는 활동이다. 나를 힘들게 했던 어려움

들을 실제 종이로 날려봄으로써 해소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어졌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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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그만 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

Ÿ 본 활동의 경우 정서조절이기 보다는 정서 회피로 이해되거나 부정적인

감정은 버려야한다고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

Ÿ 제목을 ‘이제 그만’보다는 있는 그래도 받아들이고 흘려보낸다는 뉘앙스

면 의도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Ÿ 부정정서의 기능적인 부분이 있어서 버리는 활동에 의문이 있음.

Ÿ 지문만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에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은 이미지를 줌. 또

한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

음.

Ÿ 부정적인 정서를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앞의 방향과 일관성 있는

활동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어두운 감정과 그 이면의 바램이나 소망을

적어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활동이 더 적합함.

Ÿ 적은 문장을 읽고 충분히 내 감정을 알아 주는 개입이 필요함. 그냥 떠나

보내면 자칫 회피로 오해될 수 있음.

만 CVR 수치가 0.09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 패널들

은 이 활동의 의미가 정서조절이라기 보다는 부적정서를 버려야한다는

의미로 오해될 위험이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없애서 버리

기 보다는 그 안에 있는 소망과 바램을 적어 종이비행기로 날리는 활동

이나 제목을 ‘이제 그만’이 아닌 흘려보낸다는 의미로 변경하는 것을 제

안하였다.

<표-15> ‘이제 그만’ 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

네 번째는 4장의 ‘마음의 애착담요’ 활동이다. 이 활동은 앞선 활동에

서 만들었던 나만의 긍정적 정서를 활용하는 활동으로 제시된 부정적인

에피소드를 듣고 다시 내 마음의 비밀공간을 생각해봄으로써 정적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연습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활동이 CVR 수치

0.45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나 나왔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활동의 내용

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과 지시문의 혼선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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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의 애착담요 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

Ÿ ‘그리고 나서’ 지시문을 에피소드 아래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Ÿ 제시된 에피소드에 기쁜 일에 대한 단서가 더 들어 있으면 좋겠다. 3장의

에피소드와의 큰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음.

Ÿ 본 활동에 대한 예시나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조금 더 활동적인 내

용이 포함되면 좋겠다.

회기 문항 평균
표준

편차
CVR

프로

그램

구조

1. 프로그램 구성이 적절한가? 4.64 0.50 0.99

2. 프로그램 회기 수(6회기)가 적절한가? 4.46 0.50 0.99

3. 감정카드가 교구로 적절한가? 4.73 0.47 0.99

4. 프로그램 회기의 순서가 적절한가? 4.00 1.00 0.45*

<표-16> ‘내 마음의 애착담요’ 활동에 대한 전문가 의견

다. 구조의 적절성

본 프로그램의 구조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평정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17>와 같다.

<표-17>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전문가 평정 결과

프로그램의 구성과 회기 수, 교구 등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는 대부

분 0.99로 적절성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각 회기의 순서의 적절성에 대해

서는 0.45로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 의견으로는 부적정

서와 정적정서의 순서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부적정서를 앞에 배치한

이유는 부적정서를 다룬 후에 정적 정서를 다루는 것이 프로그램의 흐름

상 자연스럽기 때문에 따로 이 부분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실시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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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Ÿ 학년에 따라 회가 길어도 될 것 같다.

Ÿ 부정정서와 긍정정서 순서 바꾸기.

Ÿ 정서인식, 표현에 대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활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Ÿ 3장은 어려울 것 같아 두 장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다.

<표-21>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전문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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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수(퍼센트)

사회정서역량
자기인식 27(44.3)

자기관리 22(36.1)

범주에 속하지 않음 12(19.6)

합계 61(100)

제 2 절 반응타당성 분석

앞서 제작한 코팅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학

생들의 자료를 문장 단위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문자 단위로 끊어 정리

한 결과 총 61개의 문장이 나왔다. 각 문장에 대해서 코딩표에 따라서

분류를 하였다. 코딩한 이후, 전문가에게 자문 받았다. 분류 결과 다음

<표-19> 와 같이 나타났다.

<표-19> 주관적 평가 분석 결과

자기 인식으로 분류된 자료는 27개로 전체의 약 44.4%를 차지하고 있

다. 자기 관리로 분류된 자료는 22개로 약 36.1%에 해당한다. 범주에 속

하지 않는 문장은 12개로 약 19.6%이다.

자기인식의 대표적인 자료로는 다음과 같다.

§ 처음에 충고를 해준 덕에 내 자신과 내 진짜 감정을 잘 찾았어.

§ 이 수업을 끝내려고 하자 나는 이제 진정한 ‘나’가 무엇인지 알게 되

었고, 일주일 전의 나보다 더욱 성장한 것을 알게 되었어.

§ 너가 언제나 답답한 마음을 감춰 아무도 못 알아듣고 화만 났었어.

§ 마음 탐험을 다녀오니 정말 상쾌해.

§ 마음 탐험을 끝내니 뿌듯해.

§ 지금 나는 배가 아프고 속이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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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서 좋기도 하지만 더 이상 탐험을 이 시간에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아쉬워

자기관리 구인으로 분류된 자료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 얻은 게 많이 없더라도, 나는 실망하지 않아.

§ 앞으로도 나를 계속 알아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니깐.

§ 마음이 어려워도 잘 참고 생활하자.

§ 졸립지 말고 마음 탐험 잘 끝내자.

§ 앞으로 우울해하지 말고 활발해지자.

범주에 속하지 않는 구인으로 분류된 자료 중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편지 형식이기에 들어간 부차적인 문장이었다.

§ 안녕? 나야.

§ 00이에게.

§ Hi.

이러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평가에서도 자기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 조

절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이후 학생들의 반응에서도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인식’과 ‘자기관리’ 구인에 해당하는 반응이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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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명) 통제집단(명) 총 합계(명)

성별
남 9 4 13(38%)

여 11 10 21(62%)

합계(명) 20 14

실험집단(명) 통제집단(명) 총 합계(명)

성별
남 9 3 12(37.5%)

여 10 10 20(62.5%)

합계(명) 19 13

제 3 절 효과 분석

가. 인구학적 통계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총 56명으로 실험집단 28명, 통제집단 28명

이었다. 참여한 학생 중 학부모 동의를 얻은 학생은 실험집단 20명, 통제

집단 14명이다. 사전검사에 참여하고 사후검사에는 참여하지 않은 학생

1명씩을 각 집단에서 제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사전검사의 경우, 실험집단은 남학생이 9명, 여학생이 11명이었고 통

제집단은 남학생이 4명, 여학생이 10명이었다. 총 남학생은 전체의 38%

인 13명이고, 여학생은 62%인 21명이었다. 사후검사의 경우, 실험집단은

남학생이 9명이고 여학생은 한 명 결석한 10명이었다. 통제집단의 경우

남학생이 한 명 결석하여 3명이고 여학생이 10명이었다. 총 남학생은 12

명으로 전체의 37.5%이고, 여학생은 20명으로 62.5%이다. 사전검사와 사

후검사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았다.

<표-20> 사전검사 인구학적 통계

<표-21> 사후검사 인구학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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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구인

시점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인식 관계관리

실험집단

평균 4.09 3.78 4.15 3.87

사례 수 20 20 20 20

표준편차 0.72 0.57 0.7 0.76

왜도 -.159 .50 -.51 -.70

첨도 -1.24 -.56 -.55 -.04

통제집단

평균 4.03 3.74 4.26 4.17

사례 수 14 14 14 14

표준편차 0.87 0.73 0.79 0.89

왜도 -.80 .28 -1.02 -1.10

첨도 -.02 -1.17 .13 .38

합계

평균 4.07 3.77 4.19 3.99

사례 수 34 34 34 34

표준편차 0.77 0.63 0.73 0.82

왜도 -.49 .34 -.68 -.73

첨도 -.55 -.85 -.48 -.26

나. 기술통계

본 프로그램이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구인

별 평균치를 비교하였다. 사전검사의 총 네 가지의 구인 별 평균과 표준

편차는 아래 <표-22>와 같다.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에서는 ‘사회인식’ 구

인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관리’ 구인이 3.78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 통제 집단의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과 마찬가지로 ‘사회인식’

구인이 4.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관리’ 구인이 3.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은 ‘사회인식’구인이 4.27로 가장 높았고 ‘자기

관리’ 구인이 3.94로 가장 낮았다. 통제집단의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

과 마찬가지로 ‘사회인식’ 구인이 4.48로 가장 높았고 ‘자기관리’ 구인이

3.6으로 가장 낮았다.

<표-22> 사전검사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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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구인

시점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인식 관계관리

실험집단

평균 4.19 3.94 4.27 3.97

사례 수 19 19 19 19

표준편차 0.7 0.57 0.63 0.84

왜도 -.46 -.32 -.61 -.5

첨도 -.36 .06 -.70 -.72

통제집단

평균 3.91 3.6 4.48 4.12

사례 수 13 13 13 13

표준편차 0.69 0.69 0.59 0.77

왜도 .23 .2 -1.29 -.46

첨도 -.71 -1.16 1.98 -.99

합계

평균 4.08 3.8 4.36 4.03

사례 수 32 32 32 32

표준편차 0.7 0.64 0.61 0.8

왜도 -.16 -.18 -.8 -.48

첨도 -.81 -.76 -.2 -.79

<표-23> 사후검사 기술통계

다. 집단 간 사전 동질성 분석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시작점이 같은지 확인하고자 하

였다. 각 집단 간의 사전의 측정치를 활용하여 사전의 잡단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아래 <표-24>와 같

다.

분석결과 각 구인 모두 .05기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았다. 즉,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

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에는 두 집단의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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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치

실험집단 통제집단

t (Sig)(n=20) (n=14)

M(SD) M(SD)

사회정서역량

자기인식 4.09(.72) 4.03(.87) -.213(.833)

자기관리 3.78(.57) 3.74(.73) -.194(.847)

사회인식 4.15(.7) 4.26(.79) .426(.673)

관계관리 3.87(.76) 4.17(.89) 1.031(.310)

* p<.05

<표-2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분석

라. 정규성 검정

수집된 자료가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규성 검

정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사전과 프로그램 사후의 자료에서 차이가 있

는지를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두 점수의 차이값을 사용하였다. 사후검

사에서 사전검사를 뺀 차이값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에 대해

Kolmogorov-Smirnov 검정과 Shapiro-Wilk의 검정을 실시하였다(노형

진, 2015). Kolmogorov-Smirnov 검정은 데이터의 분포가 이론치의 분포

와 일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적합도 검정 중 하나이다. 그 결과는 아

래 <표-25>와 같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에서는 몇 개의 구인들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음

이 확인되었다. Kolmogorov-Smirnov 검정 결과 ‘자기관리’, ‘사회인식’,

‘관계관리’ 구인에서는 .05기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함으로 각 구인의 사전

과 사후 차이값과 정규분포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인식’ 구인에서는 .05기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음으로 전

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Shapiro-Wilk의 검정에서는 ‘자기관리’

구인이 .05 기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여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음을 확인

하였다. ‘자기인식’, ‘사회인식’, ‘관계관리’ 구인에서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정규분포와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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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값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사회정서

역량

자기인식 .14(.200) .95(.432)

자기관리 .29(.000)** .84(.005)*

사회인식 .20(.036)* .96(.525)

관계관리 .20(.040)* .95(.469)

* p<.05

Lillisfors 유의확률 수정

차이값 Kolmogorov-Smirnov Shapiro-Wilk

사회정서

역량

자기인식 .12(.200) .98(.098)

자기관리 .23(.068) .87(.053)

사회인식 .26(.015)* .92(.214)

관계관리 .25(.028)* .90(.147)

* p<.05

Lillisfors 유의확률 수정

<표-25> 실험집단의 정규성 분석

통제집단의 정규성 검정을 분석 결과 실험집단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구인에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Kolmogorov-Smirnov

의 검정에서는 ‘사회인식’ 구인과 ‘관계관리’ 구인이 .05 기준에서 영가설

이 기각되었다. 그 결과 ‘사회인식’ 구인과 ‘관계관리’ 구인의 사전, 사후

차이값이 정규분포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

규분포를 따르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자기인식’ 구인과 ‘자기관리’ 구인

은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분포를 따름을 알 수 있다.

Shapiro-Wilk의 검정 결과 모든 구인이 정규분포를 따름을 확인 수 있

었다. .05 기준에서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기 때문에 각 구인의 사전, 사

후 차이값이 정규분포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26> 통제집단의 정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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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인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구인이 정

규성 검정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수검정을 실시하기에는 적합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사례수가 적고,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자료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비모수 검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 부호검정

부호검정은 자료의 일부분의 정보(부호정보)만을 활용하여 위치모수에

대한 검정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관측값 Xi와 위치모수의 차이에 대해서

부호 (sign)만을 이용하여 검정한다(김태윤 외, 2014). n회의 독립적인 시

행의 결과를 표본으로 하고, 특정 사상의 발생 수 n₁을 통계량으로 해

서 사상의 발생확률 π에 관한 가설검정을 실시하는 것이다(노창현,

2015). 독립표본인 경우는 표본의 중앙치가 특정 중앙치와 같은지를 검

정할 수 있다. 대응표본인 경우는 두 표본의 자료의 차이에 대한 검정,

상관성에 대한 것을 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부호검정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실험

집단의 사후검사에서 사전검사 점수를 뺀 차이 값의 부호에 대한 빈도분

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27>와 같다.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인식’ 구인에서 사전과 사후의 차이 값이 음수 값보다 양수 값이 더

많았다. 이것은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가 증가한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관리’ 구인의 경우 차이 값이 양수 값인 사람이 14

명이고, 음수 값인 사람이 3명이고, 차이값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 2명이

었다. ‘관계관리’ 구인의 경우는 차이 값이 음수 값인 사람과 양수 값인

사람의 수가 7명으로 같았다.



- 62 -

음수 차

(퍼센트)

양수 차

(퍼센트)

동률

(퍼센트)
합계

자기인식 7(36.8) 8(42.1) 4(21.1) 19

자기관리 3(15.8) 14(73.7) 2(10.5) 19

사회인식 6(31.6) 10(52.6) 3(15.8) 19

관계관리 7(36.8) 7(36.8) 5(55.4) 19

음수 차

(퍼센트)

양수 차

(퍼센트)

동률

(퍼센트)
합계

자기인식 7(53.8) 4(30.8) 2(15.4) 13

자기관리 5(38.5) 3(23.0) 5(38.5) 13

사회인식 3(23.0) 5(38.5) 5(38.5) 13

관계관리 4(30.8) 3(23.0) 6(46.2) 13

<표-27> 실험집단의 차이 값 빈도분석

통제집단의 사후검사에서 사전검사 점수를 뺀 차이 값을 분석한 결과

그 부호에 대한 빈도가 아래 <표-28>와 같다. ‘자기인식’, ‘자기관리’, ‘관

계관리’ 구인의 경우, 차이 값이 음수 값인 사람이 양수 값인 사람보다

많았다. 즉, 사후검사 점수가 사전검사 점수보다 감소한 사람이 증가한

사람보다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인식’ 구인과 같은 경우에는 차

이 값이 음수 값인 사람이 7명, 양수 값인 사람이 4명, 차이 값이 나지

않는 사람이 2명이었다. ‘사회인식’과 같은 경우에는 차이 값이 음수 값

인 사람이 3명, 양수 값인 사람이 5명, 차이 값이 나지 않는 사람은 5명

이다.

<표-28> 통제집단의 차이 값 빈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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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값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인식 관계관리

유의확률 1.00 .013* .454 1.00

*p< .05

실험 집단의 부호검정 결과 ‘자기관리’ 구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

였다. 차이 값이 음수 값인 것과 양수 값인 빈도 차이가 이항분포 상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검사 대비 사후검사

가 낮아진 사람보다 높아진 사람의 수가 더 많은데 그 차이가 의미 있는

차이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연구문제 3-2번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자기인식’, ‘사회인식’, ‘관계관리’ 구인의 경우는 .05 기준에

서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음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 않았다. 연구문제

3-1번, 3-3번, 3-4번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램이 스스로의 정서조절에 초점을 두고 있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타인차원인 ‘사회인식’과 ‘관계관리’ 구인에서는 유의

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활동의 내용은 개인에게 초점

화 되었지만, 진행과정에서 또래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타

인차원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은 확인되지 못했다. 이것은 활동

주제가 학생들의 정서조절에 더 영향을 끼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에 따라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29> 실험집단의 부호검정 분석

통제집단의 부호검정 결과는 모든 구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네 가지 구인에서 나타난 음수 값과 양수 값의 차이가 이항분포

상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구인에 대한 유의

확률 결과는 아래 <표-3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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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값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인식 관계관리

유의확률 .549 .727 .727 1.00

*p< .05

<표-30> 통제집단의 부호검정 분석

부호검정 결과를 종합해보면 실험집단에서는 ‘자기관리’ 구인에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프로그

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서 ‘자기관리’ 구인에서

점수가 높아지는 방향성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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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정서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후에 그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세 가지 측면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본 연

구에서 수행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서학습이론을 기초로 하여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기존의 효과적이었던 활동들을 사회정서학습이론의 정서조절 측면으

로 재구성하였다. 더 나아가서 ‘정서질문’을 매 회기 활용하는 활동을 추

가하였다. 정서질문을 통해 자신의 정서에 초점화 시킬 수 있고 그것을

감정카드로 선택함으로써 정서를 명명화 할 수 있는 활동을 개발하였다.

이 활동을 포함하여 총 6회기의 정서조절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둘째, 개발된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내용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델파이 기법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조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전문가 11명을 선정하고 응답에 대

한 CVR 수치를 산정하여 적절성을 분석하였다.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는 대부분의 활동이 기준점 이상의 CVR 수치를 얻어 적절하다는 결과

를 얻었다. ‘소리지르기’, ‘감정카드를 찾아라’, ‘이제그만’, ‘내 마음의 애

착담요’, 와 같은 네 가지 활동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었다. 구조

의 적절성에서는 구조와 회기 길이, 교구활용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결

과를 얻었지만 회기 순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제시되었다.

전문가 의견을 분석하였을 때, 이후 연구에서 추가 반영하여 수정할

사항도 있었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실시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을 유

지해야 하는 것도 있었다. ‘소리지르기’ 활동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을 반영하여 본 프로그램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감정카드를 찾아라!’

활동의 경우는 예비 연구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정을 거쳤다. ‘이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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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활동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 제시문에

부적정서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기술할 수 있다. ‘내 마음의 애착담요’

활동은 지시문의 위치를 수정하고 활동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내용타당성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학생들의 반응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합의

적 질적 연구 수정본 방법을 참고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종

결 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 후 자신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였다.

편지 내용을 사회정서학습의 자기차원의 구인을 기준으로 줄 코딩을 진

행하였다. 그 결과 ‘자기인식’ 구인에 해당하는 반응이 27개, ‘자기관리’

구인에 해당하는 반응이 22개, ‘범주에 속하지 않음’은 12개로 분석되었

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서 자기 정서를 인식하고 그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반응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본 프로그램

이 학생들에게서 얻고자 하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호검정을 실시하였다. 부호

검정 결과,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의 경우 사회정서역량 중 하나인 ‘자

기관리’ 구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다른 구인에서는 차이가 없었

다. 다른 구인에서 차이가 없었던 것은 본 프로그램의 활동이 대부분 자

신의 정서를 다루는 활동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짐작된

다. ‘자기관리’ 구인에서는 사전검사 대비 사후검사의 점수가 증가한 사

람들의 비중이 점수 차가 같거나 떨어진 사람들에 유의미하게 많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기관리’ 구인의 방향성

을 향상시킴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결과를 얻은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의 정서조절능력을 향상 시키는 의의가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회정서역량을 분석한 결과, ‘자기관

리’ 구인에서 점수가 높아지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

이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를 적합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목표를 위

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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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서질문과 몸과 정서의 연결점을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포함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음악, 교과, 연

극 등의 매체를 통한 정서조절 방법이 많았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매 회

기 자신의 정서에 대해 묻는 정서질문을 활용하였다. ‘지금 나는 어떤 마

음인가요?’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에 집중하고 초점화

시키는 연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몸과 마음의 상호연결성을 다루

는 활동을 포함하여 몸을 통한 정서조절, 정서를 통한 몸의 변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서질문과 몸과 정서의 연결점을 다룬 활동

이 포함되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정서조절능력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초등학생에게 자

신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서가 어떤 것인지 배우고, 쉽게 지나치는 정서를

멈춰서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될 정서경험을 효

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틀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만

으로 정서조절능력을 완성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

의 시작점으로써 의의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양적인 수치로만 보지 않고 학

생의 주관적인 반응으로도 검증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

에서는 대부분 설문지를 통한 양적 점수 차에 대한 분석으로 효과성을

검증한다. 이것은 학생들의 경험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주관적인 반응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프로

그램을 통해 직접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자 하였

다.

다섯째, 본 연구는 전문상담교사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

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심리적 소진, 전문성의 논란, 시간 부족 등으로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상담교사에게 그들이 손쉽게 실시할

수 있는 학급용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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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대상 수를 늘려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대상 수가 급

격히 감소하였다. 적은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

었다. 학부모 동의를 바탕으로 많은 대상을 확보한 후에 분석 한다면 효

과성 검증이 더욱 확고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학생들의 정서조절을 위해 정교한 활동

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사 한 명과 여러 명의 학생의 상호작용이 일

어나기 때문에 섬세한 정서조절 과정을 교사가 전부 담당하기 어려움이

있다. 활동 내용에 학생들이 스스로 읽었을 때에도 자신의 정서를 알아

차리고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담긴다면 학생들의 정서조절 능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학교 내에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전문상담교사

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 자체가 전문상담교사를 위

한 프로그램을 개발되었다. 프로그램 운영 과정이 집단상담의 모형을 따

라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담을 전공한 교사가 집단 역동과 과정에 대한

지식을 가진 상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부 교사가 아닌 함께

생활하는 교사가 진행 할 때 초기의 라포 형성을 위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프로그램 이후의 필요에 따라 추수 상담을 진행할 수도 있다.

넷째, 프로그램의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

구의 결과 프로그램을 마친 직후인 사후검사 당시에는 효과가 나타났으

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추

수 검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섯 째, 프로그램 평가의 다양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의 평가를 학생의 자기 평가로 진행되었다. 설문을 통한 평가,

주관적 반응에 대한 평가 모두 학생이 스스로 직접 자신을 평가하였다.

학생의 평가와 더불어 교사, 부모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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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 째, 프로그램 타당성에 대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전문상담교사

집단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상담 경력이 다수 있

는 상담전문가에게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조의 적절성에 대해서 확인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전문상담교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

문에 전문상담교사 집단에게 타당성을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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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아동용 동의서

어린이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 과제명 : 정서인식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정서역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책임자명 : 김동일 교수, 전하은 연구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1. 이 연구를 왜 하나요?

이 연구는 김동일 교수님과 연구원 선생님이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는데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에서 도움이 되는지 알기 위해 이 연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여러분이 이 연구

에 참여할 지 물어볼 것입니다.

2. 연구 중에 어떤 일을 하나요?

연구원 선생님이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 할 것입니다. 보호자에게도 여러분

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보호자가 허락하면 이 연

구에서 얻은 정보들을 연구하는 다른 선생님들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여러분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3.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주일 동안 총 3회 참여하도록 요청받을 것입니다.

4. 이 연구가 저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나중에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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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읽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엇이든 연

구원 선생님 (전하은, 010-****-****)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하십시오.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 연구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이름을 써 주십시오.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2. 나의 모든 궁금한 점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게서 설명 받았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동 이름                  서  명          날 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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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학부모용 설명문 및 동의서

학부모용 설명문 

연구 과제명 : 초등학생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연구 책임자명 : 김동일 교수, 전하은 연구원(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이 연구는 초등학생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다음 내용

을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010-****-****)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을 위한 정서인식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사회정서

역량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입니다. 사회정서역량을 향상

을 통해 초등학생의 심리적 강인성을 높이고 자기이해가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본 연구를 실시합니다.

2.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귀하의 자녀의 참여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

될 것입니다.

1) 수업이 시작되기 전 사전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일주일동안 총 3회의 걸친 수업 받을 것입니다.

3) 수업이 끝난 후 사후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의 자녀는 본 연구의 참여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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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년  (    )반  (    )번  학생명 :  
마음교육 참여 

동의여부(O,X)

 학부모명 :           (인)    자녀와의 관계 : 

상기 개인 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수집 ․ 보유 ․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여부 : 동의 □ 비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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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은

편

이

다

보

통

이

다

그

런

편

이

다

아

주

그

렇

다

1
나는 내가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잘 알아차

리는 편이다.
1 2 3 4 5

2
나의 느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쉽

다.
1 2 3 4 5

3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

다.
1 2 3 4 5

4 친구들은 나를 존중한다. 1 2 3 4 5

5 친구들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이 설문지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아보

고자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맞는 답이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이 설문지에서 개인의 답변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급적 한 질문도 빠짐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방법

1. 각 질문별로 해당되는 곳에 O표 해 주십시오.

2.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표시래 주십시오.

3.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부록 –3> 아동용 사전·사후 설문지

1. 인적사항

① 성별 : 남자 / 여자

② 학년, 반, 번호 : 학년 반 번

l 아래의 질문을 잘 읽고 내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칸의 번호

에 O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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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는 일이 잘 안되어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1 2 3 4 5

7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1 2 3 4 5

8 나는 화가 났을 때 조절할 수 있다. 1 2 3 4 5

9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긍정적으로 생

각한다.
1 2 3 4 5

10 나는 스스로를 동기 부여하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11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 1 2 3 4 5

12
친구가 화를 내거나 슬퍼할 때 친구의 기분

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3
나는 대체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을 느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14
나는 선생님이 화났을 때 말하지 않아도 안

다.
1 2 3 4 5

15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슬

픈 마음이 든다.
1 2 3 4 5

16 나는 친구를 잘 사귄다. 1 2 3 4 5

17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관심이 있

다.
1 2 3 4 5

18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을 좋아한다. 1 2 3 4 5

19 나는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가도 편안하다. 1 2 3 4 5

20 친구들은 나와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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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초등학생 정서조절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역량 함양에 효과

적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입니다.

연구에 앞서 본 프로그램이 타당한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

시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적어주시는 내용을 통해 더 나은 연구로 발전하

고자 합니다.

설문의 내용은 폐쇄형 질문으로 총 4쪽이고, 예상 소요 시간은 30분입니다.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하여 작성해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응답해주신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

다. 귀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서울대학교 교육상담전공

연구자 : 전하은

연락처 : ********@snu.ac.kr

<부록 –4> 전문가용 내용타당성 설문지

초등학생 정서조절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설문지

1. 인적사항

1)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2) 상담경력 : 년 개월

3)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여부 : ① 있다 ② 없다

3-1)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횟수 : 집단

4) 자격증 여부 : ① 있다 ② 없다

4-1) 있다면 어떤 자격증인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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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드린 수업 교안을 확인하신 후에, 초등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가 본 프

로그램을 실시하기에 각 차시별 활동 내용이 적절한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

니다. 각 차시 활동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마지막 칸에 작성해주시

기 바랍니다.

차

시

번

호
문 항

적절성 정도

낮

음
<------->

높

음

1

1 1장의 ‘탐험의 룰’ 내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2 1장의 ‘탐험도구’ 내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3
1장의 ‘준비운동1-소리지르기’ 내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4
1장의 ‘준비운동2-신체이완활동’ 내용

이 적절한가?
1 2 3 4 5

5
1장의 ‘준비운동3-내 모습 관찰’ 내용

이 적절한가?
1 2 3 4 5

6
1장의 ‘탐험을 시작하는 나에게’ 내용

이 적절한가?
1 2 3 4 5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차

시

번

호
문 항

적절성 정도

낮

음
<--------->

높

음

2

1
2장의 ‘내 감정의 이름은 뭘까?’ 내용

이 적절한가?
1 2 3 4 5

2
2장의 ‘감정카드를 찾아라!’ 내용이 적

절한가?
1 2 3 4 5

3
2장의 ‘오늘, 지금 내 감정카드는?’ 내

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2. 차시 별 프로그램 내용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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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번

호
문 항

적절성 정도

낮

음
<--------->

높

음

3

1
3장의 ‘오늘, 지금 내 감정카드는?’ 내

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2
3장의 ‘어두운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

을까?’ 내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3
3장의 ‘올바로 내 마음을 표현하는

법!’ 내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4 3장의 ‘이제 그만!’ 내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차

시

번

호
문 항

적절성 정도

낮

음
<-------->

높

음

4

1
4장의 ‘오늘, 지금 내 감정카드는?’ 내

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2
4장의 ‘내 마음의 비밀장소’ 내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3
4장의 ‘마음의 애착담요’ 내용이 적절

한가?
1 2 3 4 5

4 4장의 ‘고민상담소’ 내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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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번

호
문 항

적절성 정도

낮

음
<-------->

높

음

5

1
5장의 ‘오늘, 지금 내 감정카드는?’ 내

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2
5장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내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3
5장의 ‘마음이 긴장하면 몸에 어떤 변

화가 생기나요?’ 내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4
5장의 ‘몸과 마음의 연결다리를 건너

보자’ 내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5
5장의 ‘나만의 처방전’ 내용이 적절한

가?
1 2 3 4 5

6
5장의 ‘긴장을 이렇게 풀어보자!’ 내용

이 적절한가?
1 2 3 4 5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차

시

번

호
문 항

적절성 정도

낮

음

<----------

---->

높

음

6

1
6장의 ‘오늘, 지금 내 감정카드는?’ 내

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2
6장의 ‘이제야 너에게 처음으로 말해’

내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3
6장의 ‘감정카드 선물하기’ 내용이 적

절한가?
1 2 3 4 5

4 6장의 ‘내 마음’ 내용이 적절한가? 1 2 3 4 5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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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 후, 그 구조가 적절한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번

호
문 항

적절성 정도

낮

음
<---->

높

음

1

6회기

1. 내 마음 속으로 입장!

2. 우주만큼 복잡한 내 마음

3. 어두운 마음에 도착

4. 그 옆에 밝은 마음

5. 몸과 마음의 연결다리

6. 나를 사랑하는 방법

프로그램의 구성이 적절한가?

1 2 3 4 5

2 프로그램의 회기 수(6회기)가 적절한가? 1 2 3 4 5

3 감정카드가 교구로 적절한가? 1 2 3 4 5

4 프로그램 회기의 순서가 적절한가? 1 2 3 4 5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기술해주십시오.

3. 프로그램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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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lidity stud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otional

self-control program

Jun, Haeun

Department of Education

(Educational Counsel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looks to develop a program to help elementary

students improve their emotional self-control, and evaluate the

program’s validity. The overall emotional stress levels in elementary

students is increasing. Emotional education, therefore, during this

period is important, as the emotional development during this period

is the foundation for future emotional capabilities in adulthood.

Despite the increasing number of school counselors, the lack of

properly qualified professionals and limited time with the students is

preventing the necessary education students require. Therefor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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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looks to develop a program based on social-emotional

learning, and evaluate its validity through three methods.

Based on the counseling program development procedure, a

total of six emotional self-control sessions were developed. Next, two

sixth grade classes in A Elementary School, Seoul were select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with the clas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being the experimental group, the other non-participating class being

the control group.

The validity results of the self-control program are as

follows. First, content validity of the program was analyzed by eleven

selected experts. The eleven experts were given a survey asking the

program’s content and structure’s relevance. The results showed the

CVR value to be higher than the .59 necessary to deem the content

valid, validating the content and structure of the program.

Second, the program’s response process validity was evaluated

through a subjective assessment by th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asked questions on the changes they

experienced through the program, with the results analyzed based on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CQR-M) approach. Results

showed that the students’ responses displaying emotional self-control.

This validates the program was effective in triggering emotional

self-control in students.

Finally, sign test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rogram’s

effectiveness. Results showed, of the social emotional capabilities, self

management construc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self

awareness, social awareness, and relationship managemen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may be due to the program being

focused on the students’ individual ability to emotionally self-control,

and therefore not prove statically significant in areas such as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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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reness and relationship management. Despite such results, the

sign test still proved to be meaningful as it showed an increase in

participants’ ability to ‘self manage’ their emotions depending on their

goals.

In summary, the emotional self-control program for

elementary students proved to be valid in its content, in getting a

response from the participating students, and increasing their

emotional self-control abilities. Therefore,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foundation to enhance elementary students’

emotional self-control, and provide an effective approach to implement

emotional educations in elementary schools.

keywords : emotional self-control program, social-emotional

learn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emotional self-control

ability, validity of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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