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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 교육을 위한 정서 지능 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문 용 린

(사범대 교육학과)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의 행복과 성공적인 삶을 좌우하는 주요한 지표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최근

까지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라고 답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즉，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분석 및 종합 능력 등과 같은 인지적 능력이 높을 경우

사회적 성공이 보장된다고 믿어 왔으며， 그에 따라 이러한 인지적 능력을 지수화한 지능

지수(Intelligence Quotient IQ)야말로 학업성취 및 사회적 삶， 인생에서의 성공을 위한

결정요인으로 간주하여 왔다. 사설， 교육계에서도 그 동안 학생의 지능 지수가 학엽 성취

뿐만 아니라 정의적인 면， 인성적인 면까지도 포괄하며 예측할 수 있으리라는 관점이 팽

배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 따라 주지주의 교육에 주력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상급 학교

입학을 위한 준거， 특정 사회집단에 입학을 위한 준거에 도달하기만 하면 인생에서 모든

성공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 그리고 그 입학의 준거인 지적 능력은 앞으로의 모든 삶

에서 성공을 보장하는 지침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IQ에 모든 관심과 미래 성공의 예언 가

치를 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성공한 삶을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능력은 지적 능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컨

대， 블룸(Bloom)의 경우 인간이 획득해야 할 여러 가지 능력을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섬체적 영역 등 세 가지로 분류하여 인지적 능력 못지 않게 정의적 영역 및 심체적 영역

의 학습을 강조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학교 교육에서 지향하고 있는 ‘전인교육’이라는 목

표도 단지 인지적으로 우수한 학생만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원만하게

발달된 인간을 육성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많은 사람들은 정서적인 능력보다는 인지적인 능력이 높아야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여겨 왔다. 그로 인해 학교에서는 성적을 준거로

삼아 학생을 분류하는 성적 우수자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성적

이 우수하지 못한 학생은 학교 생활에서의 부적응자로 낙인(labeling)찍히게 되었다. 열마

전 발생했던 중학생 4명 의 집단 자살극은 한 예가 될 수 있다. 정서 교육을 무시한 주지

주의 교육은 이밖에도 학교 및 학원 폭력， 반사회적 일탈행동， 비행 행동 등과 같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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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응적인 문제의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유명무실한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정서적 · 인성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지능을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자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최큰 들어

서 지능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대인 관계， 음악적 능력， 공간력， 환경 친화력， 사회적 적

응력 등이 포함된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Gardner， 1983:

Salovey, 1995). 이와 관련하여 인간의 지적 능력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IQ와 대비되는 개

념으로 인간의 정서적 능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EQ(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 ’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Q는 정서 지능 (Emotional Intelligence) 을 지수화한 개념으로， 정서 지능은 사회적 지

능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 정서 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감지하는 능

력과 각각의 정서를 구별하는 능력， 정보를 통하여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 (Salovey

& Mayer, 1990)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정서 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

현할 줄 이-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신

의 삶을 계획하고 성취하기 위하여 정서를 이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서， 이러한

정서 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학교와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

세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미국 스텐

포드(Stanford) 대학의 미셀 박사가 4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정서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사회성， 성격， 친화력， 적응력

등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뿐만 아니라 학업 성적까지도 훨씬 높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수한 두뇌들의 집합체인 미국 하버드 대학생 95명의 학생들의 20
년 후의 모습을 추적 ·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대학에 다닐 때의 높은 시험 점수와 사회적

인 성공과 출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우등생은 아

니다’ 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었다. 정서 지능이 뛰어난 사람의 경우， 지적 능력은 높지 않

으나 낙관성， 인내심， 지구력 등이 뛰어나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심으로 학교 생활을 해 나

갈 것이며， 학교나 사회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난관에도 낙섬하지 않고 끈질긴 인내심

과 노력， 지구력으로 잘 극복하여 마침내 ‘사회에서의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에서의 성공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정서 지능에 대하여， 아직까지

학자들간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정서의 평가와 표현능력， 정서 조절 능

력， 정서의 활용 능력 등의 하위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에는 일반적인 합의를 보고

있으며， 근래에는 이와 관련된 많은 소개서 및 개론서가 등장하고 있으며， 정서 지능을 측

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도 개발(Salovey， & DiPaolo, 1995)되는 등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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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는 아동 발달 프로젝트， 시애틀 사회성 발달 프로젝트， 예일

→뉴 헤븐 사회적 능력 증진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인성을 발달 ·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서 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다양한 입문서가 소개되고

있으며， 정서 지능의 측정을 위한 검사 도구(문용린， 1997)와 정서 지능 계발 프로그램(문

용린， 1998) 이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학생들에게 정

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적응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서 지능

계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시중의 일부 사설

학원에서는 최근에 정서 지능에 대한 관심의 열기에 편승하여 정서 지능 계발을 위한 학

습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듯 하나， 철저한 이론적 고찰 및 현장

겁증이 결여되어 있는 이러한 무분별한 정서 지능 관련 프로그램의 활용은 자칫 학생들이

정서 지능을 또 다른 과외 과목으로 인식하여 정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할 위험

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터하여， 정서 지능에 대한 철저한 이론적 고찰과

이와 관련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서 지능

계발을 위한 구체적인 하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정서 지능이

낮은 학생들도 자연스러운 학습 상황에서 훈련을 통해 새롭게 정서 지능을 계발함으로

써 대인 관계 기술， 정서에 대한 자기 통제력， 자기 존중감 등을 개발하여 자신의 인성

을 계발하고 보다 풍요롭고 챙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효과적인 인성 교육과 정서 교육을 위하여 선행 연

구들을 분석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국

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가능성을 탐색한다.

둘째， 정서 지능의 하위 요소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인 정서 지능 계발 프로그램들

을 개발 · 제작하여 이를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한다.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이론적 배경

인성 교육을 위한 정서 지능 계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적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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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성 교육의 의미이며 두 번째는 정서

지능의 의미와 개념 모형이다. 보다 적절하고 유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개념과 이론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1.1 인성 교육(Character Education)의 의미

보통 인성 이라는 말은 성격 (personality)이 라는 말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Hall(l978> 이 대표적인 예로서， 그는 인성이라는 의미를 사회적 기술， 기민성 등으로 이해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는 인간이 갖추어야할 바람직함이라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이기보다는 사회적 적응 능력이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해하는 인성은 character로서 ， 노박(Nov없)이 정의내린 인성의 의미 즉，

“종교적 전통， 문학 속의 이야기， 역사에서 현인과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확인해 준 모든

미덕들의 정연한 흔합물”이라는 정의와 유사하다. 그래서 훌륭한 인성을 갖추였다는 것의

의미는 바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사 그리고 자신괴의 관계에서 옳은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었다(Lickona， 1998). 결국 인성은 살아숨쉬는 가치들， 행

동으로 드러나는 가치들로 구성되며， 가치가 미덕 즉， 주어진 상황에 도덕적으로 좋은 방

식으로 반응하려고 믿을만한 내적 경향성이 되었을 때 인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성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도덕적 인지， 도

덕적 감정， 도덕적 행위가 그것이며， 이 모두가 성숙한 인성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다(Lickona， 199D.
도덕적 인지는 도덕적 인식， 도덕적 가치 인식， 관점 채택， 도덕적 추론， 의사결정， 자기

에 대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도덕적 감정은 양심， 자긍심， 감정이입， 선을 사랑하기，

자기통제， 겸양이라고 볼 수 있다. 도덕적 행동은 수행 능력， 의지， 습관이라고 볼 수 있

다.

이와같은 관점으로 인성을 정의내리변 인성교육은 위에서 정의내린 인성의 세 가지 측

면 즉， 도덕적 인지， 도덕적 감정， 도덕적 행동을 계발시켜 주는 것이다.

결국 인성 교육의 핵심은 도덕 교육과 연결되는 것이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문용련， 1995).

첫째， 인성의 성숙과 도덕성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강화하는 것이 바로 인

성 교육이다.

둘째， 본격적인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규 교육과정속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1.2 정서 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정서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지능(Intelligence)과는 분리된 개념으로서， 정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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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메이어 (Mayer)와 썰로비 (Salovey， 1990)는 정서 지능이라는 개념을 공식화하였는데， 그

들이 말하는 정서 지능이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점검하고 변별하며， 자신의 행위와 사

고를 유도하는데 그 정보를 이용하는 능력이다(1990) . 이 정의에 입각하여 정서 지능은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즉，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정서를 적응적인 방식으로 활용하는 능력이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는 정서 정보를 포함하고 처리하는 정신 과정들이다. 이 처리 과정을

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이기는 하지만， 처리하는 능력과 유형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도

존재한다.

1.2.1 정서지능의 초기 모행 :3영 역 10요소 모형

정서지능의 초기 개념을 바탕으로 샘로비 (Salovey)와 메이어 (Mayer)는 정서지능의 구

성요소를 “3영 역 10요소”로 규정하고， 세 영역과 열 가지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을 매우

자세하게 제시한 바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정서지능의 3영 역 10 요소 모형 (1990)

。C3j 。-「j 10 요 소

[요소 1] 자기 정서의 언어적 인식과 표현

영역 I : [요소 2J 자기 정서의 비언어적 인식과 표현

정서의 인식과 표현 [요소 3J 타인 정서의 비언어적 인식과 표현

[요소 3] 감정이입

영역 II : [요소 5J 자기의 정서 조절

정서의 조절 [요소 6] 타인의 정서 조절

[요소 7] 융통성 있는 계획 세우기

영역 ill : [요소 8] 창조적 사고

정서의 활용 [요소 9] 주의집중의 전환

[요소10] 동기화

(Salovey & Mayer, 1990,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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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CD 정서의 인식과 표현 영 역 (Appraisal and Expression of Emotion)

정서의 인식과 표현 영역은 정서지능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서를 보다 빠르게 지각하고 반응하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보다 적절하게 반응하며，

나아가 타인에게 자신의 정서를 보다 잘 표현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

하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Mayer & Salovey , 1990).

이 능력은 인간 내부에서 정서의 정보 처리를 진행시키며， 적절한 사회 적 기능을 위해

필요로 한다. 정서의 인식과 표현 능력은 자신과 타인이라는 대상과 언어적 • 비언어적인

내용에 따라 네 가지의 요소로 구분된다.

@ 정서의 조절 영 역 (Regulation of Emotion)

정서지능에서 정서의 조절이라는 영역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

과 관련이 있다. 이 영역은 감정이나 기분 상태를 처리하는 과정에 보다 강조점을 두어，

처리 과정의 능숙도에 따라 특정 목표에 도달하는 능력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영역은

자신과 타인이라는 대상에 따라 두 가지의 요소로 구분된다.

@ 정서의 활용 영 역 (Utilizing Emotional Intelligence)

정서의 활용 영역은 사고， 추리， 문제 해결， 창의적 과제률 해결할 때 정서를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Mayer & Salovey, 1990). 이 영역은 문제의 성격에 따라 자

신의 정서와 기분을 적응시켜 보는 능력을 다루고 있다. 특히， 융통성있는 계획 세우기

(Flexible Planning) , 창의 적 사고(Creative Thinking), 주의 집중의 전환(Mood Redirected

Attention), 동기화(Motivating Emotion) 등의 문제 해결에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을 포

함하고 있다.

1.2.2 정서지능의 최근 모형 :4영 역 4수준 16요소 모형

정서지능의 개념과 모형이 등장한 이후 정서지능 개념과 구성내용의 모호성에 대한 비

판이 계속해서 등장하였다 예컨대， 정서지능을 과연 “Intelligence"로 볼 수 있겠는가 또는

정서 (emotion) 또는 감정 (feeling)이 어떻게 능력 (ability)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었다.

이에 메이어 (Mayer)와 셀로비 (Sa1ovey， 1993)는 보다 타당화하고 정교한 정서지능의 개

념과 모형 제안하였다. 그 모형은 “4영역 4수준 16 요소모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으며

이 새로운 모형을 간략히 요약해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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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서지능의 4영 역 4수준 16요소 모형 (1997)

。Cj〉 。-1j ιι Z;trT

[수준1] 자신의 정서를 파악하기

영 역 I : [수준2] 자신 외부의 정서를 파악하기

정서의 인식과 표현 [수준3]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수준4] 표현된 정서블을 구별하기

[수준1] 정서 정보를 이용하여 사고의 우선 순위 정하기

영 역 IT : [수준2] 정서를 이용하여 판단하고 기억하기

정서의 사고 촉진 [수준3] 정서를 이용하여 다양한 관점 취하기

[수준4] 정서를 활용하여 문제해결 촉진하기

[수준1] 미묘한 정서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명명하기

영 역 ill : [수준2] 정서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기

정서 지식의 활용 [수준3) 복잡하고 복합적 인 감정을 이 해하기

[수준4] 정서들간의 전환을 이해하기

[수준1] 정적 • 부적 정서틀을 모두 받아들이기

영 역 N:
[수준2] 자신의 정서에서 거리를 두거나 반영적으로 바라보기

정서의 반영적

[수준3] 자신과 타인의 관계 속에서 정서를 반영적으로 들여다보기
조절

[수준쇠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기

(Salovey & Sluyter, 1997, p.ll)

이 새로운 모형은 두 가지 점에서 종전의 모형과 크게 다르다. 첫째는 정서와 사고를

좀더 명백히 관련시켜 한편으로는 정서지능과 지능파의 공통성 부각시키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일반지능과의 변별성을 높이고자 애썼다는 점이다 (제 n영 역 ) . 둘째는 정서지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위계"(능력의 중요성에 따른 위계)와 수준(복잡성의 증가

에 따른 발달수준)으로 배열했다는 점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CD 정서의 지 각， 인식 , 표현 영 역 (Perception, Appraisal, and Expression Emotion)

가장 낮은 수준의 이 영역은 인간 각자가 정확하게 정서를 파악하는 능력 정도와 관련

된다. 유아기에서 자신의 정서를 지각하고 인식하는 능력에서 출발하여 타인이나 무생물

대상의 정서까지 그 범위를 확대된다. 그에 따라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도

발달하게 된T:t(Mayer & Saloγey， 1997). 이러한 영역에는 그 발달의 수준별로 4가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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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4요소가 포함된다.

@ 정서의 사고 촉진 영 역 (Emotional Facilitation of Thinking)

이 영역은 정서가 지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중요한 변화와 사건에 주의

를 기울이게 하여 사고를 형성하고 촉진하게 만드는 정서 능력과 관련된다(Mayer &

Salovey , 1997). 이 영 역 또한 그 발달 수준별로 4수준에 따라 4요소가 포함된다.

@ 정서 지식의 활용 영역

(Understanding and Analyzing Emotions : Employing Emotional Knowledge)

이 영역은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 정보를 담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Mayer & Salovey, 1997). 인간은 성장하면서 복잡하고 상반된 정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를 인간관계에서 활용하게 된다. 이 영 역 역시 수준별로

4수준에 따라 4요소가 포함된다.

@ 정서 의 반영적 조절 영 역 (Reflective Regulation of Emotion)

이 영역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정서지능 영역으로서 정서적~지적 성장의 향상을 위하여

정서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있다(Mayer & Salovey , 1997). 특히 인간이 발달

함에 따라 자신의 기분과 정서를 반영적 (reflective)으로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영역에는 수준별로 4수준에 따라 4요소가 포함된다.

1.3 인성 교육과 정서 지능의 관계

학생들의 인성을 발달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성

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알아보는 것은 효과적인 일이다. 특히， 학생들의 다

양한 심리적인 특성과 인성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일은 학생들의 인성 발달을 파악

하고 장 • 단점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절에서는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보는 정서 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1.3.1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즉， 생물학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정서적 · 의지적인 요인이다.

첫째， 생물학적인 요인으로는 지능， 연령， 발달 수준， 성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성과

지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지능이 높다고 해서 인성 발달의 수준이 높거나 뛰어난 것

은 아니라는 연구가 있다(Terman， 1925). 또한， 연령과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인성 발달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Slaght， 1928). 결국， 기타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요

인틀과 인성의 관계는 일관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단지 자극에 대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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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력이나 경험으로부터 인성을 얻게 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Jones， 1950)

물째，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가정， 학교， 또래 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인성 발

달파 가정의 관계를 밝힌 연구로는 시몬즈 (Symonds， 1949) 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 아동의 관계가 아몽의 인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는데， 부모의 양

육방식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권위적이라면 자녀는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부도덕적인 행

동이 드러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인성 발달과 학교의 관계를 밝힌 대표적인 연구는 존

스(Jones， 1936) 의 연구가 있는데， 그는 한 학급의 학급 정신이나 교사←학생 관계가 분명

하게 학생의 인성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인성 발달과 또래의 영향을 밝힌

연구에서는 또래 관계가 학생들의 비행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Thrasher, 1927). 결국， 환경적인 요인 즉， 가정， 학교， 또래 관계가 생물학적인 요인보다

인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서적 · 의지적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바람직한 행동과 도덕적 지식 사이에서

일치성이 나타나도록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핵섬적인 요인은 바로 정서적 · 의지적 요인

일고 볼 수 있다(Stephenson， 1935). 특히， 요인분석을 통하여 인성의 특성을 밝혀내려고

한 많은 연구자들은 의지 인성 요인 (will -character factor) 라고 부를만한 요인을 찾아내었

r:]-(Spearman, 1927; Cattell, 1946), 이 연구들에서는 인간의 인성과 관련된 정서적 · 의지

적 요인으로 지속성， 인내심， 정신 혼란에 대한 저항， 책임감 등의 특성을 알아내였다. 결

국， 인성 발달과 관련하여 인성적 특성과 행동을 일치하게 만드는 요인을 인간의 정서

적 · 의지적 특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2 인성 발달과 정서 지능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간과할 수 없는 중요

한 요인으로 정서적 · 의지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 때 정서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

활속에서의 감정의 조화， 인간 관계속에서의 성숙도， 긍정적인 태도 응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서봉연， 황상민， 1993). 이와같은 의미로 정서적 요인을 파악한다면， 이 때 정서적

요인의 특성은 정서 지능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인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서 지능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정서적 요인의 특성을

비추어보면 정서 지능의 의미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매슬로우 (Maslow， 1967)

가 말하는 건강하고 인성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특정으로 자연， 타인， 자신에 대한 일반적

인 수용(A General Acceptance of Nature, Others , and Oneself) , 자발성 (Spontaneity) , 솔

직성 (Simplicity), 대인 관계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유머감각(A Sense of Humor)등

을 들 수 있으며， 그 내용상 정서 지능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올포트(Allport， 1957)가 밝힌 성숙한 인격에 대한 특성은 자기감(Sense of Self),

자아와 타인의 우호적 관계형성， 정서적 안정감， 자신에 대한 객관화 등으로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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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 특성 또한 정서 지능의 하위 구성요소의 의미와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학생의 인성 발달과 성숙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요

인은 정서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때 정서적 요인의 특성은 정서 지능의 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내용과 방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는 기존의 연구 프로그램들을 에타분석하여 그 내용의 시사점을 얻는 것이며， 두 번째는

이론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구성요소를 발달시켜 줄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기존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과 정서지능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분석

2.1.1 기존 인성 교육 프로그램

인생 교육과 관련한 연구 프로그램은 외국에서 이미 오랜 전부터 수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도덕성 발달을 위주로 하여 개발 · 제작되었으며， 대표적인 연

구논 시에라(Sierra， 1978)의 연구와 히스(Heath， 1980)의 연구가 있다.

CD 시에라(Sierra)의 연구 프로그램

시에라(Sierra) 연구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생활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도덕적 딜레마를 활용해서 도먹적 추론 능력과 아울러 자아발달， 인성을 발달시

키는 연구 프로그램이다.

이 연구 프로그램은 4년동안 캘리포니아 대학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대학

선입생뿐만 아니라 고학년 학생，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은 계열적인 순서에 따라 만들어진 11개 단위로 구성된다. 시에라 연구 프로그램의

교육 과정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 1 - 대학 신입생들이 학업 성취를 위해서 필요한 학업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다. 시간관리， 효과적인 공부 방법， 시험 준비하기 등융 교육한다.

교육과정 2 - 감정이입과 사회적 역할 채택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고 상대방

과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친다. 즉， 상대방의 말

을 경청하기， 상대방의 감정을 파악하기 등이 있다.

교육과정 3 공동체 의식 형성에 관한 것이다. 정의공동체는 도덕 추론의 수준을 높이

고 특히 타인과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가르친다.

교육과정 4 - 삶의 양식에 관한 개념에 관한 것이다. 세계에 대한 가치와 관점을 참

조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을 선택하는지 관찰하는 것을 도와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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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교육과정 5 - 성역할 개념의 획득에 관한 것이다. 사회내에서 기대되는 다양한 성역할

의 기대와 여성과 남성간의 동료의식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과정 6 자기주장 훈련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이다. 학생들이 갈등 상황에서 정당

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과정 7 • 진로 결정에 관한 것이다. 학생들의 가치와 부합하는 진로 계획을 세우

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과정 8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에 관한 것이다. 대학 공동체를 벗어나서 사

회를 위해서 자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과정 9 삶의 계획에 관한 것으로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세우는 일을 가르친다.

교육과정 10 사회적 갈등 해결에 관한 것으로 갈등 해결 기술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정의의 원리를 학습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11- 인종 문제에 대한 생각과 관련된 것으로 학생들에게 인종적 편견에 관

한 고정관념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cz) "61 스(Heath)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

히스(Heath)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지나치게 단편적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프로그램

에는 체계성， 보편성， 원형성， 발달성， 차원성의 개념을 추가하여 인성 발달 모형을 구축하

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히스의 인성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지 능력의 발달

• 자아개념의 발달

• 가치관의 발달

• 대인관계의 발달

그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상호의존적인 발달 차원의 증가 여부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지

속적으로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두 가지 인성 교육 프로그램은 국외에서 오랜전부터 수행해온 것

이다. 기존 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초점은 주로 도덕성 발달， 특히 도덕적 판단 능력이나

인지적인 유추 능력의 발달에 있다.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갈등 상황에서 보다 적응적으로

행동하고 보다 건강한 인성적인 측면을 계발하기 위하여 도덕 딜레마를 제시하고 그에 대

하여 보다 상위의 판단 능력을 갖추도록 하거나 교육 과정속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

체계적으로 사고 능력을 발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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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정서지능 발달 프로그램

@ 국외의 연구

국외에서 현재까지는 명백히 정서지능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부를만한 연구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정서지능이라는 개념 자체나 정서지능의 영역이나 요소에 초점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보다는 대인관계 기술(social skills) 이나 갈등해결 능력 (resolving

conflicts) 등의 향상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실

시하고 있는 창의적 갈등 해결 프로그램 (Res이ving Conficts Creatively Program)이 었다.

이 프로그램은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줌으로써 정서적으로 성

숙한(emotionally intelligent)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있다. 국외에서 개발된 정서

지능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국립 연구소에서 개발

12학년(우리 나라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

l 창의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프로그램

- 내 용

• 뉴욕의 창의적 문제 해결

• 뉴욕의 유치원에서부터

지)의 아동에게 실시

- 결 과

• 교설에서 공격성의 감소

• 교실에서 폭언과 욕설 사용의 감소

·협동성 증가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

·감정이엽 능력의 향상

l 아동 발달 프로젝트

) 내 용

• 캘리포니아의 오클랜드의 발달 연구소에 개발

• 유치원 아동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학생이 대상

~ 결 과

• 책임감， 친사회성의 발달

·타언을 더 잘 이해하게 됨

• 대인 관계 기술의 향상， 갈등 해결 기술의 발달

l 예일 뉴해븐 사희적 능력 증진 프로그램

) 내 용

• 시차고의 일리노이 대학에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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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해븐 공립학교의 초등학교 5-8학년 학생에게 실시

결과

• 또래와의 관계향상

• 대인 관계 문제 해결 기술의 향상

·비행 행동의 감소

주지한 바와 같이， 외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정서지능 자체를 발달시켜 주

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서와 관계가 있는 능력의 발달에 초점이 있다. 즉， 정서지능의 구성

요소나 모형에 입각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대인관계 기술의 발달， 자아존중감의 향상，

문제 해결 기술 증진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메타분석적으로 고찰한 결과， 선행 연구들의 초점은 주로 인지발

달적 측면이나 대인 관계 기술 등의 문제에 있으며， 다양한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정서

성이나 정서적인 능력， 예컨대 정서를 정확하게 해독하는 능력， 이해하고 변별하는 능력，

조절하는 능력 등의 계발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적인 능력을 계발하는데

목적을 두며，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정서적인 능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정서지

능의 개념과 모형， 구성 요소에 맞추어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다.

2.2 정서지능 계발 프로그램 내용 개발

2.2.1 정서지능 계발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실생촬의 여러 가지 상황속에 내재되어 있는 정서적인 문제에

직면해보도록 하고，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정확히 이해

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정서지능 계발 프로그램이며， 본 프로그램을 인성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초등학생을 학년별로 1~3학년까지를 저

학년생， 4~6학년까지를 고학년생으로 구분하였고， 학교에서 활용하기 위하며 개발되었다.

2.2.2 정서지능 계발 프로그램의 구성과 설계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과정은

프로그램의 구성이다. 이 과정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서지능의 구

성요소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하며 각 구성요소를 발달하는데 적합한 소재를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의 소재는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실생활에 초점을 두되

각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내용이다. 정서적인 측면이란

상황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기분을 말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유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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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활동， 자신이 직면한 상황속에서 실제로 감정과 기분을 조절 • 통제해보는 활동， 타인

의 감정과 기분에 공감해보는 활동 등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의 구성 과정인 정서지능의 구성요소의 정의와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정서지능의 구성요소와 프로그램 내용

구성요소 ?〈어~ QJ 프로그램 내용

자신과타인의감정과
·자신의감정과기분을반영해볼수있는

정서 인식과 프로그램

표현능력
기분을 정확히 이해하

l 타인이 보여주는 단서를 통하여 타인의
고표현할수있는능력

감정을 알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

타인의 감정과기분을 •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감정이입 능력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 ·타인의입장을취해보는역할채택놀이

낄수있는능력 고로그램

정
중요한사건에주의를

서 정서의 사고 기울이게 하여 사고를
• 자신의 과제의 우선순위 정하는 전략을

지 촉진 능력 형성하고 촉진시킬 수
알려주는 효로그램

• 과제 수행을 위한동기화촉진 프로그램
L 있는능력
τ5"

정서지식의
정서를이해하고정서

·복잡한정서에대한이해증진효로그램

이해능력
정보가담고있는지식

• 정서의 급격한 전환 능력 증진 효로그램
늘。짧하는」햄

정서적-지적 성장의
• 조절 전략 계발 쿄로그램

정서 조절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서를

• 타인의 기분을 전환시켜 줄수 있는 능력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계발 E로그램
랩

두 번째 과정은 프로그램의 설계이다. 이 과정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행하는데 소요

되는 시간과 대상， 실시 방법 및 실시 요령 등을 고려 · 결정하여 학교에서 활용하기에 적

합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구성과 설계에 따라 개발 · 제작된 정서 지능 프로그램은 구성 소재나 주제

의 초점이 대인관계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인 측면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적응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주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변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 조화롭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학생의 인성

을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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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제작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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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능 프로그램 개발 과정

위의 과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서 지능 계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은 구

성 과정과 설계 과정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활동 내

용이 제작되었으며 이를 인성 교육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ill.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

개발된 프로그램은 영역에 따라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로 다양한 활동과 소

재가 제공된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을 각 영역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영 역은 정서의 인식과 표현 능력의 계발이다. 정서의 인식과 표현 능랙을 계발

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초점은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

하는 전략의 발달에 있다. 학생이 학교에서 또래들과 함께 스스로의 감정과 기분을 정확

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명명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영역은 감정이입 능력의 계발이다. 감정이엽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초점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역할을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

다. 타인의 감정과 기분 더 나아가 타인의 입장을 자신의 것처럼 채택하여 봄으로써 타인

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영역은 정서의 사고 촉진 능력의 계발이다. 정서의 사고촉진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초점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활용하여 자신의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

하는 방볍과 전략의 발달에 있다.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여 보다 효과적으

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과 기분을 과제의 특성에 맞게 전환해 볼 수 있는 연습을

해 볼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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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영역은 정서지식의 이해 능력의 계발이다. 정서지식의 이해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초점은 복캅한 정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급격한 정서 전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을 제공하는데 있다. 보다 풍부한 정서 지식을 제공함면

서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과 기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 영역은 정서의 조절 능력의 계발이다. 정서의 조절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프

로그램의 초점은 구체적인 조절 전략과 자신만의 감정 통제 방법을 계발하는데 있다. 감

정과 기분윷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다 적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절 방법을 모색

하여 실제로 수행해 볼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프로그램을 수행해 뿔 수 았는 대상과 소요시간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부록 참조)

〈표 4> 영역별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명 。a걱 。--j1 대상n 소요시간2) 용

“EQ출석을 정서의 인식과 초·저
매일자신의 감정과기분에 대

불러봐요” 표현 능력 조·고
30분/5주 하여 정확히 표현하고 명명하

는 능력을 키우는 활동

상황과감정에 적합한얼굴표

“나만의 정서의
조·고 20분/2주

정이 무엇인지 학습하여 실제

EQ앨범 ” 표현 능력 로 표현해보는 능력을 키우는

활동

주변의 일들을 살펴봄으로써

“내가 겪은
감정이업 능력

초·저
30분/3주

타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해석

사건의 기록” 조·고 해보고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이해해보는 활동

보다 깊이 있게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감정이입 능력 조·고 30분/3주

고려하며 자신의 감정과 기분

의자” 처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

는활동



인성 교육을 위한 정서 지능 개발 프로그램에 관힌 연구 47

고로그램 명 。ζ?j 。--j1 대상I) 소요시간2) 용

“감정 용돈 정서의 초·저
자신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

기입장” 사고촉진 능력 초·고
30분/4주 결하는데 감정을 활용해봄으로

써 강화를 제공하는 활동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

“감정의 정서의
조·고 30분/3주

정을 변별해보고 보다 적응적

분리수거” 사고촉진 능력 으로활용할수있는감정에주

목해보도록 연습하는 활동

“감정의 정서지식의 초·저
복잡하고 다양한 기분과 감정

색깔들” 이해 능력 초·고
30분13주 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정서적

인 지식을 다루는 활동

“좋아하는 마음， 정서지식의
초·고 40분/3주

긍정적 · 부정적 감정을 보다

싫어하는 마음” 이해 능력 세분화하여 학습하는 활동

초·저
저울이라는 도구를 통해 감정

“감정의 저울” 정서조절 능력 40분13주 파 기분의 균형을 이루는 연습
조·고

을 해보는 활동

화라는 구체적인 감정이 발생

“화 안낼
정서조절 능력

초·저
30분13주

할 수 있는 상황속에서 감정과

수 있어요” 초·고 기분을 조절 · 통제할 수 있는

전략을 계발해보는 활동

감정과 기분을 조절 · 통제할

“감정라디오” 정서조절 능력 초·고 30분13주 수 있는 전략과방법을보다구

체적으로 학습해보는 활동

1) 대상에서 초 · 고는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초 ·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1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요시간은 본 프로그램 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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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의 인성 교육과 정서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언 정서 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의 구성요소

와 모형을 중심으로 정서 지능 계발 프로그램을 개발 · 제작하여 이를 인성 교육의 일환으

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성 교육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정서 지능 개념을 기초로 한 이유는 보다 건강하고 적

응적이라는 인성의 의미속에는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대인관계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

는데 정서적인 능력이나 정서적인 요인이 포함되기 때문이다(서봉연， 황상민， 1993).

또한， 기존의 인성 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선행 연구는 인지 발달 측면이나 판단

능력의 향상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일상 생활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정서적인

측면이나 정서적 요인 등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서 능력에

초점을 둔 개념이 바로 정서 지능이다.

정서 지능이란， 사회 지능의 한 하위 요소로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점검하고，

그것들의 차이를 변별하며，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정서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다

(Mayer & Salovey, 1997). 이러한 개념에 따라 정서 지능은 다음의 네 가지 능력을 포함

하는 지능인 바， 첫째는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평가하며， 표현하는 능력이며， 둘째는 사

고를 촉진하는 감정을 생성시키고 접근하는 능력이고， 셋째는 정서와 정서에 관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성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조절 능력이다(Salovey & Sluyter, 1997, p.10).

정서 지능의 네 가지 능력은 정서 지능 모형의 구성 요소이며， 본 프로그램에서는 네

가지 구성 요소에 감정이업이라는 구성요소를 첨가하여 정서 지능을 다섯 가지 구성요소

로 선정하여 구성요소 각각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과정은

프로그램의 구성이다. 이 과정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서지능의 구

성요소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하며 각 구성요소를 발달하는데 적합한 소재를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의 소재는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설생활에 초점을 두되

각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내용이다. 정서적인 측면이란

상황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이나 기분을 말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유추해

보는 활동， 자신이 직면한 상황속에서 실제로 감정과 기분을 조절 · 통제해보는 활동， 타인

의 감정과 기분에 공감해보는 활동 등을 포함한다.

두 번째 과정은 프로그램의 설계이다. 이 과정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수행하는데 소요

되는 시간과 대상， 실시 방법 및 실시 요령 등을 고려 · 결정하여 학교에서 활용하기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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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작하는 것이다.

이라한 과정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은 영역에 따라 다섯 가지로 구성되며， 각

영역별로 다양한 활동과 소재가 제공된다. 첫 번째 영역은 정서의 인식과 표현 능력의 계

발로서， 학교에서 또래들과 함께 자신과 타인의 감정과 기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명명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영역은 감정이입 능력의 계발이며， 타인의 감정과 기분， 그리고 타인의 처지에

공감하고 타인의 역할을 채택해 봄으로써 타인을 보다 갚이 이해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

성되어 있다.

세 번째 영역은 정서의 사고 촉진 능력의 계발로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여 보다

감정과 기분을 과제의 특성에 맞게 전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과제를 완수해 보는 연습 활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 영역은 정서지식의 이해 능력의 계발이며， 보다 풍부한 정서 지식을 학습하여 복

잡하고 다양한 감정과 기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번째 영역은 정서의 조절 능력의 계발이며， 감정과 기분을 보다 적응적으로 통

제 · 조절할 수 있는 전략을 학습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았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약 32주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각 프로그램 활동

별로 소요되는 시간과 기간의 차이가 있다.

학생들의 인성과 정서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인성과 정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만으로는 그러나

욕구를 충족하는데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 인성 발달과 정서 발달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의 연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 양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있고 책임있는 부모나 교사에게 인성 교육과 정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들의 정서 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의

학교 교육과 자녀 교육은 인지학습적인 측면에만 치중되어 있고， 이러한 경향성은 학생들

의 건강한 인성과 정서성을 저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녀과 학생

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나 교사에게 정서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도록 해야하며，

이들의 정서 지능을 개발함으로써 자녀와 학생에게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잠재적

교육 과정의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

둘째， 대상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정서 지능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서 개발된 정서 지능 프로그램들은 대상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기 보다는 정

서지능의 요소들에 맞추어 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

동은 성인에 비해 정서인식과 표현 능력이 중점적으로 발딸하며 성언이 되면 정서 조절

능력이 발달한다(문용린， 1996). 이처럼 정서 지능은 인지적인 성숙이나 발달 정도에 따라

영역별로 다른 발달을 보이므로 각 대상별로 중점을 두어 개발해야 하는 영역을 감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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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하다.

셋째，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수행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나 사회 단체의 조직적

인 활동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재 학교의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정서 교육이나 인

성 교육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조

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나 사회 단체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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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훌석블 불 러렐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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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QI , 냉쟁그 어l 불 어 앗는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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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리 ，/-쪽 g 투 와 함께 C양LI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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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령꺼1 OK 월 서1 2 .

1. 옆에 있는 EQ 출석부를 선을 따라 예쁘게 오려 주세요

2. 잘 오려낸 EQ 출석부를 가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장소에 붙여 놓습니다. 예를 들

면， 냉장고에 붙여 놓거나 잘 보이는 거울 앞에 붙여 놓으면 좋습니다.

3. 엄마나 아빠 또는 가족들이 이름을 부르면 “네”라는 대답과 합께 EQ 출석부에

나와 있논 감정과 기분의 이름 중에서 자신의 감정과 기분에 가까운 번호를 이

야기하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엄마가 “00야” 라고 불렸을 때， “네， 7 번 이요 "

라고 대탑합니다.

4. EQ 출석부에 따라 대답할 때에는 자신의 감정과 기분이 어떤지 곰곰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엄마， 아빠， 다른 가족들의 기분이 어떤지 EQ 출석부를 한 번 불러보세요.

6. 만약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이름이 없다면 31 번 아래 빈칸에

적어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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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센g 따라 얘I뀔 꺼'I Q 려 쪽 MIQ

EQ 줄석부

Efg 종 L I-Q, 연~H 램iC~ ~ 쟁와。! 끓 뻔하그 앗는 n끓 ?

( )벤

1. 행복하다 20. 가슴이 두근거린다

2. 즐겁다 21.질투가난다

3. 기면다 22. 아릇하다

4. 답답하다 23. 아프다

5. 안타깝다 24. 홀가분하다

6. 외롭다 25. 미로하다

7. 우울하다 26. 지긋지긋하다

8. 짜증난다 27. 지루하다

9. 서운하다 28. 히전하다

10. 심통난다 29. 그립다

11. 슬프다 30. 맙다

12. 화난다 31.

13. 두렵다 32.

14. 무섭다 33.

15. 장미하다 34.

16. 죄잭감이 든다 35.

17. 걱정이 많다 36.

18. 섬뜩하다 37

19. 신난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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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ι-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EQ 출석부를 가족들 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과도 해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출석부를 보면 친구들도 재미있어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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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딴Q. EO 앨범

π앓협
(((장 겐) 1

EQ 카메라， 가~'， 풀

-, 호￡돈 는 20 분 폰 ·t 나 흔 자 타는 놀 -'-bL- 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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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꺼， OH 휩 시다.

1. 옆에 있는 EQ 앨범을 잘 살펴 봅시다. 6 가지 감정과 어떤 때에 그런 감정

을 느끼는지 나와 있지요?

2. 6 가지 감정 옆에는 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나만의 얼

굴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붙여 놓아요. 화가 날 때 얼굴 표정， 즐거울

때 얼굴표정， 무서울 때 얼굴 표정 등등 ....

3. 나의 얼굴 표정이 생각나지 않으면 이렇게 해 봅시다.

어릴 때부터 모아 놓은 사진첩이 있지요? 사진을 통해서 나의 얼굴 표정

을 잘 살펴봅시다. 사진 속에 나타난 나의 표정들이 어떤지 살펴보고， 화가

날 때， 즐거울 때， 슬플 때의 나의 표정들을 찾아봅시다.

4. 사진 속에서 찾을 수 없었다면， 거울을 앞에 놓아 봅시다. 그리고 6 가지

상황을 상상해보고 이럴 때 나는 어떤 표정을 짓게 되는지 거울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5. 자， 표정연습을 다 했나요? 이제 6 가지 표정에 따라 6 장의 사진을 찍어

봅시다.

6. 사진을 다 찍었나요? 이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뽑아옵니다.

7. 사진관에서 가져온 사진을 잘 오려서 EQ 앨범을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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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EQ 앨범

나는 즐거워요

엔생냄뻐서 첸그 들 。효에서 나를 많。， #:A한OH 중 였어 2 .

한그 들 이 나를 딛 석 렐 리뻐하는 「멧 팔。'" 2 . 0'"0' 싣댄다.!

나는 화가났어요.

악교 에서 즐 꺼 얄 생뭘All!:αI C옐A.!.O' :J 랜 LH 그 램αI C훌 첸그 ,'" ~ i C앞

첼러서 D&"ll혜 용 았어 2 . 축 A&"OH!

나는 우울해요

g 들 악쿄 에서 샌생LJ，깨I 01=닫g 맺。t서 " 멀 이 나뱅 :1 Q i OH2.

훌 :1 Al.어하라!

나는 깜짝 놀랐어요.

첸그 들 과 J:H D'있꺼I 0'01= " 하면서 1넙어， ，'"그 OJ.었는 더l ， 자용 차，'" LH 양에

서 큰 초 리 를 LH며 급 。， 멤짧어 2. 0 ," 똘 i!,"i!,"!

나는 진구가 맙고 싫어요.

1땐 반 젠그 ,'" LH'," ,'" J:&" 싫어하는 별명 g 렐 르 면서’ 나를 높 혀 2.

그 챔그，'" 미Q1 2 !

냐는 무서워요.

엠마는 AI 쟁어I ',"A' 그 나 혼 자서 J:J, i 뭘 그 OJ.었는 더l ， 바뻗어l서 이양안

초 리 까 나는 껏 「맡。'" 2 . 토 묵 이 들 었g 댄 어쩌 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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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ι一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EQ 앨범은 나만의 얼굴표정을 그리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의 얼굴표정은 어떤지 한 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EQ 앨범을 만들어 주면 무척 즐거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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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렘은 A..펀Q. ，.혹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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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폈
(((장 켓) 1

II쩌l까지 앵훨。iff 2 면서 많은 옐。， 앗댔 1£?

E 는 젠그 를 °tl갔던 C밀， 사 악년이 도l 면서 한그 21

onOl 꼈댄 。~， 0 1-711 [걷 g뀐 g 앓어버렵댄 0.\. 한그 21- 싸었댄

。~， C빙01-에꺼’ 많이 혼 l양댄 C낄 .•.

때마다 어땐 '1 분 g L 댔나2 ? :J 따IQI 끼벌이나 「양정

앓 t한δH 윌 꺼나 글 끓 써 용 적。l 앗LI- 2 ?

나만QI C예 러 까지 용C힘 들 ~ c:깐 엔 앤11;08 쉴

'1

LH n}g αI f; 는 멜'1 토 그

(C한멜， 색C한멜， 크 러lUI-츠 , 사안멘토 종 。1- 2 )

이 헬용 g 3。 분 동안 하는 나혼자 하는 똘。t 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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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용 ~ OJ-LJ- Q? " 멀 종 그 즐 꺼 g

끼억αl

직하께 적

이렇꺼l 해 뀔서1 2

1. 자， 눈을 감고 가장 속상하고 화가 났던 일을 떠올려 봅시다. 예전이 일도 좋고，

요즘에 있었던 일도 좋습니다. 생각이 났다면， 옆의 “나를 화나게 한 사건” 에

자세히 적어봅시다

2. “나를 화나게 한 사건” 을 자세히 적어 보았나요?

그려면， “그 사건에서 느낀 나의 감정” 에 그 때의 나의 감정과 기분을 솔직하게

적어봅시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누군가를 때리고 싶지는 않았는지 등등 자세히 적

어봅시다.

3. 마지막으로 “지금은 어떤가요?" 에 지금 떠오르는 생각틀을 적어봄시다. 지금 똑

같은 사건이 생긴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될 지 자세 히 적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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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메 '1- 맴 g 사「먼0. ，.륙

나를 확나게 한사건

그 사건에서 느낀 나의 감정

내가 보인 행동

지금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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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ι，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내가 겪은 사건블이 참으로 많지요?

화가 나는 일뿐만 아니라 즐겁고 행복했던 사건도 있었고， 슬프고 우울했던

사건도 있었을 꺼예요.

이러한 것들도 화가 나게 한 사건물과 똑같이 적어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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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IJ;하는 QI~"

.. A ..

d폈
(((항 켓) 1

LH 생!lj~ 젝 g 옹 OJ. !;; 륙 C윈n£ ~ 중 /:I， OH ~ MIQ.

。‘ 헬용은 3。 멸 용안 하는 높이 C밑LI 다.

눈 ~ -，~그 LH-'/- 의 자어l 양아 앗는 Q 승 ~ 1-~1-l;0H 홉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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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 나는 어떤 생It

Efg 그램 g 뭘그，~

효 CHQ, 그
E

0' ~I 자는 색7궈닫는 ~I 자 o ~니 다.

찬가 L훌 때 0/ ~I 자o·U 0J~ 맨 끼분 °1 종 °~지고 , 불 쾌탤 "분 0' 사라돼니다.

4 훌 긍f고 슬 픈 샌객 0 / 틀 때 oil 0/ ~I 자oil 0J~ 맨 즐 겁고 기쁜 개적 ° 1 샌꼬니다.

0' 디자 oil는 느 구 나 ·냉을 수 ·J습 니다.

불 쾌감 'I 분 °1 들 때~ 후 }..t. 0' ~I 자 서I oJ습 니다. 그 리고

타음 ·껴 지 긍 긴 내 '6적 oil 태긍↑ 0 =1 천.*t긍I O~슴H봅 니 타.

끼‘ •

E 늘 하변크꺼|수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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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령꺼l 때휩 시다.

1. 집에 있는 의자 중에 하나를 내 방에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앉습니다.

2. 자， 이제 눈을 감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것이 즐거웠던 기억들， 기쁘고 행복했던 일이었는지

곰곰히 생각해봅니다.

3. 화가 나거나 슬프고 우울했던 기억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봅니다. 생각이

나면 그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소리 내어 천천히 말해봅니다.

4. 지금은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화가 나거나 우울한 감정들이 생겨도 그 감정들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

다. 생각하는 의자에 앉으면 기분 나쁜 감정들에 대하여 차근차근 생각할 수

있고， 또 소리 내어 천천히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서조절을 잘 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화，.. L얀다

슬 밀 c..

Q 훌 하다

g 성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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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츠티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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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 동 안 훨용 껴l와 g 하그 , Efg 낼 앨저1 훨용 011 들

어l!: Q 쟁리하는 시관 3。 멀이 켈렁LI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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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렁꺼I OK 윌 서l

<Q 들 활동〉

1, 맨저 펌쟁용 돈 -" c갑 J;6 ~ 앨l원 홉 니 다.

해야 앨 。~， 램정껴|획， Xl 훌 양항21 관이 C값 ~ ?

2. ‘ 0 00 /0 C얄 C낄 ’ 관에는 g 들 L U-l l- 00야 멜 。i될 g 젝어 둠 니 다.

3. ‘람쟁 껴l획 ’ 관어l 는 11; 껴l획어I D셀 Q 안 펌쟁~ "1'록땅니다.

0/，를 틀어 LOO~ 악쿄에서 밸U "11- 앗다I뾰， ‘7;1-샌램 21 맴쟁’ 이 멜Q 하랬J;I Q

<LOO~ 옐동〉

1. 엠마에꺼l서 램정 츠 티 귀 를 5 "10싹 벌읍 Ll 다. 더 멜Q 만 꼼쟁。l 않다[뾰 2'삐싹 I:It ~

4 도 않즙니다.

2. 하루 용 안 생활01-변서 어저l 껴l외했던 람쟁g 사용 하토 륙 L 렉C압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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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1 푼 LI I:.I-

「셋 g 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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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QI 펌정 용 폰 'IC압 ~6

LH'''' 빼야 하는 O! 램J:~껴l획 램쟁 J:I 훌 "6항

J:I ~흩 훌1.; c까

L.t2 람정

6 7판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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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들 의 EQ 돌이 1'HDI 앗었Lf- Q ? 용그라미 해윌서I Q .

이 ￡양용 g 하면서 6 7낀 켓이 gc껏。I!. 1'1 만닫아꺼l

鍵뽑

。f- LI Q

껴I QJ， ~ 서I Q 는 「멧처램 ~쟁g 사용 웰 때토 껴l획 g

쟁이 0J. ~ 1I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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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샌αl꺼l 버 려 앨 11;쟁과 다1.1 1CH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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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ξ 앗는 시 1rg 1f쟁시 다.

3. 탤 ..."액이 나지 않Q 면 종 이어' Q 들 하루 동 안 LH까 지나판 곳 g 그 램g 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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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시 사용 하면 종 ~ ""b-쟁은 1CH옐 용 훌 어l， 버렸Q 면 하는 「암쟁은 뼈1"1' 훌 훌 어l 녕

ι 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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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Q, 생옐 용 안 '1억 나는 나의 타。&안 램정~ ~ ~I~I ~， 어| 써 홉 시 다

쟁， 악교 QI 어l 내까 지 LI-판 긋이 어디앤1:1 탤 생과때뭘그 1:1 LI-판 용과 한 C밀 틀 g

적어휩 M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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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o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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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ι三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활동 4 에 소개되었던 하루의 생활 지도를 좀더 자세히 그려보고 그 때의 내

감정을 기록해봅니다.

나 뿐만 아니라 엄마도 감정의 분리수거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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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쩡QI 색1렐 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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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j폈
(((J~ 켓 ) 1

이 훨용 은 3。 분 용안 하는 용이。\!， LI 다.

C예 러 까지 색1뀔~ "!양하면서 5 훌 용 0o!: ~~ ""It 그 죠 용 。， 준 비 C깝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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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감정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색깔로 표현한다면 어떤 색이 어울릴까요? 여러 가지 감정들을 색연펄로 나

타내어봅시다. 예를 틀어， 즐거움이 빨간색이면， 빨간색 색연필로 ‘즐거움’이

라고 씁니다

활동 2.

79

내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의 공간을 정해주고， 여러 가지

해 봅시다.

색깔에 따라 색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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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3.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어떤

색일지 생각해봅시다. 오늘 아침 엄마의 감정은 어떤 것이었으며， 어떤 색으

로 표현될 수 있을까요?

활동 4.

엄마의 마음도 나와 같이 색칠될 수 있을까요? 내 마음 위에

싸인펜으로 덧칠 해봅시다.

엄마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 색깔과 나의 마음의 색깔이 꼭 같은가요? 그렇지 않다면， 두 가

지 색깔이 어울려서 어떤 색깔이 되었는지 적어봅시다.

예쁜 색깔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오늘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서 나의 감정이 어떤엄마에게

명합니다.

엄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잘 어울려서

하는지 함께 이야기 해봅니다.

•~O~1. t 능!7lf l ...

색깔이었는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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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0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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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g , 싫어하는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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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I

/j펙‘

(((장 J))I

C션멜， 젠그와 찍은 사젠이나 ι 티귀 사젠

이 헬용 g /.J。 멀 용안 하는 똘이。\!， LI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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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적어봅시다.

좋아하는 것.

내l r 종야하는 색맺은 업니다

내가 종야하는 벼t안은 업니다.

내가 좋야하는 과자는 업니다.

내l r 충야하는 몫은 영니다.

내가 종야하는 과목은 엽니다.

내l r 종야하는 친구논 • • • 엽니다.

뿜/얘

때δ
내가 I강어하는 색갱은

내lr 냥어하는 반깐은

내가 /강어하는 과자는

내lr f싫어하는 몫은

내l r 냥어하논 과목은

내가 냥어하는 친구는

。4 니다.

。4 니 n-.

엽니다.

엽니다‘

업니n-.

업니다.



84 師 大 論 짧 (59)

활동 2.

좋아하는 친구의 사진을 붙여봅니다. 사진이 없으면， 스티커 사진을 붙여도

됩니다.

촬동 3.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의 이유를 적어보고， 서로 비교해봅시다. 싫은 것

도 좋아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방법을 생각해톱시다.

좋아하는 이유

싫어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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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쟁Q. 저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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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쟁 동 전~ 7H L.Hι<f 중 tile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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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훨동 g 1.1。 분 동안 Ot- 는 놀이。4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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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아침에 일어나는 일부터 시작하여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집에 와서 숙제하

며， 잠자리에 을 때까지의 하루 일과를 적어봅니다.

활동 2.

하루 일과 옆에 그 일들에 대한 감정들을 하나하나 적어봅니다. 해당하는 감

정들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적어야 하므로 곰곰이 생각해보아야 겠죠?

활동 3.

옷걸이의 양쪽에 실을 이용하여 종이컵을 매답니다. 한쪽에는 ‘나의 감정’이

라 쓰고 다른 한쪽에는 ‘조절점수’라고 씁니다.

활동 4.

하루 일과 중에서 짜증나고， 힘들었던 것이 몇 번 있었나 헤아려봅니다. 그

횟수만큼 ‘나의 감정’이라고 쓰인 종이컵에 감정동전을 넣습니다.

활동 5.

하기 싫은 일이 있었는데도 곽 참고 질 해낸 것도 있나요? 그런 일이 몇번

있었는지도 생각하여 횟수를 헤아려보고 ‘조절점수’ 컵에 동전을 넣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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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δ메 휩 시다.

1. 옷걸이로 만든 저울은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까?

2. 저울이 ‘나의 감정’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좀 더 가

볍게 할 수 있을지 적어봅시다. 흑은 어떻게 하변 감정조절점수에 동전이

더 채워질 수 있을지 적어봅니다.

3. ‘나의 감정’ 컵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방법의 개수만큼의 동전을 빼서

‘감정조절점수’ 컵에 넣습니다. 그리고 저울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4. 저울이 기울어진 것을 그림으로 그려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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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똥 1.

먼저 다음의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진수는 어셋밤에 열심히 만들기 숙제를 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수깡과 나무젓가락

으로 동물원을 만들어 오라는 숙제를 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만들어서 친구들

에게 자랑할 생각을 하니 재미있는 만화영화를 보지 않아도， 친구들과 뛰어 놀지도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다 만들어진 동물원에 반， 번호，이름을 쓴 진수는 부줘지지 않

도독 책상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진수는 일찍 일어나 틀뜬 마음으로 학

교에 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진수가 세수를 하러 간 사이에

6 섣-짜리 동생 진희가 어셋밤 애써 만들어 놓은 동물원을 망가뜨려 놓은 것이 아닙니

까? 순간， 진수는 눈앞에 캄캄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지 집어 던져 버리고 싶었습니다. 동생 진희는 오빠의 화난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트

리기 시작했고 어머니께서 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불으십니다.

활동 2.

다음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1. 진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2. 진희는 왜 오빠의 동물원을 만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진희의 마음은 어떨까요?

3. 화가 난 진수와 울고 있는 진희를 보고 어머니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92 師大論짧 (59)

활동 3.

진수의 이야기를 읽고， 나도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있

었는지， 나는 어떤 행동을 했었고， 그 때 어머니나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지 적어봅니다.

활동 4.

“감정을 잘 조절한다”는 것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그 감정을 마구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기분을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진수의 경우， 감정 조절을 잘 하였다면， 무슨 일이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무어라고

대답했을까요?

활동 5.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친구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여 칭찬을 받은 얼굴을 상상해보고， 반짝이 스티커로 점

수를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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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1.

감정 라디오가 되어 봅시다. 라디오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흐르게 하려면 어

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봅시다.

나는 라디오입니다. 나에게서 흘러 나오는 소리들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

다. 감정 라디오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감정 주파

수를 잘 맞추고， 볼륨을 알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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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줄 친 부분에 감정을 잘 조절하는 나의

봅시다.

모습을 적어

1. 열얘히 시험공부흘 행는데도 궐과가 냐쁘거| 냐와서 우울한 71 분이 틀 때，냐논

2. 똥생이

냥때도

냐는

갤몬한 。4을 내7 ~ 갤몫한 껏으로 얘객하시고 엄마--It- 나를 꾸중하

3. 친구가 하냐뱀에 엎는 지우개릎 멜려가서 잘라놓양을 때，

냐논

4. 내가 냥누한 C살을 친구가 고자강하어 l년생L콰재{ 혼 L뭘을 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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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E1 Development Programs

for Character Education

Moon, Yong-Lin

(Department of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for pupils' emotional

development based on the concept of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 a

subordinate component of "social intelligence"’ refers to the capability of examining the

feelings of one's self and others, and of reflecting the information gathered on one's

thought and behavior

The study was performed in two steps. The first step was doing meta•analysis of

previous studies on personal development educ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second was the attempt to develop the educational programs. During the second step,

various kinds of materials relevant for developing emotional intelligence were selected.

The duration of the program, the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group, and the school

setting in which the program would be implemented were also geared for the

maximum effect of the developmental program.

The programs developed here were designed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five

areas of emotional intelligence: 1) perception, appraisal, and expression of emotion, 2)

empathy with others, 3) emotional facilitation of thinking, 4) understanding and

analyzing emotions, and 5) regulation of emotions to promote emotional and intellectual

growth.

For each area, a variety of activities and materials are provided for teachers and

pupils use and join the programs. There are eleγen types of activity in the programs,

and times needed for each activity γary according to the type. The target group of the

programs are elementary pupils and approximately 32 weeks are expected to be spent

for the entire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