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1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0권 제3호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2014 Vol. 10. No. 3. pp. 121-135
http://dx.doi.org/10.14698/jkcce.2014.10.3.121

동물체험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및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이소은** 임휘윤***

The Effects of Animal Experience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silience

Lee, Soeun Lim, Hui Yoon

본 연구에서는 동물체험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및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성, 연

령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3, 4세아 70명이며 실험집단의 유아는 12회의 동물체험

활동을 경험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정서지능, 심리적 건강성을 사전·사후 측정한 후 

공변량분석한 결과 동물체험활동에 따른 실험효과가 나타나 정서지능 전체, 그리고 하위변인별로는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에서 동

물체험활동을 경험한 집단의 정서지능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건강성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4세의 심리적 건강성이 3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과 연령 간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 동물체험활동의 긍정적 효과가 3세보다 4세에서 더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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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보화, 기계화, 도시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 숲 체험, 원예활동, 생태중심교육, 동물매개

학습 프로그램 등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유아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 등 심리적 건강을 도모

하는 프로그램이 주목으로 받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현장에서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에서의 감각적 경험은 유아의 정서를 풍부하게 해 주며,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유아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공감할 줄 아는 감정이입

의 경험을 갖게 된다. 또한 자연에서의 놀이를 통해 유아들은 살아 숨 쉬는 생명체에 대한 소중

함을 느끼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대상과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 

심리적인 건강성을 담보해 갈 수 있다.

컴퓨터, TV, 전자매체 등의 놀이에 익숙해져 자연으로부터 유리된 현대의 유아들은 심리적으

로 위축되고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자연과의 교감 및 자연속의 놀이에서 경험하는 직접적인 감

각경험을 상실한 채 과도한 지식주입으로 몸과 마음이 병든 아이로 자라나고 있다. 김지하

(1995)는 자연은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로서 인류는 그 생명의 세계관과 생활양식을 다시 배워

야 하며, 조기교육 열풍의 대안으로 나타난 생태교육이 아이들의 고유한 성장, 발달을 순환적인 

시간과 만물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3년부터 만 3-5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누리과정에서도 인성교육, 창의성교육을 무엇

보다도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자연을 직접 접

하는 다양한 체험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 체험활동 위주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연물을 교육도구로 활용하여 교육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특

히 직접적인 자연체험 중 동물체험은 식물체험보다 쌍방형 상호작용이 훨씬 원활하며, 유아와 

동물과의 관계성, 넓게는 생명 있는 자연과의 관계성을 인간관계로까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

록 하는 가치를 갖고 있다(조영진, 2004).

애완동물과 강한 애착을 맺고 있는 아동은 애완동물을 특별한 친구로 생각하고, 집중하고 

공감해주는 경청자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무조건적으로 수용된다고 생각한다(Davis, 1987;

Melson, 1991). Bryant(1985)는 애완동물을 소유한 아동이 타인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한다고 보

고한 바 있으며,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Poresky & Hendrix, 1989)에서도 애완동물을 

소유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좀 더 높은 감정이입 점수를 획득했다. 국내의 연구들

(신남식, 1998; 신성자, 2001)도 내성적인 유아들이 동물들과 생활한 후에 동물로 인해 또래들과

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언어적 표현이 늘어나고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렇듯 동물체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나 연

구설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동물과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정서지능이나 심리적 건강성 등 유아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의 성공은 지적인 성취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유연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교육의 목적도 지적 성공과 균형 있는 정서의 발달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정서지능은 지적인 측면을 넘어서 사회적 대상을 이해하고 관계 맺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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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Sternberg, 1985)으로 정서를 정확히 지각하고 인식, 표현, 활용, 조절하는 능력(Salovey &

Mayer, 1990, 1996)으로 정의된다. 정서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고려한 원만한 상호작용을 

가능케 하므로 사회적 적응 및 성공과 밀접히 관련된다. 정서지능은 유전적인 영향이 크다고 알

려진 IQ와 달리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능력(강은주, 김영주, 2006)이므로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의 교육이나 환경 내에서의 활동을 통해 계속적인 발달 또는 성숙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동물과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동물체험활동

이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예측되나 실험을 통해 이를 증명한 연

구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심리적 건강성(resilience)은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거나 훌륭하

게 적응하는 개인의 역량을 의미한다. 심리적 건강성이 높은 유아는 역경을 극복한 후에 오히려 

더욱 향상된 기능을 발휘하며, 현재에 대한 긍정은 물론이고 이후 생활과 사회의 적응에도 성공

적일 확률이 높다(Anthony, 1987).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탄력성’, ‘적응유연성’ 등의 용어와 호환되어 사용되고 있다. 적응유연성은 스트레스 이

전의 적응수준으로의 복귀능력으로 규정되며, 탄력성이라는 용어는 같은 위기상황에서 더 잘 적

응하게 되는 요소로 설명되고 있다(양옥경, 최명민, 2001). LeBuffe와 Naglieri(1999)는 애착, 자

율성, 자기통제를 심리적 건강성의 구성요소로 제안하였다. ‘애착’은 유아와 부모, 가족 구성원 

및 교사와 같은 의미 있는 성인과의 상호적이고 강력하며 지속적인 관계, ‘주도성’은 유아가 자

신의 요구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독립적인 사고와 행동을 이용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통제’는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말과 행동을 이용하여 그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

을 의미한다. 이에 의거해 발달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된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보호요인을 분

석한 이완정(2002)은 여아가 남아보다 심리적 건강성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심리적 건강성,

주도성, 자기통제가 높으며, 발달과정에서 위험요소에 노출된 집단의 심리적 건강성이 비교집단

보다 낮다고 보고하였다. 심리적 건강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은 생애사건이나 가족

구조(이완정, 2002), 양육방식(김선희, 2005; 김성수, 2006; 전은희, 2008; Luthar, Ciccehetti, &

Becker, 2000) 등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최근 유아교육 현

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동물과의 상호교류가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유아의 연령에 따라 정서지능이 향상된다는 것은 대체로 동의(박향아, 2012; Noakes &

Rinaldi, 2006)되고 있으나 동물체험활동의 경험여부에 따른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

으며, 성에 따른 정서지능에 관해서는 차이가 있다는 보고(이소은, 2011; Casey, 1993)와 그렇지 

않다는 보고(황혜정, 1999; Friend & Davis, 1993)가 공존하고 있다. 또한 연령 및 성에 따른 심

리적 건강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자료를 축적해 갈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동물체험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및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

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유아의 성, 연령에 따라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함께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 연령, 동물체험활동 경험에 따라 유아의 정서지능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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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의 분포
(단위: 개월)

통제

집단

(N=35)

만3세(N=15)
전체

만4세(N=20)
전체

남(N=9) 여(N=6) 남(N=9) 여(N=11)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43.44 2.36 43.83 2.61 43.60 2.47 53.89 2.13 54.00 3.49 51.04 2.96

실험

집단

(N=35)

만3세(N=15)
전체

만4세(N=20)
전체

남(N=10) 여(N=5) 남(N=10) 여(N=10)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42.90 1.85 43.40 1.85 43.07 2.35 54.60 2.37 53.60 2.58 54.10 2.53

연구문제 2. 성, 연령, 동물체험활동 경험에 따라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 J시와 K시의 K, S, D, W 유아교육기관의 만 3세아 30명과 만 4세아 

40명이며, K, S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를 실험집단으로 D, W기관에 재원 중인 유아를 통제집단

으로 배정하였다. 연구대상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만 3, 4세 유아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동물을 직접 기르고 상호작용을 체험하며 참여하기에는 의사표현과 신체적 통제가 비교적 자유

로운 만 3세 이상의 유아들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2. 연구도구

1) 정서지능 척도

유아의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경희(1998)가 개발한 ‘교사용 유아정서지능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정서의 이용 12문항,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10문항,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9문항,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9문항, 교사와의 관계 5문항, 또래와의 관계 5문항 

등 총 5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전검사의 경우 전체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ɑ값은 .95,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ɑ값의 범위는 .85∼.88, 사후검사에서 전체신뢰도 계

수인 Cronbach's ɑ값은 .96,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ɑ값의 범위는 .88∼.89로 

나타났다.

2) 심리적 건강성 척도

LeBuffe와 Naglieri(1999)의 2∼5세 유아용 건강성(resilience) 측정도구를 이완정(2002)이 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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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건강성 측정도구는 주도성 12문항, 자기통제 7문항, 애착 8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사전검사의 경우 

전체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ɑ값은 .74,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ɑ값의 범

위는 .81∼.87, 사후검사에서 전체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ɑ값은 .79,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인 Cronbach's ɑ값의 범위는 .81∼.90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동물체험활동은 2013년 1월 7일부터 2월 20일까지 1주일에 2회, 각 회기 당 40분

씩 총 12회가 이루어졌으며,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검사도구 측

정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으로 정서지능과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

하였다. 실험처치 단계에서 실험집단에 대해서는 동물체험활동을 실시하고 통제집단은 통상적 누

리과정에 의거한 활동을 진행한 후, 정서지능과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4. 동물체험활동의 구성

본 연구의 동물체험활동은 현장에서 3년 이상 동물체험활동 및 동물치료에 종사해 온 제 2저

자와 유아교육기관 운영경력이 10년 이상이며 기관에서 동물체험활동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원

장 4인이 협력하여 유아들에게 적합한 형태의 12회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유아교육

과 교수 1인 및 박사 3인에게 자문, 검증을 받아 안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체험활동에 사용한 동물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잘 죽지 않으며 유아들이 친숙하게 여기는 ‘토

끼’로 선정하였다. 토끼는 유아 주변의 책이나 교육과정, 미디어 등에 빈번히 등장하며 동·서양

의 전래동화에 나오는 우리 삶과 매우 친숙한 동물이다. 토끼는 생후 6개월이 넘으면 사람이 돌

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며 계절적응력이 매우 강해 사계절 모두 기르기 적합한 동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순하며 민감하지 않고 미관상으로 뛰어나며 다양한 색깔과 외관을 지닌 토끼

인 ‘라이언헤드’ 5마리를 체험동물로 사용하였다.

동물체험활동은 동물관련 전문가교육(반려동물관리사)을 이수하고 동물체험학습 운영 경험이 

3년 이상이며 유아교육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제 2저자가 진행하였으며 ① 주의 집중 및 동물소

개(약 3분), ②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하여 알아보기(약 2분), ③ 활동 소개(약 3분), ④ 대그룹 활

동 (약 10분), ⑤ 소그룹 활동: 3∼4명의 소그룹으로 구성된 유아에게 토끼 한 마리를 배정하여 

직접 만져보기 체험학습 및 관찰, 사진촬영 등 실시(약 10분), ⑥ 확장학습에 대한 안내 및 활동 

평가(약 12분: 동화책 자료 제공, 동작활동 안내)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활동계획안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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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물체험활동 계획안

전 개
회 

기
내 용 목 표 언 어

소개

하기

1

새로운 동물의 특성을 알고

앞으로 해야 할 활동을 소개한다.

교사와 아동이 함께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불러준다.(당번정하기)

동물의 성격 및 특성을 

이해하고 친근감을 

갖는다.

“동물의 이름은 

oo하기 때문에 

oo라고 지어요.”

2

동물을 바르게 만지는 방법을

배우고 교사와 함께 직접

만져본다.

동물의 특성에 맞게 

동물을 안전하게 만질 

수 있다.

“동물의 느낌은 

oo요.”

체험

활동

(먹이)

3

동물에게 적합한 먹이를 알고 바른 

방법(양이나 횟수)으로 먹이를

직접 줘본다.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여 바른 

방법으로 먹이주기를 

한다.

“동물에게 oo를 주면 

oo하니 안돼요.”

4

동물과 함께 실외로 나가서

실외에서 먹이를 직접 찾아서

줘본다.(관찰일지에 활동내용 

그리기)

동물에게 적합한

먹이를 주변 자연에서 

직접 찾을 수 있다.

“동물아 맛있게 

골고루 먹어.”

체험

활동

(관리)

5

동물을 위생적으로 기르기 위하여

목욕하는 방법을 배우고 직접

목욕을 시켜 본다.

위생의 중요성을 알고 

바른 방법으로 직접 

동물을 씻겨본다.

“골고루 깨끗하게 

oo를 주의해서...”

6
동물을 위생적으로 기르기 위하여

털을 빗어준다.

동물을 더욱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해본다.

“아프지 않게 

조심조심”

체험

활동

(환경

구성)

7

동물에게 적합한 사육환경에 

대하여 알고 적절한 사육환경을

구성해 본다. (위치, 장소 선정)

동물이 사는 환경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다.

“oo이유로 실외에 

혹은 실내에, oo

장소에 길러요.”

8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육환경에

맞게 집이나 놀이터 등을 만들어

본다.

동물용 놀이감과 

화장실, 은신처 등을

만들어 본다.

“우리가 꾸민 집에서

안전하게

지내~.“

체험

활동

(학습)

9

교사가 제시하는 자료를 보고

동물과 연관된 자료를 찾는다.

(동화책, 인터넷, 동요나 캐릭터등)

주제에 대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알고 

주변사회와 동물과의 

연계내용을 알아본다.

“여기에도 동물이 

저기에도 동물이 

oo한 모습으로...”

10

동물에 관련된 측정하기 및

처음과 지금의 상태 비교하기 

활동을 해본 후 동물의

현재 상태를 알아본다.

동물의 성장정도를

알고 건강한 동물의

특징을 알아본다.

“처음보다 키가 

얼만큼 몸무게가 

얼만큼 커졌어요.”

체험

활동

(종합)

11

실외 활동 시 주의사항을 알고

동물과 함께 산책하며 실외활동을

한다.

실내와 실외에서 

동물을 다룰 때 

준비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본다.

“놀이터에서는 

이렇게 산책할 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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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인의 동물관찰일지의 내용을

확인해 본다. 동물에게 그림 

편지쓰기 활동을 한다.(글을 쓸 수 

없는 유아는 교사가 적절하게 

돕는다.)

앞으로 동물을 다룰 때 

알거나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

“안녕 사랑하는 

oo야.”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7.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일

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살펴보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의 정서

지능과 심리적 건강성의 평균(M), 표준편차(SD)를 산출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이용하여 두 집

단의 사전점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 하였다. 실험처치 후 두 집단 간 정서지능과 심리적 건

강성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집단의 사전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집

단 간 사후점수 차이를 알아보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정서지능 및 심리적 건강성에 대한 사전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이후 두 집단이 동질적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t검증한 결과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t=3.75, p<.01)과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t=4.12, p<.01)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심리적 건강성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정서지능에서 나타난 집단 간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2. 성, 연령, 동물체험활동 경험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성, 연령, 동물체험활동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의 차이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정서지능 

전체로 보면 연령(F=7.948, p<.05)과 집단(F=3.42, p<.05)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구체적으로 4세아(M=3.79)의 정서지능이 3세아(M=3.30)보다 높았으며, 실험집단(M=3.70)

이 통제집단(M=3.46)보다 높았다.

정서지능의 하위변인별로 보면, 자기정서의 이용에서는 연령(F=5.860, p<.05), 그리고 집단

(F=4.342, p<.05)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세(M=4.14)의 자기정

서 이용 정도가 3세(M=3.21) 보다 높고, 실험집단(M=3.78)이 통제집단(M=3.44)보다 높았다. 두 

번째,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는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4.829, p<.05)를 보여, 실험집단

(M=3.65)이 통제집단(M=3.46)보다 높았다. 또한 집단과 연령 간 상호작용 효과(F=7.096, p<.05)

가 유의하게 나타나([그림 1] 참조), 3세(실험M=3.29, 통제M=3.07), 4세(실험M=4.13,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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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성, 연령, 집단별 활동경험에 따른 정서지능

Source DF SS MS F

정서지능

공변인(량) 1 43.211 43.211 134.495***

집단(A) 1 1.101 1.101 3.422
**

연령(B) 1 2.552 2.552 7.948
*

성별(C) 1 .265 .265 .811

A*B 1 .124 .124 .370

A*C 1 .012 .012 .045

C*B 1 .122 .122 .374

A*B*C 1 .185 .185 .561

오차 61 19.602 .325

Total 69 25.302

자기정서의

이용

공변인(량) 1 3.230 3.230 19.170
***

집단(A) 1 .732 .732 4.342*

연령(B) 1 .987 .987 5.860*

성별(C) 1 .831 .831 4.229

A*B 1 .006 .006 .033

A*C 1 .195 .195 1.155

C*B 1 .062 .062 .365

A*B*C 1 .189 .189 1.122

오차 61 10.279 .169

Total 69 32.638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공변인(량) 1 9.981 9.981 46.501***

집단(A) 1 1.037 1.037 4.829*

연령(B) 1 .578 .578 2.692

성별(C) 1 .479 .479 2.233

A*B 1 1.523 1.523 7.096
*

A*C 1 .023 .023 .108

C*B 1 .005 .005 .021

A*B*C 1 .258 .258 1.202

오차 61 13.093 .215

Total 69 39.294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공변인(량) 1 5.600 5.600 31.267
***

집단(A) 1 .917 .917 5.121*

연령(B) 1 .124 .124 .695

성별(C) 1 .297 .297 1.660

A*B 1 .066 .066 .370

A*C 1 .050 .050 .277

M=3.98) 모두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는 3세의 경우 더 컸다. 세 번째, 자

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은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5.121, p<.05)를 보여, 실험집단

(M=3.63)이 통제집단(M=3.44)보다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는 집단에 따

라 유의미한 차이(F=29.184, p<.001)를 보여, 실험집단(M=3.78)이 통제집단(M=3.27)보다 높았다.

또한 집단과 연령 간 상호작용 효과(F=9.752, p<.01)가 나타나([그림 2] 참조), 3세(실험M=3.58,

통제M=3.12), 4세(실험M=3.98, 통제M=3.34) 모두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4세의 경우 더 컸다. 한편, 유아의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성, 연령 

그리고 동물체험활동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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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1 .029 .029 .161

A*B*C 1 .316 .316 1.767

오차 61 10.926 .179

Total 69 32.985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공변인(량) 1 2.785 2.785 15.868
***

집단(A) 1 5.122 5.122 29.184
***

연령(B) 1 .340 .340 1.934

성별(C) 1 .220 .220 1.253

A*B 1 1.712 1.712 9.752
**

A*C 1 .001 .001 .004

C*B 1 .052 .052 .295

A*B*C 1 .000 .000 .003

오차 61 10.706 .176

Total 69 28.962

교사와의 관계

공변인(량) 1 16.864 16.864 49.960
***

집단(A) 1 .980 .980 2.905

연령(B) 1 .321 .321 .952

성별(C) 1 .944 .944 2.796

A*B 1 .515 .515 1.525

A*C 1 .409 .409 1.213

C*B 1 .003 .003 .010

A*B*C 1 .051 .051 .151

오차 61 20.590 .338

Total 69 52.714

또래와의 관계

공변인(량) 1 15.035 15.035 55.465***

집단(A) 1 .549 .549 2.026

연령(B) 1 .027 .027 .100

성별(C) 1 .681 .681 2.511

A*B 1 .029 .029 .105

A*C 1 .054 .054 .199

C*B 1 .207 .207 .764

A*B*C 1 .357 .357 1.315

오차 61 16.535 .271

Total 69 5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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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집단, 연령 간 상호작용 효과

〔그림 2〕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집단, 연령 간 상호작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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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성, 연령, 집단별 활동경험에 따른 심리적 건강성

Source DF SS MS F

심리적 건강성

공변인(량) 1 5.522 5.522 60.811***

집단(A) 1 .302 .302 3.275

연령(B) 1 .622 .622 6.843
*

성별(C) 1 .187 .187 1.991

A*B 1 .535 .535 5.881*

A*C 1 .010 .010 .075

C*B 1 .081 .081 .875

A*B*C 1 .152 .152 1.613

오차 61 5.533 .092

Total 69 33.416

애착

공변인(량) 1 2.275 2.275 7.361
***

집단(A) 1 .091 .091 .295

연령(B) 1 12.001 12.001 38.838***

성별(C) 1 .883 .883 2.857

A*B 1 .013 .013 .041

A*C 1 .477 .477 1.542

C*B 1 .088 .088 .285

A*B*C 1 .181 .181 .586

오차 61 18.848 .309

Total 69 37.045

주도성
공변인(량) 1 12.392 12.392 23.373***

집단(A) 1 .152 .152 1.143

3. 성, 연령, 동물체험활동 경험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성, 연령, 동물체험활동 경험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이 <표 4>에 제시되어 있

다. 심리적 건강성 전체로 보면 연령(F=6.843, p<.05)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4

세(M=3.31)의 심리적 건강성이 3세(M=2.71)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과 연령 간 

상호작용 효과(F=5.881, p<.05)가 유의미하게 나타나([그림 3] 참조), 3세(실험M=2.73, 통제

M=2.68), 4세(실험M=3.46, 통제M=3.16) 모두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

이는 4세의 경우 더 컸다.

심리적 건강성의 하위변인별로 보면, 애착(F=38.838, p<.001), 주도성(F=55.701, p<.001), 자기

통제(F=27.725, p<.001)의 경우 모두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애착의 경우 3세(M=3.55)가 4세(M=2.64)보다 높았으나, 주도성과 자기통제는 4세(주도성 

M=3.48, 자기통제 M=3.43)가 3세(주도성 M=2.37, 자기통제 M=2.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도성의 경우 집단과 연령 간 상호작용 효과(F=6.842, p<.05, [그림 4] 참조) 및 성과 연

령 간 상호작용 효과(F=6.622, p<.05, [그림5] 참조)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림 4]에서 제시

한대로 3세(실험M=2.53, 통제M=2.22)와 4세(실험M=3.71, 통제M=3.25) 모두 실험집단의 주도성 

점수가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4세의 경우 더 컸으며, [그림 5]에 제시한 바

와 같이 남아(실험M=2.93, 통제M=2.88)와 여아(실험M=3.26, 통제M=3.01) 모두 실험집단의 주

도성 점수가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여아의 경우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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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심리적 건강성: 

집단, 연령 간 상호작용 효과

〔그림 4〕 주도성: 집단, 연령 

간 상호작용 효과  

〔그림 5〕 주도성: 집단, 성 간 

상호작용 효과

연령(B) 1 7.515 7.515 55.701
***

성별(C) 1 .175 .175 1.231

A*B 1 .927 .927 6.842
*

A*C 1 .041 .041 .269

C*B 1 .891 .891 6.622
*

A*B*C 1 .022 .022 .178

오차 61 8.223 .143

Total 69 33.410

자기통제

공변인(량) 1 11.866 11.866 69.832
***

집단(A) 1 .042 .042 .262

연령(B) 1 4.711 4.711 27.725***

성별(C) 1 .011 .011 .049

A*B 1 .229 .229 1.319

A*C 1 .078 .078 .446

C*B 1 .038 .038 .154

A*B*C 1 .101 .101 .593

오차 61 10.366 .173

Total 69 3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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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동물체험활동 경험에 따른 실험효과가 뚜렷이 나타나 정서지능 전체, 그리고 하위변인별로는 

자기정서의 이용,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현,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에

서 동물체험활동을 경험한 집단의 정서지능이 통제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아동의 경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다는 보고(Endenburg &

Baarda, 1995), 그리고 애완동물 기르기 활동에 참여한 유아의 경우 감정이입 능력이 향상되었

다는 보고(이화수, 2001)와 같은 선상에 놓여있다.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유아들의 기분이나 행동

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동물과의 상호작용은 자기정서의 이용, 자기정서의 인식 및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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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 등 유아 스스로의 정서에 관한 이해와 조절능력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인식과 배려 능력을 높이는 등 정서지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교사와의 관계 및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동물체험활동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아, 동물과의 상호작용은 타인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서에 대한 이

해, 표현, 통제 및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정서지능을 성장시

킴을 유추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차이도 정서지능 전체 및 일부 하위변인에서 나타나, 정서지능 전체 및 자기정서

의 이용에서 4세의 정서지능이 3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

회인지 능력과 대인문제해결력이 향상된다는 보고와 맥을 같이 한다(유민임, 2005; Noakes et

al., 2006). 주목해야 할 점은 정서지능의 하위변인 중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 그리고 감정조

절 및 충동억제에서 3, 4세 모두 동물체험활동을 경험한 집단의 점수가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

났으나 향상되는 정도는 달라, 타인정서의 인식 및 배려의 경우 3세가 더 큰 폭으로 향상된 반

면 감정조절 및 충동억제의 경우에는 4세가 더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동일한 정서지

능이라도 하위변인의 성격에 따라 동물체험활동의 효과가 다르게 작용함을 함축하는 것으로 보

다 어린 유아의 경우 살아있는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타인의 감정 상태를 이해하거나 배려하는 

능력이 뚜렷하게 향상되는 반면, 자기통제나 조절, 억제와 같은 고도한 정신적 기능이 요구되는 

기제의 경우에는 동물체험활동과 연령이 서로 시너지(synergy) 효과를 발휘해 보다 나이든 유

아에게 실험효과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심리적 건강성 전체로 보면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 4세의 심리적 건강성이 3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과 연령 간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3세 4세 

모두 실험집단의 심리적 건강성이 통제집단보다 높았으나, 그 차이는 4세의 경우 더 컸다. 이러

한 결과는 3∼5세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한다는 보고(이완정, 2002)와 

일치하며, 심리적 건강성의 경우 동물체험활동의 효과가 4세에게 보다 뚜렷함을 시사한다. 심리

적 건강성의 하위변인별로 보면 애착, 주도성, 자기통제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애착의 경우 3세가 4세 보다 높았으나, 주도성과 자기통제는 4세가 3

세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도성의 경우 집단과 연령 간 상호작용효과 및 성과 연령 

간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3세와 4세 모두 실험집단의 주도성 점수가 통제집단보

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4세가 더 컸으며, 남아와 여아 모두 실험집단의 주도성 점수가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여아가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유아

의 주도성, 자기통제가 높으며, 여아의 심리적 건강성이 남아보다 높다는 보고(이완정, 2002)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한편 부모, 가족 구성원 및 교사와 같은 의미 있는 성인과 강력하며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는 애착은 능동적 접근추구단계(Bowlby, 1988)의 말기에 해당하는 3

세가 더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살아있는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유아 정서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으

며,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주요 매체로 동물이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동물체험활동

은 3, 4세 유아의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심리적 건강성의 경우 연령에 따

른 발달적 차이가 뚜렷하며 동물체험활동의 효과는 주도성과 자가통제 능력이 보다 발달되어 

있는 4세 유아에게 더 명시적임을 보여준다. 동물과의 교류는 정서적 외상의 최소화, 건강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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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강, 학습기회 제공 등을 가능케 하며, 애완동물은 치료적 그리고 교육적으로 효과적인 매개

체(최완오, 2007)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연구수행의 어려움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동물체험학

습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따라서 자연과 유리된 유아들의 

다양한 문제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 유아의 발달수준과 교육과정에 적합

한 동물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활동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

탕으로 동물체험학습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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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nimal experience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resilience. Seventy 3- and 4-year-olds were divided into

experimental group in which children participated 12 times in animal experience activities, and

control group. Data were analyzed by mean, t-test and ANCOVA. The results revealed that children

with animal experience activities got higher scores in emotional intelligence including utilization of

emotion, recognition and consideration of others’ emotion, recognition and expression of self emotion,

and emotional adjustment and impulse control. In addition, 4-year-olds scored higher in resilience

than 3-year-olds,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roup and age indicated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animal experience activities were more significant in 4-year-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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