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29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1권 제1호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2015 Vol. 11. No. 1. pp. 329-354
http://dx.doi.org/10.14698/jkcce.2015.11.329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령 초기 아동의 

사회적 행동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송승민
**

도현심
***

김민정
****

김수지
*****

신나나****** 김아연*******

A Qualitative Study of Early School-age Children’s Experiences on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Song, Seung Min Doh, Hyun Sim Kim, Min Jung

Kim, Soo Jee Shin, Nana Kim, A Youn

본 연구에서는 학령 초기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사회적 행동을 관찰하여 변화의 과정을 질적 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김민정(2008)의 사회적 기술훈련을 수정·보완하여 7명의 초등학교 1학년 아동

을 대상으로 8회기의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참여관찰 노트, 프로그램 진행자의 일지, 보조진행자의 

칭찬 노트, 비디오 녹화 자료, 아동의 그림일기 자료들을 전사, 코딩, 주제의 발견 단계를 거쳐 분석

하였다. 그 결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관계형성의 

시작: (1) 수줍음과 정서적 위축, (2)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 (3) 나누기’ 및 ‘함께하기’의 어려움, (4)

타인과의 부정적 상호작용, (5) 사회적 규칙준수의 어려움. 둘째, 정서 및 의사표현의 변화: 분명하고 

직접적인 정서 및 의사표현. 셋째, 친사회성의 변화: (1) 주위에 대한 관심 및 상호작용 증진, (2) 협

동 놀이, (3) ‘나누기’ 및 ‘도움주기’등의 베푸는 행동. 넷째, 사회적 기술의 변화: (1) 사회적 규칙의 

인식 및 실천, (2)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본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이 학령 

초기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정서표현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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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령기는 가정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가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

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배우는 여러 가지 사

회적 기술은 향후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Parker 

& Asher, 1987). 특히 학령 초기는 자기중심성(egocentrism)이 감소되고 타인의 입장, 감정, 인지 

등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망수용(perspective taking)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로(Piaget, 

1952), 학령 초기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기술 습득은 아동의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강홍숙, 강만철, 2006). 따라서 이 시기에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개

인은 학업적·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 쉬워(Coie, Terry, Lenox, Lochman, & Hyman, 1995; 

Elliott, Malecki, & Demaray, 2001; Roff, Sells, & Golden, 1972), 학령 초기의 빈약한 사회적 기

술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은 훗날의 우울(Segrin, 2000), 품행장애(Gaffney & McFall, 1981; 

Spence, 1981), 사회적 공포(Spence, Donovan, & Brechman-Toussaint, 1999) 등의 다양한 정신병

리 현상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학령 초기부터 자기와 타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법,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이행하는 법, 사회적 규칙을 인식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법 등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

다. 

  통계청 조사(2013)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학교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을 묻는 설문에 

초등학생 3379명 중 9.7%인 328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동일한 설문에 대한 

중·고등학생 평균인 5.4%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서, 초등학교 내 집단 따돌림 문제는 이미 심

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술을 초등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지만 구축된 자료가 매우 드문 실정이다. 학교를 통해 집단의 규범, 협동정신, 의사결

정 방법, 타인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는 방법 등 집단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해

야 하지만, 현재의 교육과정은 학문적 기술 교수에 초점을 맞추고 대인간 기술 및 사회성 발달

은 가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통해 획득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회성 부족이나 또래관계에 어려

움을 보이는 아동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박진재, 이은해, 2002; 이태

영, 강문희, 2001). 또한 사회성에 어려움이 없더라도 학령 초기, 즉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유

아교육·보육기관에서 학교로 진입하는 초창기로 학교적응에 필요한 사회성 훈련이 필요한 시

기이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단계 특성 상 또래관계가 더욱 더 중시되는 학령 초기 아동들을 대

상으로 하여, 인지, 정서, 행동 등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보다 통합적으로 다루는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시급하다. 

  사회성 발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이 국내

외에서 개발되어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메타분석을 통해 사회성 발달 증진 프

로그램의 효과들을 종합하여 살펴본 연구들은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방

하고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권정윤, 정미라, 홍소영, 박수경, 2010; Ang & 

Hughes, 2002; Beelmann & Lösel, 2006; Wilson, Gottfredson, & Najaka, 2001; Wilson, Lipsey, & 

Derzon, 2003). 국외의 경우, Chittenden(1942)의 초기 연구를 시작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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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198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기술의 훈련뿐 아니라 인지적-행동적 중재를 포함한 통합적 접근

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최근의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들은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안하

는 행동적 유능성, 모호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비공격적으로 해석하는 사회인지적 

기술, 또래 간 상호작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

기 위한 효과적 전략 등을 주요 구성 요소로 포함한다(Lochman, Coie, Underwood, & Terry 

1993; Spence, 2003; Webster-Stratton & Hammond, 1997). 국내의 경우, 사회적 기술 훈련에 대

한 관심이 국외의 경우 보다 다소 늦게 시작하여 90년대에 임상분야 및 특수교육 분야에서 부

적응 아동들을 대상으로 처음 개발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일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먼저 국외의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유아 대상의 프로그램들은 주로 8-10회기로 

이루어진 사회적 인지기술, 문제해결 능력, 자기 조절, 사회적 기술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

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국외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적 인식-사회적 문제해결 향상 프로젝

트’(Improving Social Awareness-Social Problem Solving Project: ISA-SPS)(Elias & Clabby, 1992), 

‘놀라운 시기’(Incredible Years)(Webster-Stratton, Rinaldi, & Reid, 2010), ‘두 번째 단

계’(Second Step)(Committee for Children, 2002), ‘ICPS’(I Can Problem Solve)(Shure & 

Spivack, 1982), ‘사회적 유능감 향상 프로그램’(Enhancing Social Competence Program; 

ESCP)(McCabe, 1998),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 기르기’(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FCSC)(Katz & McClellan, 1997) 등을 들 수 있다. 학령 초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모델링, 강화 혹

은 사회적 문제 해결 전략 등과 같은 단일 요소에 치중하는 프로그램 보다는 다양한 영역에서 

중재가 이루어 질 때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Beelman, Pfingsten, & Loesel, 1994; Spence, 

1995)이 보고되고 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은 Spence(1995)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Social Skills Training; SST)이다. SST

는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과 아동이 흔하게 직면할 수 있는 도전적인 상황을 다루는 전략들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행동적 사회적 기술 훈련(토의, 모델링, 역할 놀이, 강화 등을 포

함), 사회적 지각 기술 훈련(사회적 상황에서의 단서를 적절히 해석하는 것), 자기조절 전략(자기

통제, 혼잣말, 자기강화 등), 사회적 문제해결(문제 확인, 대안 생각, 결과 예측, 적절한 반응 선

택), 부적절한 사회적 반응 감소(부모 훈련, 인지적 재구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

로그램은 다양한 정서적, 행동적, 발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다(Spence, Donovan, & Brechman-Toussaint, 2000). 

  국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들이 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박

경희, 이진희, 2011; 이태영, 강문희, 2001; 정계숙, 문성숙, 1998), 모델링을 이용한 역할놀이 활

동(이경령, 2003; 이정숙, 김소연, 2001; 정승미, 2000)이나 미술활동(고옥희, 2003; 심미경, 허혜

선, 2003), 모래놀이(김은해, 2009; 도영숙, 2008; 안영임, 2010) 등 한 가지 기법에 초점을 둔 연

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유아가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기술을 실제 또래관계에 적용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그리고 황영

은(2006)은 정서, 사회, 인지 및 행동적 영역에서의 중재를 포함하여 12회기로 구성된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 유아의 또래수용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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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발견함으로써 그 효과를 확인하였다. 초등학생의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은 

ADHD 아동의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들(최순연, 2008; 홍승연, 2013) 외에 매우 

드문 상태로, 몇몇 연구들(변미진, 박지연, 2013; 이경숙, 2009)이 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선행 연구들은 사회성 훈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연구를 통해 사전검사와 사

후검사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김민정, 2008; 박혜란, 2010; 박희애, 2010; 하영례, 2009). 김민정

(2008)은 공격적인 유아를 대상으로 16회기에 걸친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유아의 

공격성이 감소하고 친사회성,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기술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고, 박혜

란(2010)은 유아를 대상으로 12회기의 또래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유아들의 또래 유능

성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연구들도 이와 유사하

다(김지영, 2008; 변미진, 박지연, 2013; 이경숙, 2009). 정서·행동장애 아동 2인이 포함된 일반

학급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화를 활용한 12회기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변미진과 박지

연(2013)의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정서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비교집단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3주 간 21회의 사회성 훈

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경숙(2009)의 연구에서 실험집단 아동들은 프로그램 참가 후 비교집단 

아동들보다 학교적응을 잘 하고 학습동기가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연구들은 프로

그램의 효과를 수량화함으로써 검증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실험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해왔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들의 

변화를 관찰하고 탐색한 질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가 사전검

사와 사후검사를 통해 검증되어 왔으므로, 그 사이에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프로그램의 효

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3세와 만 4세

의 공격적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한 김민정(2008)의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학령 초기 아

동의 사회적 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정·보완하고, 프로그램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행동을 관찰하여 변화의 과정을 탐색하고자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사회적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사회적 상호작용 및 언어적 상호작용을 질적 분석을 통해 탐색하였다. 본 연구

의 목적에 따라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령 초기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변화 과정은 어떠

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가자 

  본 연구에 참가한 아동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자녀양육 관련 온라인 카페를 이

용하여 어머니들을 통해 모집되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남아 2명과 여아 5명, 총 7명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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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이 사전모임과 8회기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에 6회기 이상 참가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가

한 아동들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가자의 특성 

아

동

성

별
연령

가족 

사항
아동 특성

A 남 만 7세

부․모,

2남 중 

첫째

대체로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향. 감정을 알 수 없는 표정인 경우

가 많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로 보조 연구자에게 작은 목소리

로 이야기하여 의사를 전달함. 자주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

나, 신체적 건강상태는 양호하였음.

B 남 만 6세 

부․모,

2남 중 

둘째

‘죽음’, ‘파괴’, ‘폭발’, ‘공격’등에 관한 주제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하며, 다소 거친 언어 표현을 사용함. 실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반대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으며, 연구자의 이야기

에 부정하는 언어 표현을 자주함. 집단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

를 보였으나, 활동이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함.  

C 여 만 7세 
부․모,

외동이

자신감이 부족하고 낯선 환경에서 쉽게 위축됨. 타인의 눈치를 

자주 살피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표현하기를 

어려워함. 억압된 감정을 표출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듯 대답하

는 경향이 많음.  

D 여 만 6세 
부․모,

외동이

연구자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활동의 목적에 맞게 집중하여 

활동할 수 있음. 친구들에게 자신의 물건이나 간식으로 호의를 

베풀기 좋아하나 이것으로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음.

E 여 만 6세 

부․모,

2녀 중 

첫째

산만하고 과잉 활동적인 성향이 있으며,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

기를 뜬금없이 하거나 상대방이 듣고 있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이야기 하는 경향. 활동 시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에 끼어

드는 일이 많으며, 책상 밑에 들어가는 관심 끌기 행동이 잦음.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으나, 친구들이 자신을 끼어주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음. 

F 여 만 6세 

부․모,

2녀 중 

첫째

타인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으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함. 타인

의 인정과 관심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만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수용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금세 시무룩한 반응을 

보임. 활동이 끝날 때 “왜 엄마가 안와요?”라고 물으며 모를 

찾는 경향이 있음.

G 여 만 6세 

부․모,

2녀 중 

둘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이면에는 연구자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큼. 따라서 또래와 상호작용하려고 하기보

다 연구자와 대화하는 것을 더욱 좋아함. 눈치가 빠른 편으로 연

구자의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손을 들어 발표하려는 일이 많았

고, 먼저 주목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면 금세 서

운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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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실시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은 김민정(2008)의 연구에서 만 3세와 만4세를 대상

으로 실시한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학령 초기 아동을 위해 수정·보완한 것으로, 회기별 

활동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게 발달적으로 적합하고, 정해진 시간에 완료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을 두 달 앞둔 어린이집의 만 5세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의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메타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권정윤 등(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성 발달 증진 프로그램은 유아의 사회성을 신장하는 데 유의

한 효과가 있었으며, 9주 이상의 프로그램보다는 8주 이하의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민정(2008)의 연구를 토대로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아

동의 학교 적응을 돕고, 친사회적 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16개의 활동으로 구성된 8주 프로그

램을 구성하였다. 

  201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문헌연구를 기초로 프로그램 구성 목록을 논의하고 선정하였으며,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세부주제에 따른 활동을 계획하고 회기별 내용을 완성하였다. 

회기별 내용을 1차 완성한 후 경기도에 위치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2014년 1월 27일부터 2월 14

일까지 주 2회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공동연구자 중 1인이 

본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10명의 유아

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만 5세반에 재원 중인 원아들은 3월 초등학교 입학예정자

로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1학년과 발달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어린이집에서 예비조

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아동들의 반응과 교사의 평가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본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은 2014년 4월 19일 사전모임을 시

작으로 6월 14일에 총 8회기 프로그램을 종료하였으며, 공동연구자 중 1인이 매주 토요일 오전

에 대학교 강의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보조리더가 되어 

프로그램 진행을 도왔다. 프로그램은 9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40분 활동-10분 휴식-40분 활동

의 순서로 매주 2개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는 인지-행동적 접근으로서, 인지의 틀을 교정하여 정서와 행동의 

변화를 도모한다(Beck, 1976; Ellis, 1967). 아동의 공격성은 아동의 인지적 특성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공격적인 아동의 인지적 특성은 편향적인 사고를 하는 인지적 왜곡과 생각하지 않고 행

동하는 인지적 결핍으로 설명할 수 있다(Kendall, 1993). 따라서 아동의 인지적 특성을 변화시키

면 아동의 문제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거나 예

방하고자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력이 증가하고, 자존감과 문제해결기술이 

향상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Antshel & Remer, 2003; Lochman et al., 1993; 

Teglasi & Rothman, 2001).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인지-행동적 

접근을 근거로 인지-정서-행동 순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김민정, 2008), 학령 초기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훈련의 범주에서는 경청, 의사소통, 친사회적 행동하기, 문제해결능력 키우기를 습

득하기 위한 활동을 구성하였다(Samanci, 2010). 먼저 도입 단계에서는 자신과 타인인식 및 가족

관계를 인식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전개 단계에서는 인

지-행동적 접근을 통해 생각하고 행동하며,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훈련한 후 경청, 의사소통,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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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행동하기, 문제해결능력 증진 등 사회적 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였다. 마

지막으로 마무리 단계에서 학령 초기 아동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한 후 미

래의 자신의 모습을 만드는 클레이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학령 초기 아동의 사회적 기술, 친사회성, 그리고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 내용

회

기 
단계 

주제 
교육목표 활동명

대주제 소주제 

1 

도입 소개하기 

소개하기 

- 프로그램 소개

- 자기 소개 

- 자기 및 타인인식 

- 만나서 반가워

- 달라서 좋아요 

2 가족관계 
- 가족 관계 인식 

- 가족 관계 표현 

- 우리 가족을  그려봐요

- 우리 가족을 소개해요

3 

전개 

인지, 정서 및 

행동에 대한 

이해 및 훈련 

인지 
- 타인의 생각 이해

-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 생각이 달라요

- 좋은 생각을 해봐요

4 정서 
- 감정인식 

- 감정조절 

- 다양한 감정을 느껴요

- 내 마음 속 감정온도계

5 행동 

- 바람직한 행동 이해 

- 멈추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 무엇이 바람직한  

행동일까?

- 생각하고, 행동해요

6 

사회적 기술 

이해 및 훈련 

자기주장 
- 경청 

- 의사소통 

- 잘 들을 수 있어요

- 잘 말할 수 있어요

7 협력 
- 친사회적 행동 

- 문제해결능력

- 우리 다 같이

- ‘같이’의 가치 

8 마무리 
프로그램 내용 

복습 및 마무리 
마무리 

- 학교적응 

- 마무리 

- 즐거운 학교생활

-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어요 

 

  본 연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8주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참여관찰, 프로그램 진행

자의 일지, 보조진행자의 칭찬 노트, 비디오 녹화 자료, 아동의 그림일기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

하여 자료의 출처를 다원화하였다. 연구자의 지침에 따라 매 회기마다 아동학 박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1인이 관찰노트를 작성하였으며, 관찰자는 참여관찰자로서 관찰기록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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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으로 작성하고 연구 참가자들인 아동들과 상호작용은 없었다. 관찰기록은 사회성 훈련 상황에 

관한 기술노트(descriptive note)와 상황에 대한 관찰자의 이해가 포함된 반영적 노트(reflective 

note)로 이루어져 있다(Glesne, 1999). 90분 동안 진행된 모든 프로그램은 녹화되었으며, 녹화자

료는 관찰노트를 기초로 전사하였다. 관찰자는 사회성 훈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호작용과 대

화 내용을 시간과 함께 기록하였고, 반영적 노트에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을 당시 분위기를 반

영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자는 매 회기마다 일지를 작성하여 아동들의 

변화와 반응을 관찰하고 기록하였다. 보조진행자로 참여한 아동학 석사학위과정 대학원생은 회

기마다 아동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칭찬노트를 기록하고, 회기마다 마무리 단계에서 출석한 모든 

아동들에게 칭찬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매 회기마다 아동들은 도착하자마자 한 주 동안 친구들과 있었던 인상 깊었던 일을 그림일기

로 작성하였으며, 그림일기를 작성하면서 프로그램 진행자 및 보조진행자와 한 주 동안의 경험

에 대하여 상호작용하였다. 그림일기와 아동과 진행자 간 상호작용 내용은 모두 분석에 사용되

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아동들이 만든 작품도 사진으로 남겨 연구자료로 사용하였

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공동연구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사, 코딩, 주제의 발견

의 단계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김영천, 1998). 전사 단계에서는 참여관찰 노트, 프로그램 진

행자의 일지, 보조진행자의 칭찬 노트, 비디오 녹화 자료, 아동의 그림일기 등 수집된 자료를 분

석을 위해 회기별로 정리하고 전사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비디오 녹화 자료를 보면서 전사

된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을 체계화하는 코딩 작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또래 간 

사회적 행동과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내용을 체계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코드를 범주화 

하는 주제 발견의 단계를 통해 서로 관련 있는 코드를 비교하여 공통점을 찾고 코드 사이의 연

결과 패턴을 찾아내었다(김영천, 1998).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원화(triangulation)와 동료 검토(peer review or 

debriefing)를 실시하였다(Creswell & Miller, 2000). 자료 출처의 다원화(triangulation by data 

source)를 통해 질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Glesne, 1999), 자료수집 기간 

동안 관찰, 면담, 아동의 그림일기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또

한 동료 검토를 위하여 공동연구자들 외에 교수 1인과 연구방법, 의미, 해석에 대해 논의하였다. 

공동연구자들이 함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의 경험에 대해 편견 없이 객관적인 시

각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여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였다(Lincoln & Guba, 1985).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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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하위주제와 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먼저 최종분석에 사용된 의

미단위 가운데 동일한 의미단위를 묶어서 23개의 의미단위요약을 도출하였고, 의미단위요약들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인 11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하위주제들 중에서 동질적이라

고 판단한 요소들을 묶어서 최종적으로 총 4개의 주제들을 도출하였다(<표 3>). 

<표 3> 연구 참가자의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참가 경험 분석

의미단위 요약 하위주제 주제

모호하고 소극적인 감정표현

수줍음과 정서적 위축

관계형성의 시작

수줍음과 부끄러움

소극적 ․ 수동적인 의사표현

또래 및 주변에 대한 무관심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

맥락에 맞지 않는 일방적 의사소통

공공용품 공유의 어려움
‘나누기’ 및 

‘함께하기’의 어려움
간식 및 개인소지품 나눔의 어려움

활동을 함께 공유하는 것의 어려움

타인의 관심 및 호의를 부정적으로 지각
타인과의 부정적 상호작용

타인에 대한 부정적 언어 표현

임의로 규칙을 바꾸거나 어김
사회적 규칙준수의 어려움

차례를 지키지 못함

분명하고 직접적인 정서 표현

분명하고 직접적인 정서 및 

의사표현하기

정서 및 의사 표현의 

변화
분명하고 직접적인 의사 표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

타인에 대한 관심 표현 주위에 대한 관심 및 

상호작용 증진

친사회성의 변화

공동의 주제에 대한 의사소통

또래 모방 및 활동 공유
협동 놀이하기

협동 놀이

공공용품 및 개인용품 공유 ‘나누기’및 ‘도움주기’ 

등의 베푸는 행동하기자발적인 도움 행동

사회적 규칙 지키기
사회적 규칙의 인식 및 

실천하기 사회적 기술의 변화

사회적 상황에서의 합리적 문제 해결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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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형성의 시작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은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이 대체로 부족하였고, 이

로 인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아동들

의 어머니가 본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된 내재적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다음의 하위주제들을 도출하였다.

1) 수줍음과 정서적 위축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은 대체로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며, 자신에게 사회

적 관심이 주목되는 것을 불편해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발표할 차례가 

되면 참여를 거부하거나 말문이 막히는 듯 우물쭈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사회적 불편감

을 공격적인 방식으로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아동도 있었다. 수줍고 부끄러움이 많은 아동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감정 및 의사를 모호하게 인식하며, 불분명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

았다. 또한 자발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경

우가 많아, 연구자나 보조연구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A는 하고 싶은 말이 생기면 보조연구자에게 주로 귓속말로 이야기하였고, 보조연구자가 이를 대

신 전해 주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하였다. 또한 자신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

는 동안 다른 친구가 대신 말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2회기, 3회기에서 아동 A,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1회기에서 C는 기분이나 감정을 묻는 연구자의 질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미소를 보이며“그냥 

그래요.”라고 대답하였다. 또 차례대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에 참여를 거부하며 순서를 미루다 

마지막 순서에 어쩔 수 없이 소개를 시작하였다.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지지와 많

은 격려를 필요로 하였다. 2회기에서는 C는 가장 처음 프로그램실에 도착하였으나, 먼저 온 친

구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엄마와 함께 있다가 다른 아동이 도착하자 함께 입실하였다.

(1회기, 2회기에서 아동 C, 연구자 일지)

1회기에서 이름표 만들기 활동을 마친 후 차례대로 이름표를 만든 소감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때 D의 차례가 되자 대답을 하지 못하고 수줍은 웃음을 보였다.       

(1회기에서 아동 D,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2)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

  타인과의 사회적 소통 및 상호작용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은 누군가가 옆에 있더라도 마치 아

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A는 주변의 상황

이나 다른 아동들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변 친구들이 서

로 관심사를 공유하며 상호작용하는 동안에도 A는 다른 아동을 쳐다보거나 상호작용에 참여하

지 않고 자신의 관심사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었다. 심지어 타인이 A 자신에 대해 이

야기할 때에도 쳐다보거나 관심을 갖지 않으며, 마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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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에만 몰두하였다. 

연구자가 아동들에게 파일을 보여주며 아동들이 그린 그림 저널을 소중히 보관하겠다고 약속하

였다. A의 파일을 보여주며 “A 것도 여기 있어요.”라고 말하였으나, A는 고개를 들지 않고 자

신이 그리고 있던 그림 저널에 몰두하였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연구자가 “당신은 누구십니

까?”라는 노래를 부르며 아동들의 이름을 확인할 때에도 A는 고개를 들지 않고 이름을 대답하

지 않아 친구들이 대신하여 A의 이름을 말해주었다.

 (2회기에서 아동 A, 연구자 일지) 

  또한 상대방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화의 흐름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것 역시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일반적으로 청자와 화자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자기만의 세계에 몰두하여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가 A에게 “어서 와요. 잘 지냈나요?”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E가 자리에서 일

어나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저 글씨랑 이런 거 완전 웃기죠.”라고 저널을 보여주었다. 연구

자가 이후에 E의 저널을 보며 “이야, E가 이름 쓰는 곳에다가 그렇게 한 번 써보았네요.”라고 

하자 “제가 살고 싶은 년도에요. 99억 99만….”라고 중얼거렸다. 그 후 저널을 쓰고 있는 다른 

아동들을 향해 “야 이거 알아? 이 년도까지 살면 자동차로 은하까지 갈 수 있다. 근데 자동차

로 우주에 못가지?”라고 하였다. 잠시 후 E는 다시 “선생님,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져서 고려대학교지요?”라고 질문하였다. 자리에 앉아 있는 A, C, D, G가 저널 쓰기에 몰

입하다가 “자 없어요?”라는 C의 질문에 ‘자를 대신하여 선을 긋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이

야기를 나누었다. E는 “만약에 저라면 센티미터(cm)를 일 킬로미터(km)로 생각할 거예요.”라

고 맥락에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며 웃었다.    

      (2회기에서 아동 C, 연구자 일지,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3) ‘나누기’ 및 ‘함께하기’의 어려움

  프로그램 초기, 아동들은 함께 사용해야 할 공공용품마저도 ‘내 것’이라고 인지하여 다른 

아동들과 물건을 공유하여 함께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 연구자의 권유에 의해 물건을 함께 

사용하더라도 자신과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아동에게만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놀이 중에서도 확인되어, 아동들은 서로 관심사가 비슷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동을 공유하며, 한 두 명의 특정 또래들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친

밀감이 형성된 관계 이외의 다른 아동이 관심을 보이면 쉽게 활동에 끼어주지 않고 배척하였다.

자유놀이 시간에 B가 가져온 게임 카드를 A와 E가 함께 보고 있었다. C와 G가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자 B가 이를 견제하며 “야! 왜! 저리가! 저리가!”라고 말하며 급히 카드를 정리하였다. 

C와 G는 어쩔 수 없이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1회기에서 아동 B, 연구자 일지)  

연구자가 크레파스를 나누어 주며 두 명씩 짝을 지어 함께 사용할 것이라고 안내하자, G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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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 저는 혼자 쓸 거예요.”라고 두 차례 말하였다. 앞자리에 앉은 E가 “저도요.”라고 말하자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야, 너는 얘랑 같이 써.”라고 하였다. E가 “어차피 너도 혼자 쓸 거잖

아.”라고 하자 G가 “어차피 나는 혼자 써도 돼.”라고 대응하였다.

(2회기에서 아동 E, G,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G가 C, D, E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빠에게 받은 풍선껌이라며 친구들에게 자랑하였다. 친구들

이 풍선껌을 나누어 달라고 하자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D에게만 껌을 주었고, E가 “나도 하나

만 주라.”라고 하자 "얘한테 잘라 달라고 그래.” 라고 하였다. C는 껌을 받지 못했고, E의 반

복적인 요구에 결국 C와 E도 껌을 받게 되고 G는 울상을 지으며 “12개 밖에 안 남았어요. 언

니가 주지 말라고 했는데”라고 하며 책상에 엎드렸다.

(3회기에서 아동 G,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4) 타인과의 부정적 상호작용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동들은 대체로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관심과 인정 욕구가 많은 아

동들이었으나 이를 표현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방식이나 반대로 표현하여 또래들의 호

감을 얻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특히 상대방이 먼저 관심을 나타내며 다가오면 타인의 정서나 

의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경직되거나 부정적인 언어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낮은 정

서조망능력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적절히 행동하는 데 어려움을 갖게 하여 또래관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권세은, 이순형, 2002), 이러한 행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및 소통

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소통의 기회가 차단되는 패턴을 보였다.

간식을 먹는 도중 B가 자리에서 이탈하여 문을 향해 나가는 시늉을 하고 들어오자, 이를 유심히 

쳐다보던 F가 “어디 갔다 왔니?”하고 질문하였다. B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네 똥꼬 갔다 

왔다.”라고 대답하였다.                                

(2회기에서 아동 B,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5) 사회적 규칙준수의 어려움

  본 프로그램에서는 아동들의 사회적 규칙에 대한 인식 및 실천을 돕기 위해 활동 시작 전 활

동 규칙에 대해 한 차례 인식한 후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차례를 

지켜요’라는 규칙이 있었으나, 프로그램 초반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집단의 분위기가 혼란

스럽고 무질서하였다. 특히 프로그램 활동 시에 자신의 차례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

어났는데,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여 차례를 바꾸려고 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칙을 바꾸려고 하는 등의 규칙을 어기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또한 규칙에 따라 제지당하는 경

우 서운함을 느껴 그 이후로는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B는 게임 판 위에 올려 진 동물 말을 들고 D의 동물 말을 거칠게 두드리며 “나야! 나라고! 으

엑!” 하고 의성어를 내었다. 당황한 D가 우는 듯한 목소리로“야~ 왜 그래”라고 말하자 다시 

제자리로 말을 돌렸다. D와 G가 차례로 활동을 수행하자, 또 다시 말을 움직이며 “나야! 랄랄 

랄랄랄라~”하고 흥얼거리며 산만하게 게임 말을 움직였다. 정작 자신의 차례가 되자 주사위는 

던지고 “저는 안 할 거예요.”라고 말하며 활동을 거부하였다. 이후 B는 다른 친구의 순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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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를 가져가며 “주세요!”하고 외쳤다. 또한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앞서가기 위해 두 차례

를 연속하며 “저 한 번 쉴 거예요.”라고 완강하게 자리를 고수하였다. 연구자가 “그런데 B가 

기다리지 않고 빨리 가려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말하자 G가 “이기려고 그래요.”라고 하였

고, 이와 같은 이유가 맞는지 다시 질문하자 B가 고개를 끄덕였다.                       

  (3회기에서 아동 B, 연구자 일지,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활동 준비물인 동물 퍼펫 인형이 책상 위에 진열되자 E는 충동적으로 인형을 만지며 탐색하려고 

하였다. 발표의 차례를 정하고 순서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E는 자신이 마음에 들어 하는 거북

이 퍼펫을 만지기 위해 순서와 관계없이 활동에 끼어들었다. “선생님, 저 할래요. 이제 저 할래

요.”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였다. 

(2회기에서 아동 E,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2. 정서 및 의사표현의 변화: 분명하고 직접적인 정서 및 의사 표현하기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아동들은 정서 및 의사표현에 있어서 개인적인 변화

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프로그램 초반에 아동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유

난히 수줍어하며 소극적이고 불분명하게 자신의 정서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프로그램 후반으로 갈수록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래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에 대

해 자신감 있는 태도로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특히 보조 연구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

를 표현하던 A가 기존의 의존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고, 본래의 마음과 달리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방식으로 반대로 표현하던 B가 직

접적이고 분명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D와 G가 나란히 앉아 D가 가지고 온 스티커를 구경하고 있었다. A가 작은 목소리로 “와, 베리

(스티커의 캐릭터 이름) 많다.”라고 하였고, 곧 “나 베리 주면 안 돼?”라고 D를 향해 작은 목

소리로 말하였으나 D가 듣지 못하였다. 곧 A는 자리에서 일어나 D의 옆에 서서 다시 한 번 

“나 베리 주면 안 돼?”라고 질문하였고, D는 흔쾌히 A에게 베리 스티커를 건네주었다.        

   (8회기에서 아동 A, 연구자 일지,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D, E, F, G는 G가 가져온 스티커를 구경하고 서로 가위바위보를 하며 스티커를 나누어 가지고 

있었다. 이 모습을 B가 지켜보다가 “난 그거(스티커) 안 가지고 싶어. 다른 거 가지고 싶어.”

라고 말하였다.                               

  (7회기에서 아동 B,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자신의 감정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래요.”하며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

던 C역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표현 방법으로 감정을 나타낼 수 있었다. 비록 C의 감정 표현의 

방법은 여전히 다소 미숙하고 공격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프로그램 초기에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모호한 답변으로 회피하려고 하거나, 자기표현에 있어 위축되어있던 모

습과는 차이를 보였다. 미숙한 방법으로나마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C의 행동을 긍정

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화가 났던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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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은 사회인지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구자가 감정온도계를 소개한 후 “어제는 어떤 기분을 느꼈었는지 이야기해 볼까요?”라고 하

며 C에게 감정온도계를 건네자 “나는 어제 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라

고 하였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D가 “화는 몇 점?”하고 묻자 C가 “화는 만점”이라고 하였다. 

연구자가 “화가 났을 때 C는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라고 묻자 C가 “너무 너무 기분이 나빠

서 선생님을 죽이고 싶었어요!”라고 하였다. 연구자가 “어떤 점 때문에 화가 났나요?”라고 묻

자 “왜냐하면,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라고 이유를 말하였다. 

(4회기에서 아동 C,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C는 갑작스럽게 큰 소리로 대답을 하거나, 규칙 판을 읽을 때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는 행동을 

자주 보였다. 이에 연구자가 C에게 “C는 소리 지를 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라고 질문하자 C

는 주저하지 않고 “어, 좋아요!”하고 대답하였다.        

 (6회기에서 아동 C, 연구자 일지) 

3. 친사회성의 변화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아동들의 친사회성에 변화가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다음의 하위주제들을 도출하였다.

1) 주위에 대한 관심 및 상호작용 증진 

  프로그램의 중반에 들어서자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

며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특히, 주위에 대한 관심 없이 자기의 관심사에

만 몰두되어 있었던 아동들에게서 다른 친구의 활동방법을 모방하거나 학습하는 행동이 나타났

다. 이러한 행동은 자신의 관심사에만 몰두하여 주변 상황이나 또래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아동들이 주변 세계를 인식하고 또래에 대한 관심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는 B가 게임 판을 만들겠다고 흰 종이를 잘라 주사위를 만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

다. B가 색연필로 동그랗게 색칠하며 게임 판을 만들고, 연구자가 그려준 주사위 전개도를 자르

는 모습을 보고 같은 방식으로 게임 판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게임 판이 완성되자 A는 연구자에

게 와서 “저도 주사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고, B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위를 완성하였다.    

 (5회기에서 아동 A,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또한 상대방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만의 공상 세계를 표현하였던 E는 다른 아동들과 하

나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의 맥락에 따라 적절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소통하였다. 이때 대화

의 내용 또한 환상이나 수수께끼와 같은 퀴즈에 관한 주제가 아닌 사회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칼라점토를 이용하여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기로 한 시간에 B는 자신의 미래 모습이 아닌 다

람쥐, 달팽이, 도마뱀 등을 만들고 있었다. 반대쪽에 앉아있던 E가 B에게 “B야. 넌 동물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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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사람은 안 만들고?”라고 질문하였고 B는 “그래”라고 대답하였다. E는 “난 사람이나 

동물 같은 거, 살아 움직이는 것보다 음식만 만들 건데. 전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라고 말하였

다. E는 연구자가 예시로 만들어놓은 작품을 보고 “선생님 입(작품) 망쳤어요? 나도 입 어려워

요.”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있던 B가 “나 입 쉬운데. 입이 어렵다고? 입이 어렵다는 애들

은 처음 봤는데.”라고 하자, E는 “어. 왜냐하면 입을 만들어가지고 망칠 수도 있잖아. 입을 잘

못 만들어서 망칠 수도 있잖아.”라고 말하며 대화의 맥락에 따른 적절한 상호작용을 이어나갔

다. 

 (8회기에서 아동 E,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그림 1> 8회기 B의 칼라점토작품             <그림 2> 8회기 E의 칼라점토작품    

2) 협동 놀이하기 

  프로그램 초반에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자유시간을 보냈던 아동들이 중기 이후 서로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고, 자연스럽게 함께 놀이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협동놀이가 나

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아동들은 서로를 모방하며 즐거운 놀이와 정서를 공유하기 시작하였으

며, 상호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촉진시키고 유지하는 행동을 보였다. 한 예로 B가 종이로 도시

락을 만들기 시작하자, 옆에 앉아 있던 또래가 이를 보고 함께 음식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집단

성원 모두가 도시락에 들어갈 음식과 재료를 만들며 완성시키는 협동놀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협동놀이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동작업을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아동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

가시키고 이로 인한 사회적 기술을 촉진시킨다(Johnson & Johnson, 1989). 

쉬는 시간에 B가 종이 도시락에 넣을 반찬들을 종이로 만들며 “지우개 가루가 필요한데?”라

고 다른 아이들을 향해 혼잣말 하듯 이야기 한다. G는 “지우개 가루?”라고 말하며 책상에 지

우개를 문질러 가루를 만들어 냈고, 곧 “지우개 볶음밥 거의 완성된다.”라고 알려주었다. 옆에 

앉아있던 D가 “나도! 비빔밥에 넣을 고추장.”이라고 말하며 종이에 빨간 색연필을 칠하여 고

추장을 만들었고, G는 “여기(종이)에다가? 아~, 비빔밥에 넣을 고추장.”이라고 말하며 고추장 

만들기에 동참한다. E도 종이도시락에 넣을 반찬을 만들어 주었고, F와 C가 왔다갔다 이동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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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의 도시락을 구경하였다. 

(6회기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칭찬 노트)

그림일기를 그리기 시작하던 때에 G가 여러 개의 색연필을 손에 들고 손가락으로 번갈아가며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함께 있던 C, D, E, F가 

이를 재미있어 하며 함께 노래를 이어 부르며 합창하였다. 이후 F는 자신의 그림일기를 소개하

며, “여기 쪽에 한 개, 코카콜라, 이거는 쓴 한방 한약 탕이에요.”라고 소개하였다. 옆 자리에 

앉아있던 D가 F의 그림일기를 바라보다가 F와 같이 ‘코카콜라’를 주제로 그림일기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4회기에서 아동 D, F, 그림일기,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그림 3> 4회기 D의 그림일기              <그림 4> 4회기 F의 그림일기   

   

3) ‘나누기’와 ‘도움주기’ 등의 베푸는 행동하기

프로그램 초반 공공용품마저도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던 몇몇의 아동들은 프로그램 중반

으로 갈수록 공공용품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정의되었고,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간식이나 스티

커, 자신이 만든 소품까지도 또래들과의 친밀함 정도와 관계없이 집단에 속해 있는 모든 아동들

과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 

G가 스티커가 붙어있는 노란 종이를 보여주며 “근데요. 여기에서요. 몇 명이에요?”라고 질문

하였다. 친구들의 자리를 세어본 후 “7명”이라고 하며 스티커를 다시 살펴보았고. 연구자가 

“오늘 친구들을 나누어주려고 가져왔나요?”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대답하며 미소 지었다. 

G는 웃는 표정으로 “이거는 A(남아), 남자들은 이거랑 이거 줄 거예요.”라고 하였다.          

 (7회기에서 아동 G, 연구자 일지, 칭찬 노트)

점토놀이 시 아동들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색깔을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F가 

“누구 이 민트 색 이만큼 남는데 쓸 사람?”이라고 점토를 보여주며 말하자, E도 자신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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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놓은 점토들을 바라보다가 필요하지 않은 색의 점토를 들고 “누구 이 색깔 쓰실 분?”이라

고 이야기 하였다. D는 “나!”라고 손을 들어 이야기 하고 F와 E의 점토를 받았다.             

 (8회기에서 아동 E, F,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아동들이 타인을 포함한 주위 환경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상황에서 또래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사회적 반응을 나타내게 되었다

는 점이다. 이러한 행동은 주위에 대한 아동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외부 세상과 아동 간의 

소통 및 접근 가능성이 향상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친사회성을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

고 자발성에 기초하여 타인을 돕거나 이익을 주는 행동으로 보았을 때(Eisenberg, 1982), 이와 

같은 아동들의 행동에서 친사회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A는 점토의 색을 섞어 갈색을 만든 후 이것으로 다람쥐를 만들고 있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C

가 “갈색이 안 나와.”라며 고민하자, 갈색을 사용하고 있던 A는 “나와. 이런 갈색도 나와. 내

가 해줄게.”라고 말하며 C의 옆자리로 이동하였다.  

(8회기에서 아동 A,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는 스피드 게임에 E와 F가 한 팀이 되어 참여하였다. ‘춤추기’

행동을 소개해야 할 때 F가 쑥스러워 하며 가만히 서있자, B가 자리에서 일어나 “랄랄라 랄랄

라(양 손과 몸을 흔들며). 이거야.”하고 힌트를 주었다. F가 “춤추는 거?”라고 이야기 하자 B

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5회기에서 아동 B,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4. 사회적 기술의 변화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됨에 따라 아동들의 사회적 기술에서의 변화가 나타내기 시작하

였다. 이러한 변화를 바탕으로 다음의 하위주제들을 도출하였다.

1) 사회적 규칙의 인식 및 실천하기

  프로그램의 중반으로 갈수록 아동들은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규칙에 대해 서서히 인식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안전상의 이유로 실내에서 뛰어다니거나 심한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그러한 행동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아동들이 규칙의 중요성을 인

식해감에 따라, 규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집단 안에서의 사회적 규칙에 대한 인식과 이행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D가 가져온 젤리를 다 같이 나누어 먹기 위해 모든 아동들이 공평한 개수로 젤리를 나누고 있

었다. B는 원래 가져가야 할 개수보다 한 개를 더 가져갔는데, 연구자가 한 개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우리는 한 개씩만 더 가져갈 거예요.”라고 말하였다. B는 어떻게 해야 할지 주저하다

가 연구자가 한 번 더 규칙에 대해 이야기 한 후 기다리자 젤리 한 개를 내려놓았다.        

(5회기에서 아동 B, 연구자 일지)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1권 제1호

- 346 -

2)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아동들은 다양한 갈등과 사회적 문제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프로그램 초반에는 연구자에게 의존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이르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프로그램의 중반으로 갈수록 아동들은 연구자에게 의존

하는 경향이 줄어들었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기술을 주어진 사회적 상황에서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고, 개인적으로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때(Combs & Slaby, 1977), 아래와 같은 상호작용 

과정을 이전의 사회적 상황에서의 무질서했던 모습과는 상반되는 사회적 기술이 반영된 상황으

로 이해할 수 있다.   

F가 불빛을 비추면 엘사(‘겨울왕국’영화 캐릭터)가 나타나는 장난감을 가지고 왔다. F는 G에

게 “G야 이리 와봐.”하고 말한 후 장난감을 소개하였다. E가 “나도 볼 수 있어?”라고 다가

갔지만 보지 못하자 F가 “G 다 하고 E하게 하려고.”라고 하였다. G는 곧 “E야 이리와.”라고 

불러 E와 함께 불빛을 켜보았다. 곁에 있던 D가 "나도 할래.”라고 말하자, G와 F가 “그 다음 

E야. 그 다음 E라고.”라고 하며 차례를 지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가 다 본 후 D도 볼 수 있

도록 서로 서로 장난감을 전해주었다.           

(6회기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칭찬 노트)

단체사진을 찍는 활동을 앞두고 연구자가 아동들에게“우리 친구들 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줄건 

데 어떻게 찍으면 좋을까?”라고 질문하였다. B는 “키 작은 애는 일어서고요, 키 큰애는 앞에 

서서 쭈그리고 앉으면 되잖아요.”라고 하고,  D는 “키 큰애가 뒤에 서고 키 작은 애가 앞에 

서면 되잖아.”라고 반대로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B는“아 그러네.”라고 호의적인 반응을 보

였다. 이후 B는 “얘는 키 크고, 얘는 키 작고.”라고 말하고 D는 “까치발은 반칙”이라고 하며 

서로 간의 규칙을 정하였다. 

 (7회기 참여관찰 노트 및 전사본)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질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학령기로의 전환과정

에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에게 본 프로그램이 갖는 심층적이고 질적인 의의가 어떠한 것

인지에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은 김민정(2008)의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위해 수정·보완한 것으로, 인지-행동적 이론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학교적응 및 친사회적 행동의 증진을 위해 16개 활동으로 구

성되고 매주 한 회기씩 총 8회기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90분/회기)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메타연구이기는 하지만, 유아의 사회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9주 이상의 프로그램보다 8주 이

하의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권정윤 등, 2010)에 기초하여, 유아기에서 학령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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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8주 이내의 프로그램으로 개발하

였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 및 회기 구성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들이 

특정한 기법을 사용하거나(김현정, 2004; 이영애, 2002; 이재윤, 2004; 최영옥, 2003), 회기의 내용

이나 순서에 있어 그 이론적 근거 및 단계의 체계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인지-행동

적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의 단계를 체계화한 연구들(김민정, 2008; 도현심 

등, 2003; 2006; 박경애, 2006)이 아동의 또래수용이나 사회적 기술의 변화에 긍정적이라는 결과

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인지-행동적 접근을 토대로, 인지, 정서, 행동의 변화단계

를 거치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자기 및 타인이해와 자기주장 및 협력과 같은 사회적 기술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타인에게 표현하고, 타인

의 정서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들(김민정, 2008; 이영애, 2002)과도 일

치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며 표현하는 능력을 강조하였

는데, 이를 통해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조망능력이 생겨나면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더욱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Goleman은 그의 저서에서 인생에서의 성공에 

지능지수(Intelligence Quotient; I.Q.)는 20% 내외의 영향을 미칠 뿐, 정서지수(Emotional Quotient; 

E.Q.)의 영향이 더욱 크다고 보고, 한 사람의 성공을 예측하는 데는 지능검사나 학력검사에 의

해 측정된 지적 능력보다는 마음의 특성이 더 유용하다고 보았다(Goleman,  Boyatzis, & McKee, 

2013). 즉, 지능지수(I.Q)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감정의 

이해, 자기감정의 조절, 동기화, 타인의 감정이해(공감), 타인과의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등과 관

련된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정서지능이 높은 아동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

하고, 이해하는 능력과 함께 감정조절과 자기 동기화의 능력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여겨지는 돕기, 나누기, 위로하기, 보살피기, 협조하기 등의 친사회적인 행동을 더욱 발

달시키게 되며, 이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본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정

서표현,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의 향상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본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진행자가 보이는 긍정적인 모델링이나 적극적 경청 및 공감적 의사소통의 역할

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동상담을 전공한 진행자들의 공감적 의사소통을 통해 

아동들은 자신의 정서가 수용되고, 지지 받는다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자신감 있게 자신의 감

정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주변 또래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공유하며, 협동하여 

놀이하는 등의 친사회성에서의 변화를 보였다. 프로그램 초기에 자신의 관심사에만 몰두하던 아

동들이 친구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또래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는 상호작용에 적극적인 관

심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없거나 또래와의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자적인 행동을 하던 아동들이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또래에

게 관심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친구가 힘들어 하는 

문제를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고, 집단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동놀이가 증가되었다. 이

러한 협동놀이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협동작업을 수행하는 경험을 통해 아동들 간의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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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더욱 촉진시키게 된다(Johnson & Johnson, 1989). 이러한 결과는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시도와 친사회적 행동의 출현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중재 연구

들(김민정, 2008; 박진재, 이은해, 2002; 박찬옥, 황소영, 2012)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다. 또

한, 1980-2000년에 수행된 총 26편의 사회적 기술 훈련 연구들을 분석한 연구결과(유연수, 이양

희, 2001)와도 유사하다. 이 연구들은 만 5-12세의 범위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또래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친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미미한 효과에서부터 강력한 

효과까지 그 결과와 범위는 다양하였지만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거나 수용도가 낮은 아동

들이 또래에게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긍정적인 결론을 얻었다. 이

와 유사하게, 본 프로그램에서도 또래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는 등의 친사회적 행동을 향상시

키기 위해 나와 타인에 대한 인식, 자기주장과 함께 ‘우리’라는 개념을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또래들과의 대집단, 소집단 및 짝 활동 등을 경험함으로써, 혼자가 아닌 또래

에게 관심을 보이고 협력하는 등의 친사회적인 행동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행동은 진행자의 

격려와 칭찬을 통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규칙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능력과 사회적 문제 해결하기 및 의사소통능력이 향상

되었다. 먼저, 초등학교 1학년은 유아교육기관과는 다른 초등학교 교실 환경에서 수업하는 것에 

대한 적응, 학교의 규칙과 질서에 대한 적응, 정해진 일에 대한 적응, 교사의 지시나 요구에 대

한 적응 등이 중요한 시기로(정대현, 2006), 본 프로그램을 통해 대부분의 아동이 스스로가 지켜

야 할 규칙을 인식하는 수준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모습이었으며, 이를 통해 학교

환경에 점차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볼 수 있었다. 즉,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동은 

주의 깊게 듣기, 지시 따르기, 결과 받아들이기 등의 내용을 연습함으로써, 규칙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차례를 지키게 되었으며, 규칙을 임의로 변경하는 모

습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하여 문제해결력이 증가되었으며, 이 과

정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Spivack과 Shure의 연구에 따르면, 적응을 잘 

하는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대인과 관련한 사회적 기술을 발휘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다양한 대인 관련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얼마나 다양하게 생

각하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다고 보았다(이경숙, 2009, 재인용). 특히, 본 프로

그램의 진행 과정에서 또래들과 함께 상호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들을 많이 경험하였

으며, 이와 관련한 연습의 경험들이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해보면, 본 연구의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정

서인식 및 표현에서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친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본 연구에

서 살펴본 아동의 상호작용이나 변화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 아동의 그림일기가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프로그램 진행 환경에서의 연구자 및 관찰자에 의한 관찰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추

후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학교나 다른 외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및 사회적 관계를 함

께 고려함으로써 실생활에서의 변화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의의를 가진다. 첫째, 기존의 다양한 사회

적 기술 훈련 프로그램들이 주로 유아기에 집중되어 있고(박경희, 이진희, 2011; 이태영, 강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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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드문 실정에 유아기에서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전

환기에 속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적응을 위한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 검증에 기초한 양적 연구방법에 의존한 점(예: 박혜란, 2010; 박희애, 2010; 변

미진, 박지연, 2013)과 달리, 본 연구는 양적 연구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과정 중에 

나타나는 아동들의 변화과정이나 참가한 경험에 대한 내용을 질적 분석 과정을 통해 심층적인 

의미를 탐색하고자 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아동 행동의 질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녹화자료, 진행자, 관찰자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평가 자료를 이용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비디오 녹화 및 전사자료, 주 진행자의 일지와 보조 진행자의 칭찬노트, 프로

그램 진행자 외에 관찰자 2인의 관찰노트 및 아동 그림일기 등의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다각적

인 측면에서 질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노력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정서인식 및 표현 증가, 친사회적 행동 증가, 긍정적인 사

회적 기술의 변화 등에 효과적이었을 뿐 아니라, 유아기에서 초등학교 1학년 전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규칙에 대한 이해 및 집단에 대한 소속감 등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초

등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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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study was to develop a social skills training program for improving

early school-age children’s social behaviors and to investigate its effectiveness by observing their

experiences on the program with a qualitative method. Data were collected from 7 children using

observer’s descriptive notes and reflective notes, compliment notes by assistant leader, program

leader’s weekly journals, children’s weekly journals, and video recordings. Four theme categories and

11 sub-lower categories emerged. Theme categories were (1) relationship building, (2) changes in

emotional expressions, (3) changes in prosociality, and (4) changes in social skills. This study

observed early school-age children’s positive changes in social behaviors and emotional expressions

through the social skills program.

▶Key Words : social skills training, social behaviors, qualitative study, early school-age child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