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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성, 일상스트레스와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

이 연구의 목적은 동작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 정서표

현동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써 유아의 정서성, 일상스트

레스와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개별 회기 당 30분으로 구

성된 총 16회기의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정서표현동작프

로그램의 주제는 긍정과 부정 정서 측면에서 설정하였으며, 표현동작의

내용은 정서이해, 정서표현, 정서조절의 하위 목표에 따라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부산시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2곳의 4개 학급, 5세 유아 총 69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69명의 유아를 실험집단 2개 학급의 36명과 통제집단

2개 학급의 33명으로 나누어 실험집단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표현동작프

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사전·사후 검사는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성과 일상스트레스 및 심박변이도와 뇌파를 비교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하여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실시 유무에 따른 유아의 정서성,

일상스트레스와 생리적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정서성은 교사용 질

문지를 이용하여 유아의 담임교사를 통해 평가하였고 일상스트레스는 연

구자가 일대일 개별면접 방식으로 측정하였으며, 심박변이도와 뇌파는

전산화 폴리그래프 시스템 기기를 이용하여 유아가 눈을 감은 상태의 안

정 시 5분을 측정하였다.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공변량분

석을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정서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

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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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아는 긍정 정서성이 유의하게 향상되고 부정 정서성이 유의하게 감

소되었으며, 부정 정서성 가운데서도 특히 분노/좌절, 슬픔 정서성이 유

의하게 감소하였다.

둘째,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일상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

는 일상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일상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특히 통제와 자원의 부족,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 가족관계 영역의 일상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셋째,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생리적 반응을 긍정적으로 변

화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는 심박변이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실험집단 유아는

안정 시 교감신경 활성도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유

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부교감신경에 대한 교감신경 활성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는 뇌파가 긍정적

으로 변화하였다. 실험집단 유아는 안정 시 상대알파파의 활성도가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며, 베타파에 대한 알파파의 활성도가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

이 연구는 동작이 정서를 표현하고 유발하는 속성을 지녔음을 입증

하였다. 이러한 표현동작의 속성을 활용하여 개발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

램은 유아들에게 긍정 정서를 유발하고 부정 정서를 순기능적으로 변화

시키며, 일상스트레스와 생리적 반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아울

러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효과를 정신과 신체의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는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정서표현동작프로

그램은 유아의 사회적응능력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정서성, 일상스트레스,

생리적 반응, 심박변이도, 뇌파

학 번 : 2012-3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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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 제기

인간은 자극에 대하여 저마다 다르게 경험하고 반응하여 나타낸다.

개인에 따라 같은 자극이 주관적으로 다르게 지각될 수 있으며, 다양한

반응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개인이 정서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강도의

차이인 정서성(Eisenberg & Fabes, 1992)은 스트레스 및 성격특성과 밀

접한 관련이 있으며(Eaton, Collings, D’Agati, Moore & Kellar, 2007;

Lazarus, 1993; Mroczek & Almeida, 2004; Pervin, 2003),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 정서는 표출되

고 행동으로 드러나려는 경향성을 지니기 때문에(Frijda, 1986), 유아가

경험하는 정서와 스트레스는 내면의 심리적 안녕뿐만 아니라 외면적으로

발현되어 행동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유진·김영희, 2009; Eisenberg

et al., 2001; Kim, Walden, Harris, Karrass & Catron, 2007; Rydell,

Berlin & Bohlin, 2003). 유아의 정서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서성이 유

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부정적 정서성이 유아의 적응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직접 모색해 본 연구는 찾

아보기 힘들다.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분리된 영역으로 보는 것

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보는 소매틱스 이론

(이행원, 2003)은 유아들이 신체 움직임을 통해 내면의 정서를 나타낼 수

있음을 말해준다. 소매틱스 이론에 의하면 유아의 정신 작용과 신체의

움직임은 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동작을 통한 정서의 표현은 유아

의 심리정서적 영역 및 신체 생리적 측면 모두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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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박변이도와 뇌파는 신체의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의 변화를 대

표적으로 반영하며,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심리적 건강 및 사회정서행동

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심도현·이순형, 2005; 심준영, 2004;

Calkins & Fox, 2002; Calkins, 1997; Hinrichs & Machleidt, 1992;

Stifter & Fox, 1990; Thompson & Thompson, 2007). 심신 통합적 관점

에서 유아의 적응적인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심리 정서적 측면과 신

체 생리적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작의 표현적 가치에 중점을 둔 표현동작(expressive movement)1)은

유아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을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Fauman,

1983; Mayesky, 2011; Rink, Hall & Williams, 2010)으로 정의된다. 이러

한 개념을 바탕으로 선행 표현동작프로그램의 내용은 유아에게 친숙한

동물, 사물, 자연환경과 같은 생활주제를 유아가 동작으로 나타내는 것으

로 구성되었다(김세루·김명화, 2012; 김은심, 1995; Jay, 1991; Lai Keun

& Hunt, 2006; Lobo & Winsler, 2006). 이러한 표현동작프로그램에서는

유아들이 생활주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얼마나 창의적으로 표현하는가

에 중점을 둔다.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들은 동작이 지니는 정서 표현성

의 기능을 간과했다. 동작은 인간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일차 수단

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언어와 동작을 통해 자신의 상태와 의사를 표

현하며, 의사소통의 90%는 얼굴 표정, 동작을 포함하는 신체 언어에 의

해 이루어진다(Burgoon, Guerrero & Floyd, 1989). 특히 언어를 조직적

으로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능숙하지 않고 끊임없는 움직임을

1) 현재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표현동작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신체표현활

동, 동작활동, 동작교육, 움직임과 춤, 창의적 동작, 무용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현동작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무용을 포함한 신체 움

직임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Laban(1963)의 정의에 따라, 혼용되고 있는 다양한

유사 용어를 표현동작으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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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주변 세계를 탐색하는 유아들에게 동작은 자신의 내면을 나타내

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유아들은 동작의 기본요소인 힘, 방향, 속도, 높

낮이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며, 행복, 화남, 슬픔, 두려움의 정서를 동작

으로 표현할 수 있다(Boone & Cunningham, 2001). 이는 유아들이 동작

이 지니고 있는 정서 표현의 기능을 알고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에 표현동작프로그램들은 생활주제에 대한 유아들의 창의적인 표

현에 중점을 두어 유아들이 프로그램의 시행으로 인해 창의성과 표현력

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었는가에 주목하였다(김태주·신나리, 2013; 백성

희·이혜은, 2006; 이은희, 2009; Jay, 1991; Lai Keun & Hunt, 2006). 표

현동작 활동을 통해 언어, 도형, 신체 영역에서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등의 유아의 창의적 사고력을 향상시켰는가, 제시된 주제를 다양하고 적

합하게 표현하는 능력인 신체표현능력을 향상시켰는가에 초점을 맞춘 것

이다. 한편, 활동 내용에 있어서 정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표현동작프로

그램이 유아의 정서와 관련된 심리적 반응에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가

는 주목하지 않았다.

정서표현의 심리적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부정 정서의 차원에 따라

이견이 제시되었다. 동작이 정서를 상기하고 유발한다는 James(1884)의

관점과 긍정적 정서의 표현은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

다는 Izard(1971)의 관점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유아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부정 정서의

경우 정화(catharsis) 이론에 의하면 부정 정서를 표출함으로써 억압되었

던 부정정서가 발산되고 해소되는 긍정적인 측면(Breuer & Freud,

1893)이 있는 반면, 부정 정서를 강화시켜 우울이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Jerome & Liss, 2005; Kraemer &

Hastrup, 1988). 따라서 유아가 정서를 표현하는 동작활동을 고려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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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정서 표현의 경우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

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 때 유아가 부정 정서를 표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정적인 정서가 감소되는 경험을 상기하고 동작으로 표현

해 보는 활동을 하도록 표현동작 내용을 구성함으로써 부정 정서 표현에

따른 심리적 반응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렇게 구성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실제로 유아의 정서에 긍정적인 변

화를 나타내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부정 정서에 대한 대응 관점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동작활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정서초점적 대처 방략이 될 수 있다. 정서

는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Lazarus, 1993; Mroczek &

Almeida, 2004; Pervin, 2003)에 정서 표현과 운동을 포함한 신체활동과

같은 방법은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정서초

점적 대처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Kalat & Shiota, 2007). 오늘날의 유아

들은 과거에 비해 더욱 빠른 성장과 발달을 강조하는 부모의 태도와 사

회적 분위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다(Henniger, 1995). 특히 한

국은 성취 결과를 강조하는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유아기부터 자녀들에게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을 통한 성취를 기대하고

있다. 만 5세의 유아 중 93.5%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방과후 특별활동,

학원, 학습지 등의 과외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과외활동을 3가지 이상

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다고 한다(박영양·이성희, 2004). 이러한 과도한

과외활동은 유아의 일상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정

원·이정아, 2002; 박영양·이성희, 2004; 홍은자·김희진, 2003). 또한 맞벌

이 가정의 증가와 무상보육 정책으로 인하여 유아들은 영아기부터 보육

기관에서의 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유아들의 70% 이상이 교육기관에서

교사와 친구와의 상호작용, 부적절한 환경, 건강, 격리, 활동상황에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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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정수, 1996; 송지나, 2016;

Watamura, Donzella, Alwin & Gunnar, 2003). 게다가 기관 재원시간이

긴 유아들은 더욱 높은 스트레스를 보였다(김정화·이재연, 2011). 따라서

유아의 일상스트레스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아의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

안으로는 정서초점적 대처방법의 유용성이 제기된다. 유아들은 스트레스

의 원인을 파악하여 변화시키기 어렵고, 스트레스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Chandler, 1987)에 정

서표현과 신체활동을 통한 정서초점적 대처방법은 유용할 수 있다.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신체 생리적 반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된다. 정서 및 스트레스와 신체적 반응은 관련이 있기 때문

이다(Kalat & Shiota, 2007). 정서상태는 자율신경계에 직접 반영되어,

강렬한 기쁨이나 공포와 같은 각성 상태에서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심장박동, 호흡속도, 혈압 등이 증가하는 반면 소화기 계통의 활동은 억

제된다. 반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이완된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계가

우세하게 작용하여 심박수와 호흡의 속도 및 혈압이 감소하고 소화기 계

통의 활동이 항진된다(Kalat & Shiota, 2007; Sherwood, 2015). 심리상태

의 변화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변화는 심박변이도에 의해 측정될 수 있으

며, 신체활동은 심박변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l-Ani, Munir, White, Towned & Coote, 1996; Buchheit, Platat,

Oujaa & Simon, 2007; Goldsmith, Bloomfield & Rosenwinkel, 2000;

Nagai, Hamadam, Kimura & Moritani, 2004; Soares et al., 2012). 그러

나 어떠한 신체활동이 심박변이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해

서는 일치된 합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중, 고강도에 해당하는

보다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에 대한 유용성이 제기되었으며(Al-An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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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07; Soares et al., 2012),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신체활동의 효과성

이 제안되기도 하였다(Goldsmith et al., 2000; Nagai et al., 2004). 그러

나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부교감신경 활성에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Boutcher & Stein, 1995), 심박변이도는 신체활동 수준의 양과 비례하여

향상되지 않는다는 보고 또한 있었다(Melanson, 2000). 한편, 성인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서적 요소를 포함한 표현동작활동이 심박변이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어(김인숙·김도형·이경희, 2010), 정서적 요소를

고려한 표현동작활동의 심박변이도 변화에 대한 유용성이 제기된다.

정서표현동작활동으로 인한 생리적반응의 변화는 중추신경계의 뇌수

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서상태는 대뇌 피질의 전두엽 영역에서의

활성화와 관계가 있으며(Chugani, 1998; Davidson, Pizzagalli, Nitschke

& Putnam, 2002; Hamann, Ely, Hoffman & Kilts, 2002; Kensinger &

Schacter, 2006; Light et al., 2009; Nitschke et al., 2004), 활성화된 뇌

신경의 작용은 뇌파로 구분하여 측정될 수 있다(Sherwood, 2015). 뇌파

중 알파파의 활성도는 심리적 불안과 부적 관계가 있으며, 긍정적 정서

와는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wn, 1970; Hardt &

Kamiya, 1978; Kamiya, 1969). 또한, 베타파 활성도의 증가는 불안, 스트

레스와 관련이 있다(Hinrichs & Machleidt, 1992; Thompson &

Tohmpson, 2007). 신체활동으로 인한 안정 시 알파파 활성의 증가가 확

인되었다(남효순, 2012; 류분순, 2009; Arambula, Peper, Kawakami &

Gibney, 2001; Oda, Matsumoto, Nakagawa & Moriya, 1999; Lardon &

Polich, 1996). 이들 선행연구들은 신체활동이 평상시의 심리적 안정 상

태에 도움을 준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체활동이

뇌파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체활동의 강도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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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신체이완 활동(Arambula et al., 2001), 중강도의 수중운동(Oda et

al., 1999), 고강도의 장기간 운동(Lardon & Polich, 1996)에서 안정 시

알파파의 증가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안정 시 알파파의 활성을 증가시키

는 신체활동을 운동 강도 측면에서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작을 통한 부정적 정서표현과 자기발견을 주요 내

용으로 한 무용동작 프로그램에서도 뇌파의 변화가 나타났다(류분순,

2009). 유아를 대상으로는 뇌체조, 협동게임, 전통놀이를 이용하고 교수

과정에서 부정적 정서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도록 환경을

조성한 신체활동프로그램에서 안정 시 알파파의 증가가 나타났다(남효

순, 2012).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찰해 볼 때 뇌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신체활동을 규명함에 있어서 신체활동의 강도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정서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작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는 활동이 뇌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며,

활동 내용을 부정 정서 표현뿐만 아니라 긍정 정서가 유발되도록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동작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는 활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정서표현동작

프로그램을 고안하고, 이를 유아에게 적용하여 정서와 스트레스 및 생리

적 반응 측면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서표현동작

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라서 유아의 긍정·부정 정서성, 일상스트레스,

심박변이도와 뇌파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

에게 미치는 효과를 정서성, 일상스트레스와 생리적 반응 측면에서 검증

하고자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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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이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에서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서표현동작의 효과에 관한 이론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고, 정서표현동

작과 정서성, 일상스트레스, 생리적 반응(심박변이도, 뇌파)의 관계와 관

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했다.

1. 정서표현동작의 효과에 관한 이론적 관점

동작(movement)은 신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것이다

(Laban, 1963). 동작은 <표Ⅱ- 1>과 같이 무엇을, 어디로, 어떻게, 누구

또는 무엇과 움직이는 가를 기준으로 ‘신체(body)’, ‘공간(space)’, ‘노력

(effort)’, ‘관계(relationship)’의 기본요소로 구성된다. ‘신체’는 움직임의

도구로서 머리, 팔, 다리 등의 신체 각 부분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좁은, 넓은, 둥근 등의 신체 형태를 탐색하고 발견하는 것

이다. ‘공간’은 자신의 신체를 기준으로 다른 이들과 부딪치지 않고 신체

각 부분들을 움직여 볼 수 있는 자기공간과 다른 유아들과 함께 공유하

며 움직일 수 있는 일반공간으로 구성됨을 체득하는 것이다. 또한, 움직

임을 통해서 높·낮이 등의 수준, 직선과 곡선 등의 경로, 가깝고 먼 거리

등의 범위 요소를 경험하는 것이다. ‘노력’은 움직임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시간, 힘, 흐름으로 구성된다. 유아는 빠름과 느림 등의 시간 요

소와 강함과 약함의 힘, 연속과 불연속의 움직임으로 진행되는 흐름의

요소를 경험할 수 있다. ‘관계’는 움직일 때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의 개

념으로, 대표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와 사물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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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동작을 하면서 이끌기, 따르기, 만나기, 헤어지기

등의 내용 요소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유아는 동작을 하면서 협동적이

거나 경쟁적일 수도 있으며, 문제해결 능력이 필요할 수 있다(Rink et

al., 2010). 사물과의 관계는 움직임에 있어 다양한 사물을 활용하여 위,

아래, 관통 등의 관계 요소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bels &

Bridges, 2010; Gabbard, 1988; Rink et al., 2010; Sanders, 1992).

동작은 표현동작(expressive, creative movement)과 기능동작

(functional movement)으로 구분된다. 표현동작은 무용을 포함하여 자신

의 경험, 생각, 느낌,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목적을 두며, 기능동작은 운

동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둔다(Abels

& Bridges, 2010; Laban, 1963). 즉,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표현동작은

유아들이 신체 움직임을 통해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Fauman, 1983; Mayesky, 2011; Rink et al., 2010). 표현동작은 유아의

여러 발달영역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Ⅱ-2>에서

보듯이 표현동작은 유아의 기본동작능력을 발달시키고(김세루·김명화,

2012; 김은심, 1995; 백성희·이혜은, 2006; 오세경, 2012), 언어 발달

(Furth, 1970)과 공간 지각 능력(Hoffman, Young & Klesius, 1981)을 포

함하는 인지적 영역의 발달을 돕는다(오세경, 2012). 또한, 표현동작은 개

별 유아의 생각과 느낌에 대한 자신만의 표현을 강조함으로써 창의성과

신체표현력을 향상시키고(김은심, 1995 김태주·신나리, 2013; 백성희·이혜

은, 2006; 오세경, 2012; 이은희, 2009; 장완수·최미숙, 2012; Jay, 1991

Lai & Hunt, 2006), 신체이미지 및 자아개념의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오지은·이순형, 2015; 장완수·최미숙, 2012). 또한, 자신의 감정

을 동작을 통해 나타내는 표현동작은 유아의 사회정서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규수·홍정선·안연경, 2004; 김세루·김명화, 2012; 장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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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숙, 2012; Lobo & Winsler, 2006).

개념 기준 하위요소 움직임 요소

신체
무엇을

움직이는가

신체부분

머리, 눈, 코, 입, 귀, 목, 가슴, 배, 허

리, 등, 어깨, 팔, 팔꿈치, 손목, 손,

손가락, 엉덩이, 다리, 무릎, 발목, 발,

발가락, 발뒤꿈치

신체형태 좁은/ 넓은, 둥근, 꼬인, 대칭/ 비대칭

공간
어디로

움직이는가

장소 자기공간, 일반공간

방향
위/아래, 앞/뒤, 오른쪽/왼쪽, 시계 방

향/시계 반대 방향

수준 높게, 보통, 낮게

경로 직선, 곡선, 지그재그

범위 가깝게/멀게

노력
어떻게

움직이는가

시간 빠르게/느리게, 가속, 갑자기/지속적인

힘 강하게/약하게

흐름 불연속/연속

관계

누구/

무엇과

움직이는가

사람
이끌기/따르기, 만나기/헤어지기, 조

화로운/대조적인

사물
위/아래, 가까이/멀리, 앞/뒤/옆, 주변

을 돌아/관통한

(Abels & Bridges, 2010; Gabbard, 1988; Rink et al., 2010; Sanders,

1992)

<표Ⅱ- 1> 동작의 기본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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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유형 효과

생물,사물,

사건,현상

표현

정서

표현

동작의

기본요소
모방적 창의적

동작(운동)

능력

신체

표현력
창의성 인지

자아

개념

사회적

능력

정서지능

(조절)

김규수 외(2004) ○ ○ ○ ○

김세루·김명화(2012) ○ ○ ○ ○ ○

김은심(1994) ○ ○ ○ ○ ○ ○ ○

김태주·신나리(2013) ○ ○ ○ ○

백성희·이혜은(2006) ○ ○ ○ ○ ○ ○

오세경(2012) ○ ○ ○ ○ ○ ○ ○

오지은·이순형(2015) ○ ○ ○ ○ ○

이은희(2009) ○ ○ ○ ○ ○ ○ ○

장완수·최미숙(2012) ○ ○ ○ ○

Jay(1991) ○ ○ ○

Lai & Hunt(2006) ○ ○ ○ ○ ○

Lobo & Winsler

(2006)
○ ○ ○ ○ ○

<표 Ⅱ- 2> 유아 표현동작관련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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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동작의 개념적 정의와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지금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된 표현동작의 내용은 <표Ⅱ-2>와 같이 생물과 사물 및

사건과 현상을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아의 생각을 동작으로 나타

내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즉, 동물, 교통수단, 자연현상, 이야기

와 같은 생활주제를 선정하여 이를 동작으로 표현하는 내용이다. 한편,

유아의 정서 표현에 대한 내용을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어 선행 연구들

이 표현동작의 정서 표현의 기능에 대해 무관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서표현동작이 부정적 정서와 스트레스 등의 억압된 감정 해소에 미

치는 효과는 카타르시스(catharsis)2) 이론의 관점으로 설명된다. 카타르

시스는 종교적으로는 정화(purification), 의학적으로는 배설(purgatio)의

의미로 사용된다. 카타르시스론에서는 정신적으로 내재된 부정적인 감정

을 드러내어 직접 다루어 배설하는 것이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심리적 기제이다(Fowlie & Warry, 1964). 즉, 개인이 정서적으로 불편하

고 고통스러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배설함으로써 해방감과 안정감

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면서 정서상 균형이 이루어진다.

Freud(1856-1939)는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갈등은 무의식에서 계속 영향

을 미쳐 육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히스테리를 일으킨다고 보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심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카타르시스 이론을 적용

하였다(Breuer & Freud, 1893). 히스테리 증상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억

압된 감정으로부터 야기되는데, 억압된 감정을 의식화하고 충분히 표현

하여 방출함으로써 정서적으로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Kalat & Shiota, 2007; Liebert & Liebert, 1998). 이러한 관점은 정서

표현을 강조한 후속 연구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Pennebaker와 그의 동

2) 카타르시스의 개념은 Aristotelēs(B.C. 384-382)가 시학의 비극론에서 언급하

면서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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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1988)의 연구에서는 자신이 겪었던 외상경험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정서를 표현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신체·심리적 고통이 완

화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정서는 행동 성향과 관계가 있으며(Frijda,

1986), 억압되어 있는 정서가 적절히 배출되지 못할 경우 부정적인 행동

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반사회적 행

동과 관계가 있으며(Rothbart, Ahadi & Hershey, 1994),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내재된 분노를 공격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이승

은, 2010). 또한, 청소년기에는 자살시도의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이어지

기도 하였다(Kerr et al., 2007).

한편, 카타르시스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이 제기되었다.

Platon(B.C 427-347)은 비극은 인간의 부정적인 정서를 북돋아 이성적인

생활을 방해하므로 개인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겨서 이성을 회복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이정학, 2000, 재인용).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하여 다루

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정서를 고양시키므로 감정을 억제하여 평정 상

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Roberts(1984)는 감정을 억제하여 부정 정서가 표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일시적 효과가 있을 뿐이며 궁극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고 하며 Platon

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또한, 후속 연구에서도 장기간 정서표현을 제한한

행동억제는 우울, 불안, 신체화 증상을 포함하는 심인성 질병의 한 요인

으로 지적되기도 했다(Beutler, Engle, Oro-Beutler, Daldrup &

Meredith, 1986; Larson & Chastain, 1990; Pennebaker & Chew, 1985).

최근에 신체에 대한 소매틱스(somatics) 이론의 관점에서는 무용을

포함한 표현동작에서 카타르시스 이론을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하여

개념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소매틱스는 인간의 몸에 대하여 기존의 심

신 이원론에서 주장하는 육체(肉體)의 관점이 아닌, 자신에 대하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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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관적인 과정으로서의 신체(身體)의 관점에서 본다(이행원, 2003).

즉, 심신이원론(心身二元論)에서는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독립적인 영역

으로 간주함으로써 신체활동은 신체적 기능과 건강 향상을 목적으로 한

다. 반면, 소매틱스 이론에서는 신체와 정신을 통합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작용으로 본다(Eddy, 2009). 인간은 신체를 움직이며 자신의 의도와 행

동이 일치된 존재, 마음과 몸이 일치된 존재로서 자신을 체감할 수 있다

(Fraleigh, 1996). 이러한 소매틱스 이론의 관점에서는 표현동작활동을 통

해 신체 외형을 변화시키거나 기본동작능력을 단련하는 것에 목적을 둔

신체의 교육(education of the physical)에서 벗어나 정서적 영역에 목적

을 두는 신체를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이 가능하다

(이행원, 2003). 소매틱스의 관점은 표현동작을 통한 정서적 가치에 접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정서표현동작에 따른 심리적 반응에 변화

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인간을 심신이 통합된 전일적(wholeness) 존재의 개념으로 보는 소매

틱스 이론의 관점은 자신의 내적 정서를 표현하는 활동에 따른 신체의

생리적 반응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안정, 흥

분, 공포와 같은 정서적 상태는 자율신경계 및 중추신경계 반응의 억제

및 활성과 관련이 있으며(Kalat & Shiota, 2007; Sherwood, 2015), 심리

적 스트레스는 두통, 요통, 인후염과 같은 신체화 증상과 관련이 있다

(DeLongis, Folkman & Lazarus, 1988; Waters, Rubman & Hurry,

1993). 이와 같은 경험적 연구는 정신과 신체가 별개의 영역이 아닌 통

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소매틱스 이론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소매

틱스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신체 움직임에 심리적 요소를 포함한 무용,

요가와 같은 활동의 효과가 정서,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측면과 내분

비계, 신경계와 같은 생리적 측면에서 함께 고려되고 있다(Jeo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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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Margariti et al., 2012; West, Otte, Geher, Johnson & Mohr,

2004). 이처럼 소매틱스 관점에서 구성된 동작활동의 효과에 대하여 심

리적 측면과 생리적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는 연구는 초기단계이며, 유아

를 대상으로 표현동작에서 심리, 생리적 효과를 함께 고려한 연구는 드

물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정서 표현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카타르시론

을 지지하는 관점과 비판하는 관점으로 구분된다. 카타르시스 이론의 관

점에서 볼 때 정서의 표현이 유아에게 주는 긍정적 정서 반응의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험을 제공해 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러나 카타르시스론을 비판하는 관점에 따르면 부정적인 정서의 표현은

이를 고양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에게 제공되는

경험은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이 부정 정서 상태로 고착되지 않도록 무조

건적인 정서의 표현이 아닌, 부정적인 정서가 해소되어 긍정적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경험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조직된 환경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때 소매틱스 관점에서 동작을 통한 정서의 표현은

인간의 내재된 심리적 측면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적절한 신체활동

방안으로 제시된다. 또한, 소매틱스의 심신통합적 관점에 따라 정서표현

동작은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생리적 측면에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며,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표현동작프로그램 중 소수의 연구(김규수 외,

2004; Lai & Hunt, 2006)에서 정서 표현의 측면을 다루었다. 이 연구들

은 정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생물이나 이야기의 표현 중에

정서적 측면을 함께 표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 내용 구성에서

유아들은 이야기나 생활주제의 표현에 치중하게 되며, 정서적 요소에 집

중하여 인식하고 표현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일회기에서 여러 가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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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복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유아들이 개별 정서를 명확하게 파악하

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동작의 정서 표현 요소에 초점을 둔 유아 표현

동작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내용은 유아가 명확하게 이

해하고 표현하기에 용이하도록 정서를 주제로 설정하여 직접적으로 다루

고, 차시 별로 개별 정서를 제시하여 유아의 발달 수준에 적합하게 구성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정서표현동작은 기능적인 움직임 기술의 발달을 목표로 한 활동과는

달리 움직임을 통한 정서의 표현에 중점을 둔 활동이다. 정서표현동작

내용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Laban(1963)이 제시한 동작의 기본요소가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동작의 기본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표현동작으로

만 구성된 활동은 유아들이 표현동작에 한계를 느끼고 모방에 그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은심, 1995). 동작의 기본요소를 고려하여 구성할 경

우에는 동작의 기능적 발달과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더욱 다양한 신체표

현을 가능하게 하여 표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Gabbard, 1988;

Graham, 1992; Purcell, 1994; Stinson, 1988). 따라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표현동작에서는 동작의 기본요소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더욱 적

절할 것이다. 또한, 정서표현동작활동은 모방적 동작(imitative

movement)과 창의적 동작(interpretive movement)을 모두 포함해야 한

다. 모방 동작은 유아가 교사나 친구의 동작을 모방하거나 생물이나 사

물, 사건의 움직임을 관찰한 후 흉내 내는 동작이다. 유아들의 모방 활동

은 점차 발전되어 창의적인 표현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창의 동

작은 다른 움직임의 관찰에 따른 모방이 아닌 감정, 현상, 소리 및 모양

등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체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다(김은심,

1995). 창의적 표현동작에서 상상은 필수적인 요소로(Purcell, 1994), 유아

들은 상상을 통해 독창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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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표현동작의 내용은 동작의 기본요소 및 모방과 창의적 동작 유형을

함께 고려하여 활동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정서표현동작과 정서성의 관계

기본정서이론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정서가 있

다. 생후 일 년 이내에 나타나는 기본 정서는 일차정서로 분류되는데, 기

쁨, 분노, 슬픔, 두려움이 이에 해당된다. 이후 점차적으로 질투, 죄책감,

자긍심과 같은 분화되고 복합된 정서로 발달된다. 기본 정서는 성인과

유아, 남과 여, 서로 다른 문화를 초월하여 유사한 얼굴표정으로 나타나

며, 같은 속성으로 인식되는 보편성을 가진다. 기본정서이론에 의하면 정

서는 타고나는 것이지만 경험에 의해 적응적 가치를 가지며 진화하기도

한다. 이는 문화권에 따라 같은 자극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정서적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유의 근거가 되며, 정서가 학습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Izard & Malatesta, 1987; Kostelnik, Gregory, Soderman & Whiren,

2011; Pervin, 2003).

정서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연구되었

다. 이 차원에 의하면 활기참, 신남, 흥미로움, 자랑스러움과 같은 정서는

긍정 정서로, 두려움, 신경질적, 적대적, 부끄러움과 같은 정서는 부정 정

서로 구분된다(Melvin & Molloy, 2000; Pervin, 2003; Watson, Clark &

Tellegen, 1988). 이 두 가지 차원의 정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을 수도 있

고, 혼재되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다. 즉,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상

반되는 수치를 보일수도 있으며, 두 차원의 정서 모두 높거나 낮은 경향

을 보일수도 있다(Cacioppo & Berntson, 1994; Larsen, McGr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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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cioppo, 2001).

긍정·부정 정서는 기질의 한 차원으로 정서성으로도 이야기된다

(Rothbart et al., 1994). 정서성은 개인이 정서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강

도의 차이이다(Eisenberg & Fabes, 1992). 정서성은 유전적으로 타고나

는 한편, 환경적 요소에도 영향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양육자의 양육스타

일은 유아의 부정 정서성을 강화하기도 하고(Susan, Hemphill & Smart,

2004), 덜 나타나도록 변화시키기도 하였다(Shaffer, 2000). 이러한 연구

들은 유아의 정서성이 시간적으로 안정성을 보이는 특성인 동시에 환경

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될 수 있는 특성임을 나타낸다.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되는 정서성의 두 가지 차원은 행동에 대한 동

기 유발과 관계가 있으며, 실제로 심리행동문제와 유의미한 관계가 보고

되고 있다. 긍정 정서성은 외향성의 예측인이며, 탄력성을 포함한 심리적

건강과 정적 관계가 있다. 반면 부정 정서성은 신경증의 예측인이다

(Eaton et al., 2007; 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 또한 긍정

정서성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감소시키고, 부정 정서성은 내면화 및 외현

화 행동문제를 증가시켰다(성미영· 권기남, 2010). 보다 세부적으로, 부정

정서성 중 높은 수준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낮은 긍정 정서성은 외현화

문제와 관계가 있으며, 슬픔과 두려움은 내면화 문제와 관계가 있다

(Eisenberg et al., 2001; Kim, Walden, Harris, Karrass & Catron, 2007;

Rydell, Berlin & Bohlin, 2003).

동작은 인간이 정서를 드러내는 기본 방식으로, 인간이 느끼는 정서

는 신체의 생리적 반응과 함께 표정 및 동작으로 나타난다(Berger,

1972). 카타르시스 이론에 따르면, 내재된 부정적 정서는 동작을 통해 표

현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다. 특히, 신체활동성이 크고 자신의 정서를 언

어를 통하여 조직적으로 나타내는데 서툰 유아들에게 비언어적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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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니는 동작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유용하다. 유아들은 기쁨을 느

낄 때 펄쩍펄쩍 뛰는 동작을 통하여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무서움을

느낄 때는 몸을 움츠려 자신의 정서를 표현한다. 유아들은 동작을 통해

정서를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작활동은 유아들이 부정적 정서를

건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다.

동작은 정서를 표현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를 유

발하는 속성도 지니고 있다. 표현동작의 형태 및 근육의 긴장 및 이완

정도는 정서를 유발한다(강혜원, 2015; Chaiklin & Wengrower, 2009).

James-Lange의 이론(James, 1884)에 따르면 도망가는 동작으로부터 공

포의 정서가 야기되며, 환호하는 동작으로부터 기쁨의 정서가 야기된다.

얼굴표정과 신체 표현동작은 그에 상응하는 정서를 유발하며, 표정과 동

작이 결합된 행동은 정서를 더욱 강하게 유발한다(Flack, Laird &

Cavallaro, 1999; Soussignan, 2002). 긍정 정서의 표현은 부정 정서 상태

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Izard, 1971). 그러므로 긍정 정서를

표현하는 동작 활동은 유아에게 긍정 정서를 유발하여 증가시키고 부정

정서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유아 표현동작프로그램들은 생물과 사물 및 사건과 현상을 동

작으로 표현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프로그램의 효과는 창의성

과 표현력 증진에 주목하였다. 그런데 정서의 표현에 초점을 둔 동작프

로그램의 시행은 유아의 정서적 측면에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정서를 다루고 드러내는 것은 긍정·부정 정서에 변화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Kalat & Shiota, 2007; Liebert & Liebert, 1998;

Pennebaker, Kiecolt-Glaser & Glaser, 1988). 유아들은 동작을 통해 자

신의 정서를 표현하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정서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정서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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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정서지능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동작활동을 통하여 나와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 및 상황을 고려한 인지적 판단을 통하여 의도적이

고 반영적으로 정서를 억제하거나 적절하게 나타내는 정서조절능력에 증

진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김규수 외, 2004; 김세루·김명화, 2012; 장완

수·최미숙, 2012). 또한, 자신의 정서조절 능력을 넘어서 사회 속에서 어

떻게 긍정적으로 발현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적 유능성, 외현화

및 내면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Lobo &

Winsler, 2006). 그러나 정작 동작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는 활동이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유아의 긍정·부정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 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서표현의 요소가 포함된 동작활동은

정서의 인지적인 조절능력 이전에 긍정·부정 정서 상태에 변화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며,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는가에 초점을 둔 경험

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정서표현동작과 일상스트레스의 관계

스트레스는 자극의 강도에 따라 중대한 생활사건에 의한 스트레스와

일상스트레스(daily stress)로 구분된다(Lazarus & Folkman, 1984). 중대

한 생활사건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성 변화에 대한 적응을

야기하는 정도에 따라서 생활 사건들을 서열화하여 절대적인 평가가 가

능한 사회재적응 평가 척도(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를 고안하

였다(Holmes & Rahe, 1967). 스트레스성 생활사건에 대한 연구는 가족

원의 죽음, 부모의 이혼, 심각한 질병 등의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

는 않지만 생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생활 사건이 더욱 큰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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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야기하고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Bedell et al., 1977;

Chandler et al., 1985; Heisel et al., 1973). 한편, 일상스트레스는 이웃과

의 문제, 집안일, 외로움, 외모 등의 일상적으로 사소하고 빈번하게 일어

나는 생활사건 들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의미한다(DeLongis,

Coyne, Dakof, Folkman & Lazarus, 1982; Kanner, Coyne, Schaefer &

Lazarus, 1981; Waters, Rubman & Hurry, 1993). 일상스트레스는 중대

한 생활사건에 의한 스트레스와 비교되었다. 일상 스트레스는 중대한 생

활사건으로부터의 스트레스보다 불안을 더 잘 예측하고, 사회적 유능성

및 기술과 부적 관계가 있으며, 건강과 기분을 저해하여 개인의 심리, 사

회적 적응 및 건강 문제와 더욱 관계가 있다(DeLongis et al., 1982;

DeLongis, Folkman & Lazarus, 1988; Kanner et al., 1981; Waters et

al., 1993). 또한, 일상스트레스는 중대한 생활 사건을 경험할 때 이로 인

한 질병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DeLongis et al., 1988; Serido, Almeida & Wethington, 2004).

일상스트레스는 상호작용모델(transactional model)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상호작용모델에서 일상스트레스는 개인의 인지적 평가에 의하며,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된다. 일상스트레스는 개

인이 일상의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자원을 초과하고 안녕을 위협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인지적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Lazarus &

Folkman, 1984). 즉, 사건이 자신이 가진 대처 전략을 초과할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식되며, 자신이 충분한 대처 전략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 이론에서는 외부의 자극 자체

나 자극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 아닌 인지적 평가 과정을 통하여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스트레스를 판단하는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개인의 역할이

강조된다. 상호작용모델에서 스트레스는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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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주관적인 지각이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차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며, 개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작용모

델에 따라 유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의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유아가 경

험하는 일상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알고 원인을 살펴볼 수 있다.

일상스트레스는 성인과 아동뿐 아니라 유아들도 보고하고 있다(Band

& Weisz, 1988; Burts, Hart, Charlesworth & Kirk, 1990). 유아들은 타

인으로부터 비난이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가장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

고 있으며, 불안과 좌절의 상황, 자존심이 상한 상황 순으로 높은 스트레

스를 보였다(이시자, 2013; 정덕희, 2011). 이러한 일상스트레스는 건강하

고 적응적인 생활 및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상스트레스는

불안, 주의산만성, 우울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기

술, 자기통제, 또래지원, 자존감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김선희, 2004;

Kanner, Feldman, Weinberger & Ford, 1987; Parfenoff & Jose, 1989).

또한, 일상스트레스가 높은 유아는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조

망수용능력이 낮고(정덕희, 2011), 우울, 불안, 사회적 위축을 포함하는

내면화 부적응 및 공격성, 비행을 포함하는 외현화 부적응이 높았다(김

유진·김영희, 2009).

스트레스는 문제 초점적, 평가 초점적, 정서 초점적 방법으로 조절될

수 있다. 문제 초점적 방법은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변

화시키는 것이다(Gross, 2001). 평가 초점적 방법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

한 자신의 인지적 평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정서

초점적 방법은 운동, 이완, 정서의 표현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스트레

스를 조절하는 것이다(Kalat & Shiota, 2007). 신체활동은 스트레스에 대

한 효과적인 대처방법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신체움직임을 통한 활동은

즐거움과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Wankel, 1985). 이러한 즐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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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몰입과정에서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주는 일로부터 벗어나고 긍정적인

기분이 향상되는 스트레스로부터의 탈피(distraction), 중지(time out)의

효과가 나타난다(Breus & O'conor, 1998). 또한 활동에서의 성공적인 경

험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자존감을 향상시켰다

(Alfermann & Stoll, 2000; Dishman, 1986; Gallahue, &

Cleland-Donnelly, 2007). 자존감은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

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킨다(Creswell, Welch, Taylor,

Sherman, Gruenewald & Mann, 2005). 신체활동 시 느끼는 유능감은 긍

정 정서와는 정적 관계가, 부정 정서와는 부적 관련이 있었다

(Mouratidis, Vansteenkiste, Lens & Auweele, 2009). 두려움, 분노, 슬픔

과 같은 부정 정서는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으며(Lazarus,

1993; Mroczeck & Almeida, 2004; Pervin, 2003), 긍정 정서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완충제 역할을 도왔다(Fredrickson & Joiner, 2002). 낮은

긍정 정서 반응은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켰다(Bijttebier, Raes,

Vasey & Feldman, 2012). 정서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우울, 불안, 신

체화 증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Beutler et al., 1986; Larson & Chastain,

1990; Pennebaker & Chew, 1985), 고통스러웠던 기억이나 경험을 겉으

로 드러내어 표현하는 것이 신체·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도 하였다(Pennebaker et al., 1988).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서 표현의 요소를 포함한 표현동작활동을 통

해 일상스트레스 감소의 효과가 보고되었다(김인숙 외, 2010; 류분순,

2009; 최연화·고영순·강윤식, 2010; Mendelsohn, 1999). 이러한 고찰을 통

해 볼 때 유아에게도 신체활동의 요소에 더해 정서를 표현하는 내용이

중점이 되는 정서표현동작활동은 정서초점적 방법의 일환으로 유아의 일

상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되며,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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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4. 정서표현동작과 생리적 반응의 관계

1) 정서표현동작과 심박변이도의 관계

인간의 사고와 신체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

로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한다. 정서적 사고는 신체의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정서적 상태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생리적 지표는 자율신

경계의 반응 양상으로, 교감신경계(sympathetic nervous system, SNS)

와 부교감신경계(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PNS)로 구분된다.

교감신경계는 신체를 싸움과 도주를 위해 준비시키며, 심박수와 혈압을

상승시키고 소화기 계통의 활동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교감신경계의 반

응은 분노, 공포와 같은 정서적 상태와 관련된다. 반면, 부교감신경계는

심박수와 혈압을 감소시키고 소화기 계통을 활성화시킨다. 이는 심리적

으로 안정되고 이완된 상태에서 우세하게 작용한다(Kalat & Shiota,

2007; Sherwood, 2015).

자율신경계의 교감, 부교감 신경계의 활성 양상은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심박변이도는 일정 시간

동안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반영하는 신호 중 가장 높은 피크인 R파와

그 다음 R파 사이의 간격들의 변화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차이이다

(대한스트레스학회, 2013). 심박변이도는 주파수영역 분석(frequency

domain analysis)과 시간영역 분석(time domain analysis)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파수영역 분석의 LF(power in low frequency, 0.04-0.1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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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power in high frequency, 0.15-0.4Hz), LF/HF(부교감신경에 대한

교감신경의 비율,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도)와 시간영역 분석의

SDNN(standard deviation of all normal RR intervals, 스트레스 저항도)

은 정서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LF는 저주파 성분으로, 교감신경의

활성을 반영한다. LF는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가하며(Dishman,

Nakamura, Garcia, Thompson, Dunn & Blair, 2000), 우울, 분노, 신체화

증상과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우종민, 2004). HF는 고

주파 성분으로, 부교감신경의 활성을 반영한다. HF는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활성도가 증가하며(Dishman et al., 2000), 스트레스, 우울, 걱

정, 불안, 공포와 부적 관계가 있었다(Dishman et al., 2000; Horsten et

al., 1999). LF/HF는 자율신경계의 전체적인 균형도를 반영하며, 상호조

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정신적 스트레

스 자극은 자율신경계의 균형도를 변화시켜 교감신경 우세의 현상을 나

타냈다(Pagani et al., 1991). SDNN은 R-R간격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며,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적응 또는 대처 능력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한다(Camm et al., 1996). SDNN의 감소는 심실기능 장애와 관련

이 있다. 건강한 상태에서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 낮은

SDNN 수치를 보이기도 하였다(Dishman et al., 2000; Kemp et al,

2010).

안정 시 심박변이도는 보다 높은 부교감신경과 낮은 교감신경의 활성

으로 나타나는데, 심박변이도의 활성 양상은 유아의 적응적인 발달의 지

표로 여겨지고 있다. 안정 시 일정하게 높은 심박수를 보이는 유아는 쉽

게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였다(Kagan, Reznick, Clarke, Snidman &

Garcia-Coll, 1984). 한편 안정 시 부교감 신경계의 보다 높은 활성을 보

이는 유아는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고 대인과 적절한 상호작용과 정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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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을 나타내며, 더욱 낮은 공격성을 보였다(Calkins, 1997; Calkins &

Fox, 2002; Stifter & Fox, 1990).

스트레스를 반영하고, 적응적인 정서, 행동 문제와 관계가 있는 안정

시 심박변이도에 신체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

고되고 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안정

시 심박수를 감소시키고,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는 증가시켰다(Goldsmith

et al., 2000; Soares et al., 2012). 신체활동에 따른 자율신경계 활성의

긍정적인 변화는 성인 뿐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과 아동에게서도 나타나

는데, 신체활동으로 인하여 전체 심박변이도 및 부교감 신경의 활성이

증가되었다(Buchheit et al., 2005; Nagai et al., 2004; Winsley, 2002). 이

를 통하여 신체활동이 심혈관계 기능을 향상시키고, 이것이 심리적 안정

과 연결된다고 보았다. 한편, 신체활동이 자율신경계 개선에 효과 나타내

지 못한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며(Leicht, Hirning & Allen, 2003;

Loimaala, Huikuri, Pasanen & Vuori, 2000), 5-11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체활동과 자율신경 활성도 간에 부적 관계가 보고되기

도 하였다(Iwasa et al., 2005). 따라서 신체활동이 심박변이도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신체활동의 어떠

한 요인이 심박변이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에 신체활동을 통한 심혈관계 기능 향상의 관점에서는 보

다 높은 강도의 신체활동이 심박변이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Goldsmith et al., 2000;

Iwasa et al., 2005; Leicht, Hirning & Allen, 2003; Loimaala, Huikuri,

Pasanen & Vuori, 2000; Soares et al., 2012)은 심박변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체활동의 다른 요인이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정서표

현동작은 신체활동에 정서표현의 정서적 요소를 고려한 활동으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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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이 정서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심박변이도에 변화를 나타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에에 대한 검증은 심박변이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야

기하는 신체활동의 요소를 밝히기 위하여 심혈관계 기능의 관점에서 접

근한 선행 연구들에서 보인 불일치된 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경험적 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정서표현동작과 뇌파의 관계

인간의 뇌는 경험을 토대로 신경세포(neuron)의 시냅스 생성과 수초

화 증가를 통해 필요한 연결 고리들은 유지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소멸하는 선택적 강화와 제거의 과정을 지속하면서 발달한다. 영유아기

는 뇌 발달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 시기의 경험은 뇌의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Sousa, 2011). 유아기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경험은 뇌를 물리적으로 바꿀 수 있으며(Sherwood, 2015; Janowsky &

Finlay, 1986), 뇌가 후에 어떤 조직망을 형성할지에 영향을 준다(Davis

& Emory, 1995). 신체활동은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

의 하나로 연구되고 있다. 신체활동은 뇌의 산소 유입량을 증가시켜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Sime, 1984), 신경세포의 생성과 성장 및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뇌성장인자(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 BDNF)를 증가시켰다(Cotman & Berchtold, 2002;

Neeper, Gómez-Pinilla, Choi & Cotman, 1996). 또한, 신체활동을 통한

심리적, 생리적 자극이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중의 하나인 세로

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세로토닌은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게 하여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충동 조절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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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신경세포들의 활동은 뇌파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뇌파의 측정은

신체활동에 따른 대뇌피질 내 신경활동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한다(Hinrichs & Machleidt, 1992). 뇌파(EEG;

electroencephalogram)는 뇌의 피질 내 신경세포에 의해 발생한 전기적

활동을 머리 표면에 부착한 전극을 통해 비침습적으로 측정한 전기신호

로서, 뇌의 활동 상태를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뇌파는 주기적

인 진동이 1초 동안에 나타나는 횟수인 주파수(frequency, 단위: Hz)에

따라 분류한다. 저주파에서 고주파 영역 순으로 델타파(δ, 0.2-3.99 Hz),

쎄타파(θ, 4-7.99 Hz), 알파파(α, 8-12.99 Hz), 베타파(β, 13-29.99 Hz),

감마파(γ, 30-50 Hz)로 구분된다(김대식·최장욱, 2001; Sherwood, 2015).

이 중 안정시의 알파파와 베타파는 심리, 정서적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긍정적 감정을 느낄수록 알파파의 발현양은 증가한

다. 반면, 부정적 정서, 스트레스, 불안, 공포의 경험은 알파파 발현의 감

소 및 베타파 활성의 증가와 관련된다(심준영, 2004; Hinrichs &

Machleidt, 1992; Thompson & Thompson, 2007). 또한, 안정 시 알파파

와 베타파의 상대적 활성도를 통하여 뇌 수준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을 알아볼 수 있다(심도현·이순형, 2005). 즉, 스트레스를 포함한 부정적

정서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뇌파 중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상

태에서 출현하는 저주파 영역의 알파파를 감소시키고, 흥분과 스트레스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고주파 영역의 베타파는 증가하는 반응이 나타

나게 한다. 반면, 안정 시 편안한 정서적 상태는 알파파의 증가와 베타파

의 감소로 나타난다. 뇌의 구조적으로는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전두엽의 네 쌍의 엽들 중에 전두엽이 정서발달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두엽 피질의 활성화는 기쁨, 두려

움 등의 인간의 기본정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Chug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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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Light et al., 2009). 배외측(dorsolatera), 안와전두(orbitofrontal),

복내측(ventromedial), 전두극(frontopolar) 피질 활성화의 증가는 기쁨과

같은 긍정 정서의 경험을 예측하였다(Davidson et al., 2002; Hamann et

al., 2002; Kensinger & Schacter, 2006; Nitschke et al., 2004). 최근에

뇌파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심리정서와 뇌파의 관련성을 발견하는 연구

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관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 뇌파를 통해 행복, 놀람, 화남, 공포와 같은 인간의 기본 정서를 규정

하고(Ekman, 1992), 정서행동문제를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Snyder &

Hall, 2006)가 시도되고 있다.

뇌파에 관한 연구는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인간의 심리정서와의 관계

를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행해지고 있는 동시에, 심

리정서와 관련 있는 뇌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 신체활동이 뇌파에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는 고강도의 운동이 안정 시 알파파와 베타파를 향상 시

켰으며(Boutcher & Landers, 1988; Lardon & Polich, 1996), 중강도의

수중운동도 알파파의 활성을 증가시켰다(Oda et al., 1999). 또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뇌기반 교육에 기초한 신체활동(남효순, 2013)과

체조(전선혜, 2003)에 따른 안정 시 알파파 향상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

들 연구를 통해 규칙적인 신체활동이 안정 시 뇌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체활동이 뇌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Lardon과 Polich(1996)는 순환계 능력의 향상을 들었다.

그러나 연구자들(Bashore & Goddard, 1993; Dustman, Shearer &

Emmerson, 1993)은 신체활동이 뇌파에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이유

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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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고 있다. 뇌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신체활동의 운동 강도는

고강도(Boutcher & Landers, 1988; Lardon, & Polich, 1996)와 중강도

(Oda et al., 1999)의 운동에서 모두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신체의 이완

을 주요 요소로 하는 활동에서도 안정 시 알파파 증가의 효과가 나타났

다(Arambula et al., 2001). 이와 같이 다양한 강도와 종류의 신체활동이

제시되어 기준이 되는 신체활동 강도와 종류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정서 표현을

포함한 무용/동작활동에서 안정 시 알파파와 베타파 증가의 결과가 보고

되었다(류분순, 2009). 또한 유아를 대상을 게임, 움직임, 음악, 활동 환경

에서 긍정 정서가 유발되도록 구성한 신체활동(남효순, 2013)에서도 안정

시 알파파의 증가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해 볼 때

운동량 보다는 정서에 초점을 둔 활동이 안정 시 뇌파의 긍정적인 변화

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며, 동작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는 내용

으로 구성된 정서표현동작활동이 유아의 안정 시 뇌파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함으로서 이에 대한 검증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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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문제 및 용어의 정의

앞에서 살펴본 정서표현동작과 정서성, 일상스트레스와 생리적 반응

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도출하고, 관련 용어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유아 대상의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프로

그램의 실시가 유아의 정서성, 일상스트레스와 생리적 반응에 어떠한 효

과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고자하였다.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자유선택활동을 실시한 통제집단의 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

램 실시 이전과 이후의 정서성과 일상스트레스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고,

동일한 연구대상의 심박변이도와 뇌파 변화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생리

적 반응의 효과를 검증하고자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토대로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유아의 정서성(긍정 정서성, 부정 정서성)은 정서표현

동작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유아의 일상스트레스(또래관계, 통제와 자원의 부족,

교육기관,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 가족관계, 건강)는 정서표현동작프로그

램의 실시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유아의 생리적 반응은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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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유아의 심박변이도는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3-2. 유아의 뇌파는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실시 여부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가?

2. 용어의 정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이 연구의 주요 용어인 정서표현동작프

로그램과 정서성, 일상스트레스, 생리적 반응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1)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동작은 신체, 공간, 노력, 관계의 요소를 내포한 신체 움직임이며

(Laban, 1963), 표현동작은 무용을 포함하여 자신의 생각, 감정을 동작으

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된다(Abels & Bridges, 2010). 이 연구에서 정

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동작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

서 이해, 정서 표현, 정서 조절의 목표를 위하여 개별 정서 주제에 따라

연구자가 고안한 일련의 무용을 포함한 표현동작활동으로 정의한다.

2) 정서성

정서성은 개인이 정서를 경험하고 나타내는 강도의 차이로(Eisenberg

& Fabes, 1992), 긍정과 부정의 두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Ahadi &

Rothbart, 1994). 정서성은 유아가 긍정과 부정 정서를 경험하고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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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도로 정의된다. 이 연구에서는 일차 정서를 중심으로 정서성을 구

성한 Rothbart와 그의 동료들(1994)의 연구를 참고하여 긍정 정서성은

기쁨의 정서성으로 정의하고, 부정 정서성은 분노/좌절, 두려움, 슬픔의

정서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3) 일상스트레스

일상스트레스는 중대한 생활사건에 비해서 자극의 강도는 약하나 더

욱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웃과의 문제, 집안일, 외로

움, 외모 등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정의

된다(DeLongis et al., 1982; Kanner et al., 1981; Waters et al., 1993).

이 연구에서 일상스트레스는 유아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그를 둘러싼

환경의 문제에 대하여 유아가 속상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힘들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일상스트레스는 또래관계, 통제와 자

원의 부족, 교육기관,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 가족관계, 건강에 관련된 일

상스트레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Kanner et al., 1987; Parfenoff

& Joes, 1989; 오지은·임여정·이순형, 2016).

4) 생리적 반응

생리적 반응은 자극에 대응하여 일어나는 신체의 조직이나 기능에 관

련된 것으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2000). 이 연구에서는 생리적 반응은

신체의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의 반응으로, 말초신경계의 자율신경계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심박변이도와 중추신경계의 뇌의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뇌파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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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박변이도

심박변이도(heart rate variability, HRV)는 심근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들을 심전도(electrocardiogram, ECG)를 통해 측정한 심장 박동의 R

피크와 R피크 간의 간격의 변이로 정의된다(대한스트레스 학회, 2013).

심박변이도는 주파수영역과 시간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정

서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주파수영역 분석의 안정 시 normLF,

normHF, LF/HF과 시간영역 분석의 안정 시 SDNN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2) 뇌파

뇌파(electroencephalogram, EEG)는 뇌의 피질 내 신경세포의 전기적

활동을 머리 표면에 부착한 전극에 의해 비침습적으로 측정한 전기신호

로 정의된다(김대식·최창욱, 2001). 뇌파는 주기적인 진동이 1초 동안에

나타나는 횟수인 주파수(frequency, 단위: Hz)에 따라 델타파, 쎄타파, 알

파파, 베타파, 감마파로 구분된다. 이 연구에서의 뇌파는 정서적 안정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안정 시 상대알파파(α)와 상대베타파(β) 및 베

타파에 대한 알파파의 비율(α/β)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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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

법과 연구절차를 이용한다. 먼저, 연구문제에 맞도록 연구대상과 프로그

램을 구성하고, 효과 검증에 적합한 연구 도구를 설정하였다. 연구절차는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 문제에 적합한

통계적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 고안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성, 일상스

트레스와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2곳의 4개 학급 5세 원아들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

75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들 유아를 기관 내 학급에 따라 각

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무선 배정하여 구분하였으며, 사전·사후 조

사에 모두 참여한 실험집단 2학급의 36명(A기관: 21명, B기관: 15명), 통

제집단 2학급의 33명(A기관: 15명, B기관: 18명), 총 69명을 대상으로 결

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모델(Lazarus, 1984)에 따라 일상스트레스를

유아가 환경 속에서 인지적으로 지각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인지적 평가가 가능한 5세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생

리적 반응을 조사하기 위해서 유아들은 5분간 움직이지 않고 견딜 수 있

어야한다. 그러므로 이를 인내하기에 보다 적합한 5세 유아를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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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자 69명 중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유아는 36명(52%),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유

아는 33명(48%)이었다. 실험집단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20명(56%), 여아

가 16명(44%)이었고, 통제집단 유아의 성별 역시 남아가 20명(60%), 여

아가 13명(40%)으로 두 집단 모두 남아가 약간 많았다. 연구대상 유아의

월령은 <표 Ⅳ-1>과 같이 실험집단은 74.94개월, 통제집단은 74.85개월

로 실험집단의 월령이 약간 높았으나, t-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

어(t =-.109, p>.05) 두 집단은 동질한 월령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집단 N
성별

M SD t
남 여

실험집단 36 20 16 74.94 3.62
-.109

통제집단 33 20 13 74.85 3.68

전체 69 40 29 74.90 3.62

<표 Ⅳ-1> 연구대상 유아의 구성과 월령 분포 (단위: 개월)

2. 연구도구

이 연구의 도구는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프

로그램과 측정도구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선행

연구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구성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용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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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서성 질문지와 유아용 일상스트레스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생리

적 반응은 심전도(ECG)와 뇌파(EEG)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이 연구에서는 교수체제개발의 기본모형이라고 불리는 ADDIE모형3)

에 근거하여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을 고안하였다. ADDIE모형(Seeles &

Richey, 1994)에 따른 프로그램 고안의 첫 번째 단계인 분석(analysis)은

학습내용(what)을 정의하는 과정으로 요구분석, 학습자분석, 환경분석,

직무 및 과제분석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정서표현동작프로

그램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목적과 주제를

설정하였으며,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설계(design)는 교수방법(how)를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수행목표

명세화, 평가도구 개발, 내용의 계열화, 교수전략 및 매체선정이 포함된

다. 이 연구에서는 수행목표 명세화, 내용의 구성, 교수·학습 방법 선정,

평가도구 개발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정서표현프로그램의 시안을 구성하

여 전문가 집단의 협의과정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 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개발(development)은 구체적인 교수자료를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교수자료 개발, 평가 및 수정, 제작이 포함된다. 네 번째 단계인 실행

(implementation)은 프로그램을 실제 현장에서 시행하는 과정이며, 마지

막 단계인 평가(evaluation)는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3) 교육프로그램개발은 교수체제개발(Instructional Systems Development: ISD)

로 표현되고 있으며, Seeles와 Richey(1994)는 인간의 교육을 위하여 분석

(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시행(Implementation), 평가

(Evaluation)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A-D-D-I-E모

형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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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평가가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개발

절차 및 그에 따른 구성요소는 <그림 Ⅳ-1>과 같으며, 이러한 프로그램

의 구성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동학 및 유아전공 교수 3인, 체육

전공 교수 2인, 무용전공 교수 1인, 유아교육기관 원장 2인과 현직교사 4

인이 모두 동의하였다. 아동학 및 유아전공 교수와 체육전공 교수 5인으

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은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개발의 분석, 설계, 개

발, 실행, 평가에 대한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하여 3차례 검

토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무용전공 교수 1인은 프로그램의 표현동작 내

용이 주제에 맞고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가를 확인하였

다. 유아교육기관 원장 2인과 유아교사 4인은 이렇게 개발된 정서표현동

작 프로그램이 현장의 유아들이 시행하기에 적절한가에 대하여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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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E 모형 ➡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분석

➡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문헌고찰

-정서를 전체회기에서 다루도록 함
-주제 선정
:부정정서-화남, 속상함, 슬픔, 무서움
:긍정정서-기쁨, 신남, 행복, 자랑스러움
-한 차시에 하나의 정서 다루도록 함

•요구분석
•학습자분석
•환경분석
•과제분석 •선행연구를

통한 요구분석
-교사들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동작프로그램을
요구함

 
설계

➡

목표설정 정서이해 정서표현 정서조절

•수행목표진술
•평가도구개발
•내용 계열화
•교수전략 및
매체선정

내용구성

Ⅰ수준

-동화를 통한
정서이해

-주제정서 표
현동작

-부정정서 감소
와 긍정정서 증
진의 정서변화
표현동작

Ⅱ수준

-일상에서의
주제정서 이해

- 무용형식의
주제정서 표현
동작

-포크댄스를 통
한 긍정정서 표
현 및 유발 표현
동작

교수·학습방법
선정

-간접적(탐색법, 안내 발견법)과
직접적(지시형) 교수·학습방법 병행

평가도구 선정

-형성평가: 이야기나누기, 긍정·부정 정서
개별 평가지
-총괄평가: 정서성 질문지, 일상스트레스
질문지, 심전도, 뇌파

정서표현동작
프로그램 시안

구성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시안 구성
-전문가 집단의 협의
:긍정정서 향상과 부정정서 감소에 대한
유아 자신의 경험 추가
:정서표현동작 그림문제 제작 제안

 
개발 프로그램

예비 시행
-동작의 수 단순화 및 반복구성으로 변경
-포크댄스 대형 없앰

•교수자료개발
•평가 및 수정
•제작

➡
정서표현동작
프로그램 최종안

구성

-각 회기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내용 구성
-정서 표현동작 그림문자(pictogram) 제작
-정서동화 고안

전문가 집단의
검토

-프로그램 최종안 검토
-전문가 집단의 프로그램 내용타당도 확인

 
실행

➡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실행

•적용
•관리

-주 2회, 8주, 총 16회기 (회기당 30분)
-유아교육기관 2곳의 실험집단 5세 유아 36명

 
평가

➡
총괄평가: 프로그램 효과검증

•총괄평가 -사전, 사후 평가: 정서성, 일상스트레스, 생리적 반응(심전도,뇌파)

<그림 Ⅳ-1>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개발절차 및 구성요소



- 40 -

(1) 분석

가.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문헌고찰

이 연구에서는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을 고안하기 위하여 정서적 요소

를 고려한 표현동작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표 Ⅵ-2>

와 같이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동작을 통한 정서의 표현이 한, 두

회기 내에서만 이루어져,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의 표현이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어떠한 정서에 대한 표현인지 명확하게 제시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

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유아를 대상으

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내용구성은 유아들이 접근하기 쉬운 특정

정서만을 표현하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부정 정서만을 다룬 경우

긍정 정서의 표현에 따른 긍정 정서 유발의 이점이 간과되었다는 제한점

이 있다.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에서는 정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

다는 동화내용이나 생물을 주제로 설정하여 이를 동작으로 표현하는 가

운데 정서도 함께 표현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에서는 유아들이

정서적 요소에 집중하여 인식하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정서의

표현 보다는 이야기나 생활주제의 표현에 치중하기 쉽고, 한 차시에서

여러 가지 정서를 복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유아들이 개별 정서를 명확

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선행 프로그램들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이 연구의 정서표현동

작프로그램에서는 정서를 전체회기에 걸쳐서 다루고, 정서를 주제로 설

정하여 직접적으로 명확히 다루도록 하였다. 또한 긍정, 부정 정서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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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포함하여 다루고, 한 차시에 하나의 정서를 다루어 유아들이 개별 정

서를 파악하기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주제 정서는 선행연구에 의하여 긍

정·부정 정서로 구분되는 정서들(이은경·이양희, 2006; Watson et al.,

1988) 중 기본정서에 해당하는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의 정서(Izard et

al., 1995)를 일차적으로 추출하였다. 이에 따라 ‘기쁘다’, ‘화난다’, ‘슬프

다’, ‘무섭다’의 정서를 주제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유아가 일상스트레스

로부터 느끼는 부정 정서를 포함하였다. 유아는 일상스트레스로부터 ‘속

상하다’, ‘기분이 나쁘다’, ‘힘들다’의 정서를 느끼는 것으로 보고된다(오지

은·임여정·이순형, 2016). 이 중 분노와 좌절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기

본 정서성에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Rothbart et al., 1994) 유아

의 좌절 정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속상하다’를 부정 정서에 해당하는 주

제정서에 포함하였다. 또한 정서표현에 있어서 부정 정서의 표현 뿐 아

니라 긍정 정서 표현에 따른 긍정 정서 유발의 효과를 고려하여 긍정 정

서의 ‘기쁘다’ 외의 ‘신난다’, ‘행복하다’, ‘자랑스럽다’의 정서를 포함하였

다. 이들 긍정 정서는 유아가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기 용이하며,

신체활동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긍정정서(Alfermann & Stoll, 2000;

Breus & O'conor, 1998; Dishman, 1986; Gallahue & Cleland-Donnelly,

2007; Wankel, 1985)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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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2> 정서적 요소를 고려한 표현동작프로그램의 내용분석

주제 내용
정서적 내용요소의

특징과 제한점

김규수 외

(2004)
전래동화

•동화 내용

표현동작

•극적 내용과 정서를 함께 표

현

•한 차시의 동화 내용 중에 여

러 정서가 함께 제시됨

김인숙 외

(2010)

나, 타인,

정서,

현상,

사물,

질병,

전통춤

•자기소개 표현동작

•자연현상과 사물

표현동작

•정서 표현동작

•질병 표현동작

•강강술래

•동작을 통한 정서표현은 1회

기에 다루어짐

•특정 정서(즐거움, 슬픔)만 다

룸

류분순

(2009)

대인관계,

신체인식,

자아,

자기조절

등

•동작의 기본요소

인식과 변화

표현동작

•부정정서 표현동작

•자아 표현동작

•동작을 통한 자아인식과 부정

정서 표현

신명주, 정광조

(2008)

나, 타인,

정서표현,

생물 및

사물 등

•자기소개 표현동작

•천을 이용한

정서표현동작

•스트레스 표현동작

•포크댄스 등

•동작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정서는 제시되지 않음

•동작을 통한 정서표현은 2회

기 시행

최연화 외

(2010)

명시하지

않음

•인사 표현동작

•동작을 통한

신체인식

•라틴댄스

•사물 표현동작

•천을 이용한

표현동작

•동작을 통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정서는 제시되지 않음

Lai & Hunt

(2006)
바다생물 •바다생물 표현동작

•동작을 통한 정서표현은 1회

기에 다루어짐

•특정정서(행복함)만 다룸

•표현동작에 따른 정서적 경험

확인

Mendelsohn

(1999)

부정정서

표현

•천을 이용한

표현동작

•동작을 통하여 부정정서(두려

움, 불안, 공포) 표현

⇩ ⇩ ⇩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전체 회기에 걸쳐 정서를 다룸

•정서를 주제로 설정하여 정서를 직접적으로 명확히 다룸

•긍정, 부정 정서를 모두 포함

•한 차시에 하나의 정서를 다룸



- 43 -

나. 요구분석

이 연구에서는 표현동작에 대한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정서표현동작프

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현장의 유아교사들은 동작교육의 내

용 영역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에서 기본동작, 표현동작, 율동, 체육 중

표현동작을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강조했다(김은심·최혜진, 2005). 하지

만 실제로 기관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동작활동은 동작의 기본요소를

다루는 내용으로(이규남, 2008), 표현동작은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히 다

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개발된 표현동작프로그램은 앞서

제시한 <표 Ⅱ-2>의 분석내용과 같이 대부분 생활주제를 동작으로 표

현하는 내용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다채롭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

동작은 자신의 정서를 신체 움직임으로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

아의 정서를 동작으로 나타내는데 중점을 둔 표현동작프로그램은 찾아보

기 힘들다.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표현동작활동 시행의 어려움에 대하

여 체계적 프로그램의 부족과 구성 및 내용이 다양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지성애·오세경, 2012). 이러한 표현동작에 대한 요구를 인식해 볼 때 체

계적으로 개발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다양한 표현동작프로그램을 필

요로 하는 교육현장의 요구에 부합될 것이다.

(2) 설계

가. 수행목표 명세화

이 연구에서는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동작을 통하여 표현할 수 있다’

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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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설정하고, 각 세부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정하

였다. 구체적 내용은 <표 Ⅳ-3>과 같다. 정서이해는 정서의 의미를 알

고 얼굴표정이나 상황적 단서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

(Denham, Mitchell-Copeland, Strandberg, Auerbach & Blair, 1997;

Stanton, Kirk, Cameron & Danoff-Burg, 2000)으로, 정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정서표현 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이강이·성미영, 2003; Salovey &

Grewal, 2005; Swinkels & Giuliano, 1995). 그러므로 각 주제정서에 대

한 이해를 프로그램의 첫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자신의 내

적 정서상태를 외부로 드러내는 정서표현(Frijda, 1986)을 두 번째 목표

로 설정하였다. 정서표현의 목표에서는 유아들이 경험하고 이해한 주제

정서를 동작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 번째 목표는 정서조

절로 설정하였다. 정서조절은 인지적, 행동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의

조절로 구분된다. 인지, 행동적 측면의 관점에서 정서조절은 상황에 대한

인지적 판단을 통하여 행동적으로 정서를 억제하거나 활성화하는 것이다

(Cole, Michel & Teti, 1994; Eisenberg & Spinrad, 2004). 정서적 측면

에서 정서조절은 부정 정서의 감소와 긍정 정서의 증진을 통해 정서적

균형 및 안정을 갖는 것이다(Buss & Goldsmith, 1998; Greenberg, 2008;

Kopp, 1989).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에서의 정서조절은 동작을 통한 정서

표현에 따라 기대되는 부정 정서 감소와 긍정 정서 증진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표는 각 주제 정서별로 Ⅰ, Ⅱ 수준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2

차시로 구성되는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보다 정교하게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서이해 목표의 1차시 활

동에서는 해당 주제정서에 대한 의미를 알고, 상황에 따른 정서를 이해

하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서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2차시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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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일상에서 경험한 자신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서표

현 목표의 1차시 활동에서는 이해한 정서를 동작을 통하여 자유롭게 표

현하도록 설정하였으며, 2차시에서는 무용형식의 표현동작 활동을 통해

주제 정서를 표현 하도록 하였다. 정서조절 목표의 1차시에서는 부정 정

서가 감소되고 긍정정서가 증진되는 정서의 변화를 동작을 통해 자유롭

게 표현하고, 2차시에서는 긍정 정서를 표현하고 유발하는 동작을 포크

댄스를 통하여 표현하도록 하였다. 표현동작활동의 시행 횟수는 유아들

이 주제 정서를 보다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각 주제 당 2회기씩, 총

16회기로 정하였다.

목표

영역
목표

세부 목표

Ⅰ수준 Ⅱ수준

정서

이해

주제 정서의 의미를

알고 나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정서의 의미를

알고, 상황에 따른 정

서를 이해하며, 우리

가 가질 수 있는 정서

임을 알 수 있다.

일상에서 경험한 정서

를 이해 할 수 있다.

정서

표현

주제 정서를 동작을

통해 표현할 수 있

다.

주제 정서를 자유로운

표현동작을 통해 나타

낼 수 있다.

주제 정서를 무용형식

의 표현동작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정서

조절

부정정서가 감소되

고 긍정정서가 향상

되는 표현동작을 할

수 있다.

부정정서가 감소되고

긍정정서가 향상되는

정서의 변화를 자유로

운 표현동작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긍정정서를 표현 및

유발하는 동작을 포크

댄스를 통해 나타낼

수 있다.

<표 Ⅳ-3>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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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용의 구성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내용은 이 연구에서 설정한 주제정서에 대하

여 Ⅰ, Ⅱ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제시된 ‘정서이해’, ‘정서표현’, ‘정서조절’

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구성되었다. Ⅰ수준에서는 각 주제 정서가 어떠한

정서인지 탐색하고 알아보며, 동작을 통하여 표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

었다. 또한 부정정서가 감소되고 긍정정서가 향상되는 정서의 변화를 동

작을 통해 표현하도록 하였다. Ⅱ수준에서는 Ⅰ수준에서 각 주제 정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주제정

서를 이해하고 보다 무용형식의 표현동작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도록 하

였다. 또한, 긍정 정서를 유발하고 표현하는 동작으로 구성된 포크댄스를

통하여 부정 정서가 순화되고 긍정 정서가 증진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

다. 이 때 각 주제정서 별로 동작의 기본요소를 다룰 수 있는 활동내용

을 포함하도록 하며, 각 주제정서에 대하여 모방적 표현동작과 창의적

표현동작의 유형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Ⅰ수준의 ‘정서이해’의 목표에 해당하는 활동내용에서는

동화를 통하여 주제정서를 알아보고, 이야기나누기를 통하여 주인공이

경험하는 정서가 무엇이며, 유아들이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정서를 느끼

는지 알아본다. 이 때 정서동화는 유아들의 주제정서에 대한 이해 및 표

현동작을 돕기 위하여 연구자에 의해 고안되었다. 상상은 창의적 표현동

작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Purcell, 1994), 표현동작활동이 이야기를 만

날 경우 상상력을 자극하여 감정표현을 돕는다(Clements, 1991;

Clements & Oosten, 1995). 그러므로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통한 교육

방법은 주제를 전달하고 표현동작을 이끌어내는 데에 적합한 교육매체가

될 수 있다. ‘정서표현’의 목표에 대한 활동내용에서는 교사와 유아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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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알아본 주제정서를 유아들이 자유롭게 창의적 동작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그런 후, 유아들은 교사가 조직한 주제정서 표현동작을 모방하여

나타낸다. 교사의 주제정서 표현동작은 예비조사를 통해 연구자에 의해

고안되었다. 6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에서 유아들은 각 주제

정서를 나타내는 동작을 시행하였고 연구자는 이를 참고하여 주제정서

표현동작을 고안하였다. 이 때 교사가 고안한 정서표현동작은 동작의 기

본요소를 다루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정서조절’의 목표에 대해서

는 부정정서가 감소되고 긍정정서가 향상되는 내용의 동화를 들으며, 정

서가 변화하는 모습을 창의적으로 표현동작을 통해 나타낸 후,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긍정정서가 향상되고, 부정정서가 감소되는 모습을 동

작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한다.

Ⅱ수준의 ‘정서이해’의 목표에 해당하는 활동내용에서는 일상에서 주

제정서를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본다. 이때 유아는 인형을 통해서 자신이

주제정서를 경험한 이야기를 한다. 교사는 유아가 이야기를 하기 전 00

인형의 이야기라고 소개한 후, 유아는 인형을 얼굴 앞으로 두고 “나는

......때 기뻤어, 화가 났었어.”라고 인형이 이야기하는 형식을 취한다. 인

형은 확장된 자아의 역할을 하며, 보호막을 제공한다. 유아들은 내면의

깊은 감정, 희망, 두려움 등의 심리상태를 인형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전

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형은 교육 및 치료적 목적으로

널리 쓰여 왔다(Gendler, 1986). 이 연구에서는 인형의 종류가 유아에게

주는 선호도로 인한 표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

하여 중성적인 이미지의 동물인 강아지 인형을 사용하였다. ‘정서표현’의

목표에 대한 활동에서는 1차시의 수업에서 주제정서에 대하여 표현한 일

련의 동작을 연구자가 무용 형식으로 조직하여 유아들이 모방적으로 표

현하도록 구성하였다. 무용은 정서적 감정을 자극하고 이끌어내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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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져(Jay, 1991; Stinson, 1982)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이 연구

에서 사용된 무용은 발레와 현대무용을 포함하는 예술무용과 민속무용의

형식이었다. 각 회기 별 무용은 그 무용이 내포하고 있는 정서를 고려하

여 주제 정서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형식으로 선정하였다. 이 연구의 무

용 형식에서 표현한 구체적인 정서와 그에 따른 동작은 <표 Ⅳ-4>와

같다. 또한, 표현동작의 내용에서도 동작의 기본요소를 포함하여 구성하

였다. ‘정서조절’의 목표에 대해서는 민속무용인 포크댄스를 이용하여 긍

정 정서 표현과 유발 동작활동을 구성하여 유아들이 모방적 표현동작을

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포크댄스는 동작치료에서 자주 쓰이며(신명

주, 정광조, 2008; Ho, 2005), 동작이 단순하고 흥미로워서 긍정정서를 유

발할 수 있는 동작을 구성하고 유아들에게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포크댄

스의 동작 내용은 긍정 정서 주제의 경우 1차시 수업의 정서표현 활동에

서 각 주제정서에 대하여 유아들이 표현한 동작을 교사가 연결된 동작으

로 구성하였으며, 부정정서의 경우 해당 정서에 상쇄하는 긍정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동작으로 구성하였다. 가령 슬픔 주제의 경우에 안

아주기 동작으로 구성된 포크댄스를 통하여 긍정정서가 유발될 수 있도

록 고안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동작은 유아가 정서 표현동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구성되도록 연구자가 고안하였다. 주제

와 목표에 따른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은 <표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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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표현 무용 무용의 분류 표현 가능 정서 출처 표현 정서 동작

하카춤
민속무용

(뉴질랜드)
분노

Jackson et al

(2002)
화남

강강술래
민속춤

(한국)

기쁨, 화남,

슬픔, 즐거움

안승현

(2002)
기쁨

신데렐라
예술무용

(발레)

고통스러움,

슬픔, 좌절, 행복

송소용

(2015)
속상함

소고춤
민속무용

(한국)
흥겨움

김경숙

(2006)
신남

살풀이
민속무용

(한국)

호감, 애정,

매혹, 애절,

고통, 상실,

고독, 냉담, 전율

정다운 외

(2013)
슬픔

훌라춤
민속무용

(하와이)
행복, 슬픔

허영일

(2011)
행복

곰 사냥
예술무용

(현대무용)

무서움, 놀람,

안도감

Rosen et al

(1989)
무서움

플라멩코
민속무용

(스페인)

열정, 즐거움,

사랑,

용감함, 슬픔,

외로움

박미경

(1999)
자랑스러움

<표 Ⅳ-4>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무용종류별 표현정서와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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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목표 영역 활동내용(Ⅰ수준) 활동내용(Ⅱ수준)

정서이해

•정서동화를 들으며 주제정

서 이해

•주제정서에 대한 이야기나

누기

•인형을 통한 일상에서 주

제정서에 대한 경험 이야기

정서표현

•주제정서에 대한 표현동작

-동작의 기본요소(신체, 공

간, 노력, 관계)에 대한

내용

-주제정서에 대한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

-주제정서에 대한 교사의

동작 모방

•무용형식으로 구성된 주제

정서에 대한 표현동작

-동작의 기본요소(신체, 공

간, 노력, 관계)에 대한 내

용

-무용형식의 주제정서에

대하여 교사의 동작 모방

정서조절

•동화를 들으며 주제정서의

감소와 향상의 모습 창의적

표현동작

•나의 경험에서 주제정서의

감소와 향상의 모습 창의적

표현동작

-정서의 변화에 대한 자유로

운 창의적 표현

•긍정정서 표현 및 유발 동

작으로 구성된 포크댄스

-교사의 포크댄스 동작 모

방

<표 Ⅳ-5>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내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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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학습 방법 선정

이 연구의 교수·학습 방법은 Mosston과 Ashworth(2002)의 신체활동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 교사와 유아가 상호 주도성을 갖도록 직접적 교

수·학습 방법과 간접적 교수·학습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동작교육에서 주로 사용되는 직접적 교수·학습 방법은 지시

형(command style) 교수학습 방법이며, 간접적 교수·학습 방법은 탐색법

(exploration, divergent discovery)과 안내 발견법(guided discovery)이다

(Mosston & Ashworth, 2002; Pica, 2004).

먼저,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개별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동작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둔 활동이므로 유아들이 자신만의 탐색과 발견을 통

해 정서에 따른 표현동작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

하였다. 우선, 유아는 느낌이나 생각의 표현에 있어 움직임을 통하여 탐

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탐색법은 유아가 발산적 문제해결을 하도록 돕

는다. 이 때 교사는 과제를 제시하고 유아가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이

고 적극적으로 탐색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시하여야하며, 시범과 지시

를 지양하고 유아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탐색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

지 않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Gallahue, 1982: Spodek, 1985).

Ⅰ수준의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에 해당하는 표현동작 내용에서 교사는 유

아에게 주제정서 및 동화의 내용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정서를 조절하는

표현동작의 과제를 제시하고 유아들은 자유롭게 탐색하여 자신만의 창의

적인 방식으로 표현동작을 한다.

표현동작의 안내 발견법에서 교사는 유아가 움직임을 탐색한 후 발견

하는 과정에서 길잡이와 촉진제 같은 역할을 한다. 이는 수렴적 문제 해

결을 하도록 돕는다. 교사는 유아에게 문제 해결의 해답을 먼저 제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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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 되며, 유아의 발견을 돕기 위하여 탐색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

한 후 질문을 통한 언어적 단서를 제공하여 유아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한다(Mosston & Ashworth, 2002; Pica, 2004). 이는 교사의 직접

적인 시범과 지시를 통한 교수와는 달리 유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로 Vygotsky의 비계(scaffolding) 개념과 맥

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안내된 발견적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교사의 민

감한 상호작용의 역량이 요구된다. 이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유아가 창의

적 표현동작 활동을 할 때 “화가 났을 때 얼굴표정은 어떨까?”, “발을

얼마큼 세게 굴려야 더욱 화난 마음이 표현될까?”와 같은 질문 형식의

언어적 단서를 이용하여 유아가 표현동작을 발견하는 것을 돕도록 하였

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모방적 표현활동의 경우 교사가 주도적으로 개

입하여 교수하는 직접적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직접적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교사가 시범을 보이고 유아가 교사의 동작을 모방

하도록 지시한다(Mosston & Ashworth, 2002). 구체적으로, Ⅰ수준의 정

서표현에서 유아들은 주제정서에 해당하는 교사의 표현동작을 모방해 볼

수 있다. 또한, Ⅱ수준의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에서 무용형식의 동작을 통

한 표현에 있어 유아들은 교사의 동작을 모방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모방적 표현동작 활동은 창의적 표현을 주저하고 어려워하는 유아

들에게 창의적 표현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기

본동작 능력을 향상시켜 유아가 스스로 동작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기초

가 되며, 표현을 확장하도록 한다(Gabbard, 1988; Graham, 1992; Purcell,

1994; Stinson, 1988).

라. 평가도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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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는 교육활동의 목적 및 목표가 달성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교육과정의 한 요소이다. 또한 유아의 수행 정도를 반영함으로써 교사가

유아를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한다. 교사는 유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업하므로 교육활동에 대해 타당한 결

정을 할 수 있다(Graham, 1992). 교육과정의 평가는 형성평가와 총괄평

가로 구분되어지는데, 형성평가(formative evaluation)는 교육과정 중에

세부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육과정의 개선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평가이다. 총괄평가(summative

evaluation)는 전체 교육과정의 종료 후 성취결과와 효과의 여부를 종합

적으로 판정하려는 평가의 형태이다(Tyler, Gagn´e & Scriven, 1967).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에서는 교육과정 중에 형성평가를 통하여 정서

이해, 정서표현, 정서조절의 세부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법은 전체 유아의 이야기 나누기 및 개별 평가지를 통

하였다. 각 회기의 프로그램 마무리 시간에 유아들은 교사와 함께 오늘

의 활동을 되짚으며, 오늘의 활동 목표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구체적으

로 “화난다가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나요?”, “동작을 통해 화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보았나요?”, “나의 화난 마음이 어떻게 되었나요?”와 같

은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된 이야기나누기를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유아에게 그들이 교수 받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느꼈는가를 물어봄으로

써 수업에 대한 유아의 감정을 평가하는 것은 효과적인 교육적 평가이다

(Graham, 1992). 또한, 긍정·부정 정서의 개별 평가지를 통하여 개별 유

아들이 나의 정서상태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총괄평가의 도구로는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유아의 정서성

과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보고의 정서성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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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와 유아보고의 일상스트레스 질문지를 이용하고 생리적 반응의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하여 심전도와 뇌파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3)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개발

위와 같은 설계에 따라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각 회기별 구체적인 교

육내용이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Ⅳ-6>과 같다. 이렇게 구성된 프

로그램의 표현동작은 전문가를 통해 그림자료로 제작하여 제시하였다.

그림은 표현동작에 대한 정보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게 제

시하기 위하여 그림문자(pictogram)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에 대한 예

시는 <표 Ⅳ-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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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제

수준
목표

영역
활동 목표 활동 내용

동작의

기본요소

표현동작의 유형

(차

시)
모방적 창의적

화난다 Ⅰ수준

(1) 정서이해

▪‘화난다’ 정서를 이해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동화 ‘화난다’

-‘화난다’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노력(힘)]

다리로 바닥을

구르는 동작에서

세기를 조절하며

노력(힘)의 요소

를 안다.

정서표현
▪‘화난다’의 정서를 동작으

로 표현할 수 있다.

-‘화난다’의 정서를 나타내

는 표현동작

교사의

‘화난다’

표현동작

모방

자유로운

‘화난다’

표현동작

정서조절

▪‘화난다’의 정서가 감소되

는 느낌을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동화 ‘화난다’를 통한 표

현동작

-나의 경험을 통한 표현동

작

‘화난다’

정서감소

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동작

Ⅱ수준

(2) 정서이해

▪일상에서의 ‘화난다’ 정서

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 이

해할 수 있다.

-인형을 통해 일상에서의

화났던 경험 이야기

[공간(방향)]

하카춤에서 앞,

뒤, 좌, 우로 움

직이는 동작을

하며 공간(방향)

의 요소를 안다.

정서표현
▪하카춤을 추며 ‘화난다’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화난다’ 표현동작으로 구

성된 하카춤

교사의

하카춤

표현동작

모방

정서조절
▪포크댄스를 통해 ‘화난다’

의 정서가 순화될 수 있다.

-토닥여주기 표현동작으로

구성된 포크댄스

교사의

포크댄스

표현동작

모방

<표 Ⅳ-6> 회기별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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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쁘다 Ⅰ수준

(3) 정서이해

▪‘기쁘다’ 정서를 이해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동화 ‘기쁘다’

-‘기쁘다’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공간(범위)]

달려와서 뛰는

동작에서 가깝게,

멀게 뛰며 공간

(범위)의 요소를

안다.

정서표현
▪‘기쁘다’의 정서를 동작으

로 표현할 수 있다.

-‘기쁘다’의 정서를 나타내

는 표현동작

교사의

‘기쁘다’

표현동작

모방

자유로운

‘기쁘다’

표현동작

정서조절

▪‘기쁘다’의 정서가 향상되

는 느낌을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동화 ‘기쁘다’를 통한 표

현동작

-나의 경험을 통한 표현동

작

‘기쁘다’

정서향상

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동작

Ⅱ수준

(4) 정서이해

▪일상에서의 ‘기쁘다’ 정서

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 이

해할 수 있다.

-인형을 통해 일상에서의

기뻤던 경험 이야기
[관계(사람)]

강강술래에서 이

끌고, 따르고, 만

나고, 헤어지는

동작을 하며 관

계(사람)이 요소

를 안다.

정서표현
▪강강술래를 추며 ‘기쁘다’

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기쁘다’의 표현동작으로

구성된 강강술래

교사의

강강술래

표현동작

모방

정서조절
▪포크댄스를 통해 ‘기쁘다’

의 정서가 증진될 수 있다.

-‘기쁘다’ 표현동작으로 구

성된 포크댄스

교사의

포크댄스

표현동작

모방

속상하다 Ⅰ수준

(5) 정서이해

▪‘속상하다’ 정서를 이해하

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

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동화 ‘속상하다’

-‘속상하다’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공간(경로)]

일직선, 곡선, 지

그재그로 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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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표현
▪‘속상하다’의 정서를 동작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속상하다’의 정서를 나타

내는 표현동작

동작을 하며 공

간(경로)의 요소

를 안다.

교사의

‘속상하다’

표현동작

모방

자유로운

‘속상하다’

표현동작

정서조절

▪‘속상하다’의 정서가 감소

되는 느낌을 동작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동화 ‘속상하다’를 통한

표현동작

-나의 경험을 통한 표현동

작

‘속상하다’

정서감소

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동작

Ⅱ수준

(6) 정서이해

▪일상에서의 ‘속상하다’ 정

서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인형을 통해 일상에서의

속상했던 경험 이야기

[신체(형태)]

발레 신데렐라에

서 둥글게, 좁게,

꼬인 팔동작을

하며 신체(형태)

의 요소를 안다.

정서표현

▪발레 신데렐라를 추며 ‘속

상하다’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속상하다’의 표현동작으

로 구성된 강강술래

교사의

발레

표현동작

모방

정서조절

▪포크댄스를 통해 ‘속상하

다’의 정서가 순화될 수 있

다.

-쓰다듬기 표현동작으로

구성된 포크댄스

교사의

포크댄스

표현동작

모방

신난다 Ⅰ수준

(7)

정서이해

▪‘신난다’ 정서를 이해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서

중 하나임을 안다.

-동화 ‘신난다’

-‘신난다’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공간-수준]

두발모아 뛰는

동작에서 높이에

변화를 주며 공

간(수준)의 요소

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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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표현
▪‘신난다’의 정서를 동작으

로 표현할 수 있다.

-‘신난다’의 정서를 나타내

는 표현동작

교사의

‘신난다’

표현동작

모방

자유로운

‘신난다’

표현동작

정서조절

▪‘신난다’의 정서가 향상되

는 느낌을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동화 ‘신난다’를 통한 표

현동작

-나의 경험을 통한 표현동

작

‘신난다’

정서향상

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동작

Ⅱ수준

(8) 정서이해

▪일상에서 ‘신난다’ 정서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 이해

할 수 있다.

-인형을 통해 일상에서 신

났던 경험 이야기

[공간(장소)]

소고춤에서 친구

와 부딪치지 않

고 동작을 하며

공간(장소)의 요

소를 안다.

정서표현
▪소고춤을 추며 ‘신난다’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신난다’ 표현동작으로 구

성된 소고춤

교사의

소고춤

표현동작

모방

정서조절
▪포크댄스를 통해 ‘신난다’

의 정서가 증진될 수 있다.

-‘신난다’ 표현동작으로 구

성된 포크댄스

교사의

포크댄스

표현동작

모방

슬프다 Ⅰ수준

(9)

정서이해

▪‘슬프다’ 정서를 이해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동화 ‘슬프다’

-‘슬프다’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공간(경로)]

일직선, 곡선, 지

그재그로 걷는

동작을 하며 공

간(경로)의 요소

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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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표현
▪‘슬프다’의 정서를 동작으

로 표현할 수 있다.

-‘슬프다’의 정서를 나타

내는 표현동작

교사의

‘슬프다’

표현동작

모방

자유로운

‘슬프다’

표현동작

정서조절

▪‘슬프다’의 정서가 감소되

는 느낌을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동화 ‘슬프다’를 통한 표

현동작

-나의 경험을 통한 표현동

작

‘슬프다’

정서감소

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동작

Ⅱ수준

(10) 정서이해

▪일상에서 ‘슬프다’ 정서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 이해

할 수 있다.

-인형을 통해 일상에서 슬

펐던 경험 이야기
[공간(수준)]

살풀이에서 천을

높게 낮게 흔드

는 동작을 하며

공간(수준)의 요

소를 안다.

정서표현
▪살풀이춤을 추며 ‘슬프다’

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슬프다’ 표현동작으로 구

성된 살풀이춤

교사의

살풀이춤

표현동작

모방

정서조절
▪포크댄스를 통해 ‘슬프다’

의 정서가 순화될 수 있다.

-안아주기 표현동작으로

구성된 포크댄스

교사의

포크댄스

표현동작

모방

행복하다 Ⅰ수준

(11)

정서이해

▪‘행복하다’ 정서를 이해하

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

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동화 ‘행복하다’

-‘행복하다’에 대한 이야

기 나누기

[노력(시간)]

팔을 위로 펴고

도는 동작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노력(시간)의 요

소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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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표현
▪‘행복하다’의 정서를 동작

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행복하다’의 정서를 나타

내는 표현동작

교사의

‘행복하다’

표현동작

모방

자유로운

‘행복하다’

표현동작

정서조절

▪‘행복하다’의 정서가 향상

되는 느낌을 동작으로 표현

할 수 있다.

-동화 ‘행복하다’를 통한

표현동작

-나의 경험을 통한 표현동

작

‘화난다’

정서향상

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동작

Ⅱ수준

(12) 정서이해

▪일상에서 ‘행복하다’ 정서

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 이

해할 수 있다.

-인형을 통해 일상에서 행

복했던 경험 이야기

[공간(방향)]

훌라춤에서 좌,

우, 시계방향으로

움직이는 동작을

하며 공간(방향)

의 요소를 안다.

정서표현
▪훌라춤을 추며 ‘행복하다’

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행복하다’의 표현동작으

로 구성된 훌라춤

교사의

훌라춤

표현동작

모방

정서조절

▪포크댄스를 통해 ‘행복하

다’의 정서가 증진될 수 있

다.

-‘행복하다’의 표현동작으

로 구성된 포크댄스

교사의

포크댄스

표현동작

모방

무섭다 Ⅰ수준

(13)

정서이해

▪‘무섭다’ 정서를 이해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동화 ‘무섭다’

-‘무섭다’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노력(흐름)]

몸을 흔들어 떠

는 동작을 연속,

불연속적으로 움

직이며 노력(흐

름)의 요소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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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표현
▪‘무섭다’의 정서를 동작으

로 표현할 수 있다.

-‘무섭다’의 정서를 나타내

는 표현동작

다.

교사의

‘무섭다’

표현동작

모방

자유로운

‘무섭다’

표현동작

정서조절

▪‘무섭다’의 정서가 감소되

는 느낌을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동화 ‘무섭다’를 통한 표

현동작

-나의 경험을 통한 표현동

작

‘무섭다’

정서감소

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동작

Ⅱ수준

(14) 정서이해

▪일상에서 ‘무섭다’ 정서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 이해

할 수 있다.

-인형을 통해 일상에서 무

서웠던 경험 이야기
[신체(형태)]

현대무용 곰사냥

에서 몸을 좁게,

넓게 만드는 동

작을 하며 신체

(형태)의 요소를

인식한다.

정서표현

▪현대무용 곰사냥을 추며

‘무섭다’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무섭다’표현 동작으로 구

성된 현대무용

교사의

현대무용

표현동작

모방

정서조절
▪포크댄스를 통해 ‘무섭다’

의 정서가 순화될 수 있다.

-숨겨주기 표현동작으로

구성된 포크댄스

교사의

포크댄스

표현동작

모방

자랑

스럽다

Ⅰ수준

(15)

정서이해

▪‘자랑스럽다’ 정서를 이해

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

다.

-동화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에 대한 이야

기 나누기

[공간-장소]

친구와 부딪치지

않고 투스텝 동

작을 하며 공간

(장소)의 요소를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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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표현
▪‘자랑스럽다’의 정서를 동

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랑스럽다’의 정서를 나

타내는 표현동작

교사의

‘자랑스럽

다’

표현동작

모방

자유로운

‘자랑스럽

다’

표현동작

정서조절

▪‘자랑스럽다’의 정서가 향

상되는 느낌을 동작으로 표

현할 수 있다.

-동화 ‘자랑스럽다’를 통한

표현동작

-나의 경험을 통한 표현동

작

‘자랑스럽

다’

정서향상

에 대한

자유로운

표현동작

Ⅱ수준

(16) 정서이해

▪일상에서 ‘자랑스럽다’ 정

서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인형을 통해 일상에서 자

랑스러웠던 경험 이야기

[신체(부분)]

플라멩고 춤에서

어깨, 팔, 허리,

손의 움직임에

주목한 동작을

하며 신체(부분)

의 요소를 안다.

정서표현

▪플라멩코를 추며 ‘자랑스럽

다’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

다.

-‘자랑스럽다’의 표현동작

으로 구성된 플라멩코

교사의

플라멩코

춤

표현동작

모방

정서조절

▪포크댄스를 통해 ‘자랑스럽

다’의 정서가 증진될 수 있

다.

-‘자랑스럽다’ 표현동작으

로 구성된 포크댄스

교사의

포크댄스

표현동작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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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

표현동작 하카춤

팔짱을 끼고 한 발을

쿵쿵 구른다.

화난 정도에 따라서

구르기 세기를 달리

해본다*.

두 손을 주먹 쥐고

팔을 구부려 힘을 주

고 두 발을 쿵쿵 구

르며 걷는다.

두 발을 모아 위로

뛴 후 내려오며, 다

리를 구부려 바닥을

강하게 내리친다. 팔

은 두 손을 주먹 쥐

고 구부려 힘을 준

다.

팔짱을 끼고 두발을

모아 뒤꿈치를 올리

고 내리기를 반복한

다.

팔짱을 끼고 한 발을

쿵쿵 구른다.

두 손을 주먹 쥐고

팔을 구부린 채, 두

발을 쿵쿵 구르며 앞

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으로 걷는다*.

하카춤 포크댄스: 토닥이기 표현동작 참고사항

*동작의 기본요소 내용

두 발을 모아 위로

뛴 후 내려오며, 다

리를 구부려 바닥을

강하게 내리친다. 팔

은 두 손을 주먹 쥐

고 구부려 힘을 준

다.

마주보고 서서 두

손 맞잡고 원을 그리

며 사이드스텝 3회,

두 손 허리에 올리고

제자리 스텝 3회: 양

방향 반복

한 손은 허리에 올리

고 한손으로 어깨쪽

등 토닥이기, 두 손

허리에 올리고 제자

리 스텝 3회: 반대쪽

1회 반복

한 명씩 두 손으로

어깨쪽 등 토닥이기,

두 손 허리에 올리고

제자리 스텝 3회

준비자료

∙정서동화

∙강아지 인형

∙개별 평가지와 스티커

∙포크댄스 음악(kinder polka)

<표 Ⅳ-7>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동작내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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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동화는 각 주제정서에 대한 유아

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정서동화의 구성원리는 첫

째, 유아가 동화를 통해 주제정서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용전개가 단순하고 간략하게 구성되도록 하였다. 둘째, 정서조절 내용의

경우 부정정서가 감소되고, 긍정정서가 향상되는 내용을 세 단계에 걸쳐

구성되도록 하여 정서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유아교육기관 생활, 생일, 바깥놀이와 같이 유아에게 익숙한 생활

주제를 활용하였다. 넷째, 동물을 주인공으로 선정하여 유아가 친밀감을

느끼고 감정을 이입하기에 용이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동화

의 선호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중성적 이미지의 동물인 강아지를 주인공

으로 선정하였다. 동화의 소재 및 내용에 있어서도 성별에 따른 선호도

가 나타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 구성

된 정서동화의 예시는 <표Ⅳ-8>과 같으며,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아동학 및 유아 전공교수 3인이 확인하여 동의하였다. 이렇게 고안된 정

서동화는 5세 유아 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

아들은 동화에 대해 흥미를 보였으며, 동화의 내용을 통해 주제정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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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

정서이해

강아지가 새로운 유치원에 갔어요.

처음 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는데,

고양이가 “안 돼! 이건 내꺼야, 너는 우리 친구가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장

난감을 홱 빼앗아갔어요.

강아지는 기분이 어떨까요?

강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정서조절

화가 난 강아지에게 다람쥐 친구가 다가와 “이걸로 나랑 놀자”라고 말하며

블럭을 주었어요.

강아지는 화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다람쥐가 “고양이야, 네가 강아지에게 사과해”하고 말 했어요.

고양이는 빼앗아 갔던 장난감을 돌려주었어요.

강아지는 화가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고양이가 “강아지야, 미안해”라고 말했어요.

고양이와 강아지는 서로 안아주며 화해했어요.

강아지는 화가 난 기분이 싹 사라졌어요.

<표 Ⅳ-8> 정서동화 예시

(4) 실행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8가지의 주제정서(4가지의 부정 정서, 4가지

의 긍정 정서)를 다루고 있으며, 각 주제정서별로 Ⅰ수준과 Ⅱ수준의 2

회기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의 실행은 일주일에 한 가지의 주제정서를

다루도록 이루어졌다. 즉, 8주 동안 총 16회기의 프로그램이 유아교육기

관의 오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실행되었다. 실행된 정서표현동작프로그

램의 예시는 <표 Ⅳ-9>, <표 Ⅳ-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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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제 수준 차시

화난다 Ⅰ수준 1

활동목표

정서이해 •‘화난다’의 정서를 이해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정서임을 알 수 있다.

정서표현 •‘화난다’의 정서를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정서조절 •‘화난다’의 정서가 감소되는 모습을 동작으로 표현할 수 있다.

활동자료 동화 ‘화난다’, 개별 평가지와 스티커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

입

준비

활동

(5분)

-개별 평가지를 이용하여 지금의 정서를 스티커로 평가 한다.

•준비활동

-준비활동을 해봅시다.

머리,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돌리기

선 채로 손을 바닥에 닿기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코를 무릎에 붙이기

앉아서 무릎을 굽히고 펴며 다리를 흔들기

<교수학습 방법: 지시형>

-교사의 스트레칭 동작을 모방하도록 한다.

•동화 ‘화난다’

-선생님이 준비해 온 동화를 듣고 주인공은 어떠한 감정이 드는지 생각

해봅시다.

•이야기나누기 ‘화난다’

-‘화난다’는 어떤 감정인가요?

-어떨 때 화가 나나요?

정서

이해

(5분)

전

개

정서

표현

(10분)

•화난다 표현동작

-화난 마음을 동작으로 자유롭게 표현해봅시다.

대그룹으로 활동 한 뒤, 소그룹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활동한다.

<표현동작의 유형: 창의적 표현동작>

-유아가 자신의 화가 났던 경험을 떠올리며 자유로운 표현동작을 통해

나타내도록 한다.

<교수학습방법: 탐색법, 안내 발견법>

-화난 마음에 대한 표현동작을 탐색하고 나타내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한다.

-언어적 단서를 제공하여 표현을 지지하고 확장한다.

예) 00는 두 발로 쿵쿵 걸어 다니며 화가 난 모습을 표현했구나.

더 많이 화가 난 모습을 표현하려면 발을 구르는 세기를 어떻게 하

면 좋을까?

<표 Ⅳ-9>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활동안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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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준비해 온 ‘화난다’ 표현동작을 다 같이 해봅시다.

교사는 ‘화난다’의 감정을 표현하는 동작을 시범보이고, 유아들은 모방

한다.

대그룹으로 활동 한 뒤, 소그룹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활동한다.

<표현동작의 유형: 모방적 표현동작>

-교사의 ‘화난다’ 표현동작을 유아들이 모방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교수학습방법: 지시형>

-교사가 ‘화난다’표현동작을 시범을 보인 후, 유아들은 교사의 동작을

그대로 모방한다.

<동작의 기본요소 인식>

-다리로 바닥을 구르는 동작에서 힘을 조절하며 노력(힘)의 요소를 안

다.

정서

조절

(5분)

•화난 마음이 작아져요

-동화를 들으며 주인공의 화난 마음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현동

작으로 나타내봅시다.

<표현동작의 유형: 창의적 표현동작>

-교사의 ‘화난다’ 동화를 들으며 화난 마음이 작아지는 표현동작을 자유

롭게 해보도록 한다.

내가 화가 아주 많이 났을 때를 표현해봅시다. 나의 화가 어떻게 줄어

들었는지를 생각하며 화난 마음이 줄어드는 표현동작을 해봅시다.

<교수학습방법: 탐색법, 안내 발견법>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나의 화난 마음의 크기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한다.

예) 두 팔을 벌려서 표현하기, 팔과 다리를 함께 벌려서 표현하기, 팔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화난 크기를 표현하기

-천천히 나의 화를 작게 만드는 표현을 자유롭게 하도록 한다.

예) 팔, 다리를 점점 움츠린다. 동그란 원을 점점 작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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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5분)

•정리활동

-정리활동을 해봅시다.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코를 무릎에 붙이기

앉아서 무릎을 굽히고 펴며 다리를 흔들기

<교수학습방법: 지시형>

-교사의 스트레칭 동작을 모방하도록 한다.

•이야기 나누기 및 평가

-오늘의 활동을 되짚으며 오늘의 활동 목표에 대한 평가를 한다.

-‘화난다’가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있나요?

-동작을 통해 화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보았나요?

-나의 화난 마음이 어떻게 되었나요?

-개별 평가지를 이용하여 지금의 정서를 스티커로 평가를 한다.

활동 주제 수준 차시

화난다 Ⅱ수준 2

활동목표

정서이해 •일상에서 경험한 ‘화난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있다.

정서표현 •하카춤을 통해 ‘화난다’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정서조절 •포크댄스를 통해 ‘화난다’의 정서가 순화될 수 있다.

활동자료 강아지 인형, 개별 평가지와 스티커

활동단계 활동내용

도

입

준비

활동

(5분)

-개별 평가지를 이용하여 지금의 정서를 스티커로 평가를 한다.

•준비활동

-준비활동을 해봅시다.

머리, 어깨, 허리, 무릎, 발목 돌리기

선 채로 손을 바닥에 닿기

다리를 쭉 펴고 앉아서 코를 무릎에 붙이기

앉아서 무릎을 굽히고 펴며 다리를 흔들기

<교수학습 방법: 지시형>

-교사의 스트레칭 동작을 모방하도록 한다.

<표 Ⅳ-10> 정서현동작프로그램 활동안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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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이해

(5분)

•내가 화났던 일

-강아지 인형을 통해 나의 화가 났던 경험을 이야기해봅시다.

-대집단으로 반원 모양으로 둘러앉는다.

-교사가 먼저 강아지 인형을 통해 일상에서의 화났던 경험을 이야기 한

다.

예) 나는 유치원에서 친구가 놀렸을 때 화가 났었어.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정서를 지지해준다.

예) 00강아지는 친구가 장난감을 빼앗아 갈 때 정말 화가 났겠다.

전

개

정서

표현

(10분)

•하카춤

-1차시에서 활동하였던 화난 정서의 표현동작을 재구성한 하카춤을 통

해 ‘화난다’의 정서를 표현하여 발산한다.

<표현동작의 유형: 모방적 표현동작>

-교사가 구성한 하카춤을 유아들은 모방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교수학습방법: 지시형>

-하카춤의 동작을 시범보이고 모방하도록 한다.

-동작을 더 크고 강하게 하여 화난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도록 지도한

다.

<동작의 기본요소 인식>

-하카춤의 동작을 앞, 뒤, 좌, 우로 움직이며 하여 방향의 요소를 인식

한다.

정서

조절

(5분)

•포크댄스

-토닥여주기 동작으로 구성된 포크댄스를 춘다.

<표현동작의 유형: 모방적 표현동작>

-교사가 구성한 포크댄스를 유아들이 모방하여 표현하도록 한다.

<교수학습방법: 지시형>

-교사는 동작을 시범보이고, 유아들이 모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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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5분)

•정리활동

-정리활동을 해봅시다.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코를 무릎에 붙이기

앉아서 무릎을 굽히고 펴며 다리를 흔들기

<교수학습방법: 지시형>

-교사의 스트레칭 동작을 모방하도록 한다.

•이야기나누기 및 평가

-오늘의 활동을 되짚으며 오늘의 활동 목표에 대한 평가를 한다.

-친구들은 평소에 어떨 때 화난 마음이 들었나요?

-하카춤을 통해 화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보았나요?

-친구가 토닥여주니 화난 마음이 어떻게 되었나요?

-개별 평가지를 이용하여 지금의 정서를 스티커로 평가를 한다.

(5) 평가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에게 어떠한 효과를 나타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정서성, 일상스트레스, 심박변이도와 뇌파 검증을 통한 총괄

평가를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유아의 정서성과 일상스트

레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유아의 정서성과

일상스트레스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또한, 생리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

여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유아의 심박변이도와 뇌파를 측정하여 그 변

화를 검증하였다.

2)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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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개발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성, 일상스

트레스와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

서성과 일상스트레스 질문지 및 심전도와 뇌파 측정 장비를 사용하였다.

(1) 정서성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처치가 유아의 정서성에 미치

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사보고용 아동행동질문지(child behavior

questionnaires-teacher form: CBQ, Rothbart et al., 1994)의 하위영역

중 긍정, 부정 정서성 관련 문항을 이용하여 구성한 교사용 긍정·부정

정서성 질문지를 이용하였다. 교사용 긍정·부정 정서성 질문지는 해당

유아의 담임교사가 측정하였다. 긍정·부정 정서의 구분 기준(Watson et

al., 1998)에 따라 기쁨 정서성은 긍정적 정서성에 포함되며, 분노/좌절,

두려움, 슬픔 정서성은 부정적 정서성에 포함된다. 긍정적 정서성은 5문

항으로며, 문항의 예시는 ‘다른 친구와 놀 때 종종 큰 소리로 웃는다’와

같다. 부정적 정서성은 분노/좌절, 두려움은 각각 5문항으로, 문항의 예

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심하게 짜증을 낸다’, ‘큰 소리가 나면 무

서워한다’와 같다. 슬픔은 6문항으로, 문항의 예시는 ‘좋아하는 장난감을

잃어버리거나 부서지면 슬퍼한다’와 같다. 이렇게 구성된 긍정·부정 정서

성 측정도구에 대해서는 아동학전공 박사수료자 2인, 아동학 및 유아전

공 교수 1인, 유아교육기관의 원장 2인 및 교사 4인이 내용 타당도를 확

인하고 타당성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아동학전공 박사수료자 2인은 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며, 아동학 및 유아전공 교수 1인은 도구의

적합성과 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기

관의 원장 및 교사는 문항이 유아에게 적절하고 교육현장에서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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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타당한 내용인지를 확인하였다.

긍정·부정 정서성 도구의 측정은 담임교사가 유아교육기관에서 해당

유아의 일상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해당문항의 내용에 대하여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의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여 이루어

졌다. 점수범위는 긍정적 정서성의 경우 5～25점, 부정적 정서성의 경우

분노와 좌절 및 두려움 각 5～25점, 슬픔 6～30점, 전체 16～8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성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이 연구의 정서성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기쁨

.69, 분노/좌절 .87, 두려움 .88, 슬픔 .81로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구분 하위영역 문항번호 점수범위 Cronbach’ α

긍정 정서성 기쁨 5,14,16,19,20 5-25 .69

부정 정서성

분노/좌절 1,3,9,12,21 5-25 .87

두려움 4,7,11,13,17 5-25 .88

슬픔 2,6,8,10,15,18 6-30 .81

전체

1,2,3,4,6,7,8,9,

10,11,12,13,

15,17,18,21

16-80 .92

<표 Ⅳ-11> 교사용 유아 정서성 측정도구

(2) 일상스트레스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시행이 일상스트레스에 미치

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유아 일상스트레스 척도(오지은·임여정·이순

형, 2016)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HSC(hassles scale for children:

Parfenoff & Joes, 1989)와 CHS(children’s hassles scale: Kann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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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를 번안하고, KPDS(Korean preschool daily Stress scale, 염현경,

1998)를 참고하여 한국 유아의 일상스트레스를 반영하는데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구성되었다. <표 Ⅳ-12>과 같이 HSC, CHS, KPDSS에서

공통으로 포함하는 1, 2, 4번 문항, 두 가지 이상의 척도에서 공통으로

포함하는 6, 13, 14, 16, 17번 문항, HSC, CHS, KPDSS의 문항 중 유아

에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7, 8, 9, 10, 11, 15, 18, 19번 문항, 이 외의

유아의 일상스트레스를 반영할 수 있는 문항으로 제시되어 협의된 3, 5,

12, 20번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5세 유아 222명으로부터 수집

된 자료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의 요인구조와 문항구성

이 파악되었으며, 상관분석을 통한 판별타당도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

한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또한 다른 척도(child behavior scale:

CBS)와의 상관분석과 Cronbach’ α 값(하위영역: .70～.75, 전체: .86)을

통하여 공인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었다(오지은·임여정·이순형, 2016).

척도 추출된 문항

HSC 1, 2, 4, 6, 10, 14, 15, 19

CHS 1, 2, 4, 9, 11, 13, 14, 16, 17

KPDS 1, 2, 4, 6, 7, 8, 13, 16, 17, 18

추가문항 3, 5, 12, 20

<표 Ⅳ-12> 유아 일상스트레스 척도의 문항 선정

유아 일상스트레스 척도는 6개의 하위영역,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하위 영역은 또래관계관련 스트레스 4문항, 통제와자원의 부

족관련 스트레스 4문항, 교육기관관련 스트레스 4문항,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관련 스트레스 3문항, 가족관계관련 스트레스 3문항, 건강관련 2문항

이다. 문항의 예시는 또래관계는 ‘친구들이 놀릴 때’, 통제와 자원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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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고 싶은 놀이를 하지 못할 때’, 교육기관은 ‘선생님의 질문에 틀린

대답을 할 때’,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은 ‘내가 다른 친구보다 잘하지 못

한다고 생각될 때’, 가족관계는 ‘엄마나 아빠가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을

때’, 건강은 ‘병원에 갈 때’와 같다.

측정은 유아에게 각 문항에 해당하는 일이 있었는가의 유, 무를 물어

본 후, 그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0점 처리를 한다.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그 때 속상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힘

들었는지를 물어본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면 해당 문항의 경험이

있더라도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지 않는 것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0점)로

처리하고, ‘그렇다’라고 응답하면 얼마나 그런 기분이었는지를 크기별 동

그라미로 선택하도록 하여 그런 편이다(1점), 많이 그렇다(2점), 매우 그

렇다(3점)로 Likert형 척도로 평정하였다. 하위 영역별 점수범위는 또래

관계 0～12점, 통제와 자원의 부족 0～12점, 교육기관 0～12점, 자존감

과 심리적 안녕 0～9점, 가족관계 0～9점, 건강 0～6점, 전체 0～60점이

다.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스트레스가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일상스트레

스가 낮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유아 일상스트레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또래관계 .64, 통제와 자원의 부족 .68, 교육기관 .51,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 .63, 가족관계 .72, 건강 .59, 전체 .79로 신뢰할 만

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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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영역 문항번호 점수범위 Cronbach’ α

또래관계관련 1-4 0-12 .64

통제와 자원의 부족관련 5-8 0-12 .68

교육기관관련 9-12 0-12 .51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관련 13-15 0-9 .63

가족관계관련 16-18 0-9 .72

건강관련 19-20 0-6 .59

전체 1-20 0-60 .79

<표 Ⅳ-13> 유아용 일상스트레스 측정도구

(3) 심박변이도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시행이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산화 폴리그래프 시스템(PolyG-I, LAXTHA

(주)) 기기를 이용하여 상지에서 유도한 1채널 전극에서 안정시 5분 동

안의 심박변이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된 심박변이도는

Telescan(CD-TS-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으

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주파수영역 분석에서는 R피크와 다음 R

피크 사이의 간격을 고속 푸리에 변환(fast fourier transformatio: FFT)

을 하여 저주파 성분(LF: power in low frequency, 0.04-0.15Hz)과 고주

파 성분(HF: power in high frequency, 0.15-0.4Hz)으로 추출하였다. 이

때 저주파 성분인 LF는 안정 시 교감 신경의 활성을 반영하며, 고주파

성분인 HF는 안정 시 부교감 신경의 활성을 반영한다. LF와 HF는 5분

측정 분석에서는 짧은 측정 시간에 의한 한계를 보정하기 위해 표준화된

수치로(normalized unit)로 나타내어 제시된다. 표준화는 LF와 HF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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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했을 때, 두 파형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LF와 HF의

파워에서 VLF(very low frequency) 파워를 제거한 것에 대한 상대적 값

이 정규화된 LF(normalized LF)와 HF(normalized HF)이다(김병수·민정

아, 2015). 이 연구에서는 5분 동안 측정한 심박변이도의 값을 사용하였

으므로 정규화된 LF와 HF를 사용하였다. 또한, 고주파 성분에 대한 저

주파 성분의 비율(LF/HF)은 부교감신경의 활성에 대한 교감신경의 활성

비율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도를 나타낸다. LF/HF는 교감신

경의 활성에 비례하고 부교감신경의 활성에 반비례 하며, 이를 통해 교

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상호조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시간영역 분석에서는 SDNN(standard

deviation of all normal NN intervals)의 값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SDNN은 R-R간격의 표준편차 즉, R-R간격 변화의 크기로, 스트레스 저

항도를 의미한다. SDNN은 자율신경계의 전체적인 조절능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자율신경계의 적응 또는 대처 능력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한다(Camm et al., 1996). 각 수치의 단위는 nLF와 nHF

및 LF/HF는 비율에 대한 값으로 단위가 없으며, SDNN은 msec이다.

이 연구에서는 nLF, nHF, LF/HF, SDNN의 처치 전·후에 측정한 값의

차이를 통계 분석하여 심박변이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nLF 값의 사전

값에 대한 사후 값의 증가는 교감신경 활성도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nHF 사전 값에 대한 사후 값의 증가는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증가하였음

을 의미한다. LF/HF 사전 값에 대한 사후 값의 증가는 부교감신경 활성

에 비해 교감신경의 활성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SDNN 사전

값에 대한 사후 값의 증가는 스트레스 저항도가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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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단위 내용 반영 영역

nLF
정규화된 LF

LF/(total power-VLF)×100

교감신경 활성도:

흥분, 불안, 공포, 스트레스에

비례

nHF
정규화된 HF

HF/(total power-VLF)×100

부교감신경 활성도:

심리정서적 안정, 이완에

비례

LF/HF
HF에 대한 LF의 비율

LF[ms2]/HF[ms2]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도: 스트레스에 비례

SDNN ms R-R간격의 표준편차

스트레스 저항도: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및

대처에 비례

<표 Ⅳ-14> 심박변이도 측정 변인

(4) 뇌파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는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시행이 뇌파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산화 폴리그래프 시스템(PolyG-I, LAXTHA(주)) 기

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olyG-I는 인체에서 발생하는 뇌파, 심전도,

근전도, 맥파, 호흡, 안전도, 피부전기반사에 대한 총 16채널의 생리신호

를 동시에 측정하는 기기이다. 이 연구의 뇌파 측정은 인간의 정서와 관

련 있는 전두엽 부위(Chugani, 1998; Light et al., 2009)에서 4개의 전극

에서 유도된 4채널 전기신호를 검출하여 이루어졌다. 측정부위는 10/20

국제전극배치법에 따라 전전두엽(Fp1, Fp2), 전두엽(F3, F4) 위치에 측정

전극을 부착하였으며,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은 오른쪽 귀 밑, 접

지전극(ground electrode)은 왼쪽 귀 밑에 부착하였다. 측정 시간은 유아

들이 의자에 앉아 눈을 감은 상태의 안정 시 5분 동안이었다. 측정된 뇌

파는 ICA(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해 잡파(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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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후, Telescan(CD-TS-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파워스펙트럼 밀도

(PSD: power spectral density)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

하였으며, 측정된 뇌파 속에 각 진동성분이 출현한 상대적 비율을 나타

내는 값인 상대파워(relative power)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

적 안녕과 관련 있는 알파파와 심리적 긴장, 불안과 관련 있는 베타파의

상대파워를 분석하였다. 또한 뇌파 신호들 중에서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베타파에 대한 알파파의 비율의 값을 절대파워(absolute power) 값을 이

용하여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상대알파파, 상대베타파, 알파/베타의

처치 전·후에 측정한 값의 차이를 통계 분석하여 뇌파의 변화를 살펴보

았다. 안정 시 상대알파파의 사전 값에 대한 사후 값의 증가는 심리적으

로 편안한 상태의 증가를 의미한다. 상대베타파의 사전 값에 대한 사후

값의 증가는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베타파에

대한 알파파의 비율의 사전 값에 대한 사후 값의 증가는 스트레스의 감

소를 의미한다(심도현·이순형, 2005; Hinrichs & Machleidt, 1992).

변인 주파수/내용 반영 영역

상대알파파 8∼12.99 Hz 심리적 안정, 이완에 비례

상대베타파 13∼29.99 Hz
활동 및 집중, 불안, 긴장,

스트레스에 비례

알파/베타
베타파에 대한

알파파의 비율

알파파와 베타파의 균형도:

스트레스에 반비례

<표 Ⅳ-15> 뇌파 측정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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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1) 예비 조사

먼저, 이 연구에서 개발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및 정서성과 일상스

트레스 및 생리적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다. 긍정·부정 정서성 질문지의 문항 내용이 교사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고, 유아교육기관에서 관찰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

아교육기관의 원장 2인과 현직교사 4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문항을 응답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

로 일상스트레스 질문지의 문항 내용이 유아들이 이해하고 응답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5세 유아 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항 내용은 유아들이 응답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생리적반응의 측정을 위하여 심전도와 뇌

파를 동일 연령의 유아 2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이 때 눈을 뜬 상태

와 눈을 감은 상태를 모두 시연해보았다. 그 결과 유아들은 눈을 뜬 상

태에서는 5분 동안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다. 특히

눈을 뜬 상태에서는 시선을 가만히 두기가 어려웠다. 반면 눈을 감은 상

태에서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눈을 감는 것이 더

쉽고 편하다는 유아들의 반응을 확인하여 무위 상태(눈감고 가만히 있

기)에서의 측정을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내용 구성 난의

도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1회기 내용 및 각 주제정서 표현동작을

유아 6명을 대상으로 시행해 보았다. 그 결과 유아들이 주제정서를 동작

표현 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나 무용 형식의 조직화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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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의 경우 유아들이 순서를 익히는데 집중할 경우 충분한 표현이 이루

어지지 않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주요 동작의 수를 4동작 이내로

구성되도록 단순화하고, 주 동작이 반복되도록 수정하였다. 그리고 포크

댄스의 경우 여러 명의 유아가 대형을 유지하며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원형(circle), 라인(line), 열형(longway), 스퀘어(square)

의 특정 대형을 취하지 않고 짝을 지어 자유롭게 서서 동작을 하도록 하

였다.

2) 본조사

이 연구에서 개발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성과 일상스

트레스 및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검

사 및 프로그램 처치를 시행하였다. 사전검사는 2015년 10월 22일-27일

에 이루어졌으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들을 대상으로 정서성과 일

상스트레스 및 심박변이도와 뇌파를 측정하였다. 질문지 조사의 경우 정

서성은 해당유아의 담임교사가 측정하였으며, 일상스트레스는 연구자를

포함하여 유아교육을 전공한 검사자가 해당유아가 재원하고 있는 기관의

독립된 교실에서 유아와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시행하였다. 일상스트레스

측정에 소요된 시간은 10-15분이었다. 심박변이도와 뇌파 또한 독립된

교실에서 측정되었으며, 측정하기 전에 유아들이 낯선 장비를 이용한 측

정에 대한하여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검사자들은 장비와 측정방법을

설명하고 시연해 보였다. 또한, 다른 유아들의 측정 사진을 보여주어 불

안감을 가지지 않도록 하였다. 유아들은 머리와 손목의 측정 부위에 전

극젤을 이용하여 전극을 부착하고,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5분간 가만히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사전검사가 종료된 후, 2015년 10월 28일-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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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8주 동안 주 2회(30분씩), 총 16회기의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이 연구자에 의해 2개 학급의 실험집단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프

로그램의 시행은 해당기관의 오전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이루어졌으며,

실험집단 유아들은 이 연구에서 개발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을 실시하

고 통제집단 유아들은 자유선택활동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2015년

12월 17일-22일에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긍정·부정 정서성과 일상

스트레스 및 심박변이도와 뇌파의 측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박변이도

와 뇌파의 전극부착과 측정에 소요된 시간은 15-20분이었다. 유아 일상

스트레스 및 심전도와 뇌파 측정은 오전 8시30분부터 1시 사이에 이루어

졌다.

집단 사전검사 실험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O1, O2, O3, O4 X1 O5, O6, O7, O8

통제집단 O1, O2, O3, O4 O5, O6, O7, O8

O1: 정서성, O2: 일상스트레스, O3: 심박변이도, O4: 뇌파

X1: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O5: 정서성, O6: 일상스트레스, O7: 심박변이도, O8: 뇌파

<표 Ⅳ-16> 연구설계

4. 자료분석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시행에 따른 유아의 정서성과 일상스트레스

및 생리적 반응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서성과 일상스트레스 질문지에 대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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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유아의 정서성과 일상스트레스

및 심박변이도와 뇌파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효과를 알아

보기 사전 정서성과 일상스트레스 및 심박변이도와 뇌파 값을 각각 공변

인으로 하여 사후 값을 분석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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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과 및 해석

이 장에서는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성과 일상스트레스

및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적용 전·후

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의 정서성과 일상스트레스 및 생리적 반응

변화의 차이를 비교하여 검증한 결과를 제시한다. 연구 결과의 기술은

앞에서 제시된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른다.

1.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른 유아의

정서성 차이(연구문제 1)

이 연구에서 개발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통제 집단의 긍정·부정 정서성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집단 별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는 공변

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집단 별 정서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수

정된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Ⅴ-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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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집단 N
사전점수 사후점수

교정된

사후점수

M SD M SD M SE

긍정

정서성
기쁨

실험 36 17.22 3.30 19.28 3.35 19.43 .39

통제 33 17.70 2.79 17.12 2.83 16.95 .41

부정

정서성

분노/좌절
실험 36 11.03 4.35 10.67 3.14 9.85 .35

통제 33 8.58 3.18 10.09 3.62 10.99 .37

두려움
실험 36 11.31 3.16 13.33 3.57 12.80 .49

통제 33 10.03 4.51 12.33 5.24 12.91 .51

슬픔
실험 36 16.11 3.90 15.03 3.38 13.89 .41

통제 33 13.39 3.92 14.30 4.90 15.55 .43

전체
실험 36 38.44 9.53 39.03 8.69 36.09 .94

통제 33 32.00 10.30 36.73 12.91 39.93 .98

<표 Ⅴ-1> 정서성 사전, 사후, 교정된 사후점수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실시 전 긍정 정서성인 기쁨 정서성의 사전검

사 점수는 실험집단(M=17.22점, SD=3.30)이 통제집단(M=17.70,

SD=2.79)에 비해 다소 낮았다. 반면,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

는 실험집단(M=19.28 SD=3.35)이 통제집단(M=17.12, SD=2.83)에 비해

높았다.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

(M=19.43, SE=.39)이 통제집단(M=16.95, SE=.41)에 비해 높았다. 즉, 긍

정 정서성의 경우 실험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교정

된 사후검사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시행 전 부정 정서성 전체의 사전검사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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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M=38.44, SD=9.53)이 통제집단(M=32.00, SD=10.30)에 비해 높

았다.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M=39.03, SD=8.69)

이 통제집단(M=36.73, SD=12.91)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사전검사 점수

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36.09, SE=.94)이 통제

집단(M=39.93, SE=.98)에 비해 낮았다. 부정 정서성 전체의 경우 실험집

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보다 낮

게 나타났다. 부정 정서성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분노/좌절 정서성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11.03, SD=4.35)이 통제집단(M=8.58,

SD=3.18)에 비해 높았다.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

(M=10.67, SD=3.14)이 통제집단(M=10.09, SD=3.62)에 비해 다소 높았

다. 그러나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

(M=9.85, SE=.35)이 통제집단(M=10.99, SE=.37)에 비해 낮았다. 분노/좌

절 정서성의 경우 실험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교정

된 사후검사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두려움 정서성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11.31, SD=3.16)이 통제집단(M=10.03, SD=4.15)에 비해 높

았다.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M=13.33, SD=3.57)

이 통제집단(M=12.33, SD=5.24)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12.80, SE=.49)이 통제집단

(M=12.91, SE=.51)에 비해 다소 낮았다. 두려움 정서성의 경우 실험집단

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슬픔 정서성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16.11, SD=3.90)

이 통제집단(M=13.39, SD=3.92)에 비해 높았다.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

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M=15.03, SD=3.38)이 통제집단(M=14.30,

SD=4.90)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

사 점수는 실험집단(M=13.89, SE=.41)이 통제집단(M=15.55, SE=.4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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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긍정

정서성
기쁨

공변량 292.490 1 292.490 54.188***

집단 105.266 1 105.266 19.502***

오차 356.247 66 5.398 　

합계 23701 69 　 　

부정

정서성

분노/좌절

공변량 484.603 1 484.603 114.177***

집단 20.335 1 20.335 4.791*

오차 280.124 66 4.244 　

합계 8221 69 　 　

두려움

공변량 758.180 1 758.180 88.230***

집단 .203 1 .203 .024

오차 567.154 66 8.593 　

합계 12745 69 　 　

슬픔

공변량 786.097 1 786.097 135.873***

집단 42.030 1 42.030 7.265**

오차 381.845 66 5.786 　

합계 16049 69 　 　

전체

공변량 5984.300 1 5984.300 197.757***

집단 229.687 1 229.687 7.590**

오차 1997.217 66 30.261 　

합계 107329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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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2> 정서성 공변량분석

비해 낮았다. 슬픔 정서성의 경우 실험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교정

된 사후 긍정·부정 정서성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Ⅴ-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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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부정 정서성의 두 집단 간 교정된 사후검사 평균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긍정 정서성의 경우 실험집단의 평균 점수가 통

제집단의 평균 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F=19.502, df=1, 66 p<.001). 부정 정서성의 경우 전체(F=7.590, df=1,

66, p<.01) 및 분노/좌절 정서성(F=4.791, df=1, 66 p<.05), 슬픔 정서성

(F=7.265, df=1, 66 p<.01)에서 실험집단 평균 점수는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

에서 개발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긍정 정서성을 향상시키고,

부정 정서성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쁨 정서성

을 향상시키고, 분노/좌절 정서성과 슬픔 정서성을 감소시켰다. 이는 동

작을 통해 정서를 표현하고 유발하는 활동의 시행이 유아의 정서성을 변

화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서를 드러내고 다루는

것이 정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존의 이론을 반영하는 결과이며

(Breuer & Freud, 1893; James, 1884; Kalat & Shiota, 2007; Liebert &

Liebert, 1998), 부정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다는 기존의 연구(Pennebaker, 1988)와 일치된 결과를 나타낸다.

부정 정서성의 두려움 정서성도 실험집단의 교정된 사후점수가 통제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

았다. 즉, 정서표현동작 프로그램이 유아의 두려움 정서성을 감소시키지

는 못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변화에 대해 비교적 안정성을 보이

는 두려움 정서성(Kagan, 1989; Komsi et al., 2006)을 변화시키기에는

이 연구의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시행 횟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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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른 유아의

일상스트레스 차이(연구문제 2)

이 연구에서 개발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의 일상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

량으로 하여 집단 별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는 공변량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집단 별 일상스트레스의 평균과 표준편차, 교

정된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Ⅴ-3>과 같다.

영역 집단 N
사전점수 사후점수 교정된 사후점수

M SD M SD M SE

또래관계
실험 36 8.11 2.71 5.50 2.56 5.41 .42

통제 33 7.70 2.46 6.42 2.98 6.53 .44

통제와

자원의 부족

실험 36 6.50 3.18 4.56 3.54 4.65 .53

통제 33 6.91 2.75 7.61 3.29 7.51 .55

교육기관
실험 36 5.47 2.66 3.11 2.07 3.11 .39

통제 33 5.45 2.58 3.21 2.98 3.22 .41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

실험 36 3.00 1.91 2.19 1.69 2.23 .26

통제 33 3.15 2.05 3.67 2.06 3.63 .27

가족관계
실험 36 6.19 2.07 4.17 2.47 4.12 .36

통제 33 5.91 2.10 5.58 2.00 5.63 .37

건강
실험 36 2.28 1.89 1.72 1.73 1.76 .28

통제 33 2.55 1.77 2.18 1.78 2.14 .29

전체
실험 36 31.56 8.84 21.25 9.89 21.29 1.36

통제 33 31.67 8.55 28.67 10.05 28.63 1.42

<표 Ⅴ-3> 일상스트레스 사전, 사후, 교정된 사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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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시행 전 일상스트레스 전체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

(M=31.56, SD=8.84)이 통제집단(M=31.67, SD=8.55)에 비해 다소 낮았으

며,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M=21.25, SD=9.89)이

통제집단(M=28.67, SD=10.05)에 비해 낮았다.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M=21.29, SE=1.36)이 통제집단

(M=28.63, SE=1.42)에 비해 낮았다. 즉, 일상스트레스 전체의 경우 실험

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교정된 사후

검사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일상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

면, 프로그램의 시행 전 또래관계 영역 일상스트레스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8.11, SD=2.71)이 통제집단(M=7.70, SD=2.46)에 비해 높았

으며,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5.50, SD=2.56)

이 통제집단(M=6.42, SD=2.98)에 비해 낮았다.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M=5.41, SE=.42)이 통제집단(M=6.53,

SE=.44)에 비해 낮았다. 즉, 또래관계 영역 일상스트레스의 경우 실험집

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보다 낮

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시행 전 통제와 자원의 부족 영역 일상스트레

스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6.50, SD=3.18)이 통제집단(M=6.91,

SD=2.75)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M=4.56, SD=3.54)이 통제집단(M=7.61, SD=3.29)에 비해 낮았

다.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M=4.56,

SE=.53)이 통제집단(M=7.51, SE=.55)에 비해 낮았다. 즉, 통제와 자원의

부족 영역 일상스트레스의 경우 실험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통

제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시행 전

교육기관 영역 일상스트레스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5.47,

SD=2.66)이 통제집단(M=5.45, SD=2.58)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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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3.11, SD=2.07)이 통제집단

(M=3.21, SD=2.98)에 비해 다소 낮았다.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3.11, SE=.39)이 통제집단(M=3.22,

SE=.41)에 비해 다소 낮았다. 즉, 교육기관 영역 일상스트레스의 경우

실험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보

다 낮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시행 전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 영역 일상

스트레스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3.00, SD=1.91)이 통제집단

(M=3.15, SD=2.05)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M=2.19, SD=1.69)이 통제집단(M=3.67, SD=2.06)에 비

해 낮았다.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

(M=2.23, SE=.26)이 통제집단(M=3.63, SE=.27)에 비해 낮았다. 즉, 자존

감과 심리적 안녕 영역 일상스트레스의 경우 실험집단의 교정된 사후검

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프로그

램의 시행 전 가족관계 영역 일상스트레스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

(M=6.19, SD=32.07)이 통제집단(M=5.91, SD=2.10)에 비해 높았으며, 프

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4.17, SD=2.47)이 통제

집단(M=5.58, SD=2.00)에 비해 낮았다.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M=4.12, SE=.36)이 통제집단(M=5.63,

SE=.37)에 비해 낮았다. 즉, 가족관계 영역 일상스트레스의 경우 실험집

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보다 낮

게 나타났다. 프로그램의 시행 전 건강 영역 일상스트레스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2.28, SD=1.89)이 통제집단(M=2.55, SD=1.77)에 비

해 다소 낮았으며,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

(M=1.72, SD=1.73)이 통제집단(M=2.18, SD=1.78)에 비해 낮았다. 사전

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M=1.76, S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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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제집단(M=2.14, SE=.29)에 비해 낮았다. 즉, 건강 영역 일상스트레

스의 경우 실험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교정된 사후

검사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교정된 사후 일상스트레스 점

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Ⅴ-4>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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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또래관계

공변량 99.987 1 99.987 15.976***

집단 21.432 1 21.432 3.424

오차 413.073 66 6.259

합계 2964.000 69

통제와

자원의 부족

공변량 132.374 1 132.374 13.392**

집단 139.925 1 139.925 14.156***

오차 652.394 66 9.885

합계 3441.000 69

교육기관

공변량 72.880 1 72.880 13.354**

집단 .201 1 .201 .037

오차 360.191 66 5.457

합계 1122.000 69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

공변량 71.223 1 71.223 28.707***

집단 33.372 1 33.372 13.451***

오차 163.749 66 2.481

합계 852.000 69

가족관계

공변량 39.844 1 39.844 8.730**

집단 39.317 1 39.317 8.615**

오차 301.217 66 4.564

합계 1992.000 69

건강

공변량 23.970 1 23.970 8.685**

집단 2.374 1 2.374 .860

오차 182.161 66 2.760

합계 470.000 69

전체

공변량 2290.706 1 2290.706 34.681***

집단 928.067 1 928.067 14.051***

오차 4359.377 66 66.051

합계 50025.00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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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4> 일상스트레스 공변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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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스트레스의 두 집단 간 교정된 사후검사 평균 점수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한 결과, 일상스트레스 전체(F=14.051, df=1, 66 p<.001) 및

하위 영역의 통제와 자원의 부족(F=14.156, df=1, 66 p<.001), 자존감과

심리적 안녕(F=13.451, df=1, 66 p<.001), 가족관계 (F=8.615, df=1, 66

p<.01) 영역의 일상스트레스에서 실험집단 평균 점수가 통제집단의 평균

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

에서 개발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일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

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통제와 자원의 부족, 자존감과 심리

적 안녕, 가족관계 영역에서의 일상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 이는 스트레

스의 조절에 있어 정서초점적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결과이며, 정서

적 요인에 초점을 둔 표현동작활동이 일상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아동과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인숙, 2010; 최연화 외,

2010; Mendelsohn, 199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래관계 영역과 교육기관 영역 및 건강 영역의 일상스트레스도 실험

집단의 교정된 사후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즉,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의

또래관계, 교육기관, 건강 영역의 일상스트레스는 감소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이 연구에서 개발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의 내적 정서 정

서를 표현하는데 중점을 둠에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와 병원에 가는 것과

같은 외적 요인에 의해 야기되는 스트레스보다는 유아의 개인적 심리문

제와 관계된 영역의 스트레스를 감소하는데 더욱더 효과가 있었다고 해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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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따른 유아의

생리적 반응 차이(연구문제 3)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의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

기 위해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유아의 심박변

이도 및 뇌파 변화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심박변이도에 미치는 효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의 심박변이도에 미

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

으로 하여 집단 별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는 공변량분석

(ANCOVA)을 실시하였다. 집단 별 심박변이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수정

된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Ⅴ-5>와 같다.

영역 집단 N
사전점수 사후점수 교정된 사후점수

M SD M SD M SE

nLF
실험 36 .51 .18 .46 .19 .46 .03

통제 33 .50 .15 .57 .18 .57 .03

nHF
실험 36 .49 .18 .54 .19 .54 .03

통제 33 .50 .15 .43 .18 .43 .03

LF/HF
실험 36 1.46 1.43 1.13 .90 1.11 .17

통제 33 1.21 .72 1.77 1.17 1.78 .18

SDNN

(ms)

실험 36 43.49 14.62 52.04 17.21 54.00 2.86

통제 33 49.38 15.87 49.24 22.54 47.09 2.99

<표 Ⅴ-5> 심박변이도 사전, 사후, 교정된 사후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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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실시 전 안정 시 nLF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

집단(M=.51점, SD=.18)이 통제집단(M=.50, SD=.15)에 비해 다소 높았

다. 반면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46 SD=.19)

이 통제집단(M=.57, SD=.18)에 비해 낮았다.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

정된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M=.46, SE=.03)이 통제집단(M=.57,

SE=.03)에 비해 낮았다. 즉, nLF의 경우 실험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

수는 통제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정서표현동

작프로그램 실시 전 안정 시 nHF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49점,

SD=.18)이 통제집단(M=.50, SD=.15)에 비해 다소 낮았다. 반면 프로그

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54 SD=.19)이 통제집단

(M=.43, SD=.18)에 비해 높았다.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

사 점수도 실험집단(M=.54, SE=.03)이 통제집단(M=.43, SE=.03)에 비해

높았다. 즉, nHF의 경우 실험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실시

전 안정 시 LF/HF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1.46점, SD=1.43)이

통제집단(M=1.21, SD=.72)에 비해 높았다. 반면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

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1.13 SD=.90)이 통제집단(M=1.77, SD=1.17)

에 비해 낮았다.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

집단(M=1.11, SE=.17)이 통제집단(M=1.78, SE=.18)에 비해 낮았다. 즉,

LF/HF의 경우 실험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보다 낮게 나타났다.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실시 전 안정

시 SDNN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43.49점, SD=14.62)이 통제집

단(M=49.38, SD=15.87)에 비해 낮았다. 반면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

사 점수는 실험집단(M=52.04, SD=17.21)이 통제집단(M=49.24,

SD=22.54)에 비해 높았다.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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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실험집단(M=54.00, SE=2.86)이 통제집단(M=47.09, SE=2.99)에 비

해 높았다. 즉, SDNN의 경우 실험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

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집단 간 교정된 사

후 심박변이도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Ⅴ-6>과 같

다.

영역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nLF

공변량 .163 1 .163 5.117*

집단 .220 1 .220 6.932*

오차 2.098 66 .032

합계 20.463 69

nHF

공변량 .163 1 .163 5.117*

집단 .220 1 .220 6.931*

오차 2.098 66 .032

합계 18.998 69

LF/HF

공변량 1.173 1 1.173 1.084

집단 7.611 1 7.611 7.037*

오차 71.384 66 1.082

합계 221.120 69

SDNN

공변량 7556.039 1 7556.039 26.158***

집단 792.082 1 792.082 2.742

오차 19064.997 66 288.864

합계 204106.15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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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Ⅴ-6> 심박변이도 공변량분석

안정 시 심박변이도의 두 집단 간 교정된 사후검사 평균 점수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nLF(F=6.932, df=1, 66 p<.05), nHF(F=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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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1, 66 p<.05), LF/HF(F=7.037, df=1, 66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다. 즉, 이 연구에서 개발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안정 시

교감신경 활성도를 감소시키고 부교감신경 활성도는 증가시켰으며, 자율

신경계의 전체적인 균형에 있어 안정 시 부교감신경 활성도가 우세하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었다.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높은 강도의 신체활동

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중, 고강도 및 장기간의 유산소성 신체활동이 안

정 시 HF값을 향상시켜 부교감 신경의 활성을 증진시킨다는 기존의 연

구들(Al-Ani et al., 2007; Goldsmith et al., 2000; Nagai et al, 2004;

Sores et al., 2012)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신체활동의 강도

가 심박변이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 수 있

음을 의미한다. 교감신경의 활성은 스트레스와 정적으로 관련 있으며

(Dishman et al., 2000), 부교감신경의 활성은 스트레스, 우울, 걱정, 불

안, 공포와 부적 관련 있는(Dishman et al., 2000; Horsten et al., 1999)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정서에 중점을 둔 표현동작활동은 유아의 정

서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심박변이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했음

을 말해준다.

SDNN도 실헙집단의 교정된 사후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

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즉, 정서표현동

작프로그램이 유아의 스트레스 저항도는 증가시키지 못하였다. 이는

SDNN이 심실기능 장애와 관련이 있는 심혈관계 건강을 반영하는 변인

(Kemp et al., 2010; Pratt et al., 1996)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운동강도의 측면에서는 심혈관계 기능을 향상시

키기에는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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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파에 미치는 효과

이 연구에서 개발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의 뇌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통제 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집단 별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는 공변량분석(ANCOVA)

을 실시하였다. 집단 별 뇌파의 평균과 표준편차, 수정된 사후검사 점수

의 평균과 표준오차는 <표 Ⅴ-7>과 같다.

영역 집단 N
사전점수 사후점수 교정된 사후점수

M SD M SD M SE

상대알파파
실험 36 .28 .20 .35 .21 .38 .03

통제 33 .41 .22 .26 .12 .24 .03

상대베타파
실험 36 1.79 .23 1.83 .26 1.84 .03

통제 33 1.84 .24 1.82 .11 1.82 .03

알파/베타파
실험 36 .77 1.06 0.82 .56 .83 .07

통제 33 1.08 1.13 0.57 .26 .56 .08

<표 Ⅴ-7> 뇌파 사전, 사후, 교정된 사후점수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실시 전 안정 시 상대알파파의 사전검사 점수

는 실험집단(M=.28점, SD=.20)이 통제집단(M=.41, SD=.22)에 비해 낮

았다. 반면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35

SD=.21)이 통제집단(M=.26, SD=.12)에 비해 높았다.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M=.38, SE=.03)이 통제집단

(M=.24, SE=.03)에 비해 높았다. 즉, 상대알파파의 경우 실험집단의 교

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보다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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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실시 전 안정 시 상대베타파의 사전검사 점

수는 실험집단(M=1.79점, SD=.23)이 통제집단(M=1.84, SD=.24)에 비해

낮았다. 반면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1.83

SD=.26)이 통제집단(M=1.82, SD=.11)에 비해 높았다.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M=1.84, SE=.03)이 통제집단

(M=1.82, SE=.03)에 비해 높았다. 즉, 상대베타파의 경우 실험집단의 교

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보다 높게 나타

났다.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실시 전 안정 시 알파/베타파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77점, SD=1.06)이 통제집단(M=1.08, SD=1.13)에 비

해 낮았다. 반면 프로그램 시행 후의 사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M=.82

SD=.56)이 통제집단(M=.57, SD=.26)에 비해 높았다.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도 실험집단(M=.83, SE=.07)이 통제집단

(M=.56, SE=.08)에 비해 높았다. 즉, 알파/베타파의 경우 실험집단의 교

정된 사후검사 점수는 통제집단의 교정된 사후검사 점수보다 높게 나타

났다. 두 집단 간 교정된 사후 뇌파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

과는 <표 Ⅴ-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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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상대알파파

공변량 .568 1 .568 26.064***

집단 .315 1 .315 14.439***

오차 1.439 66 .022

합계 8.753 69

상대베타파

공변량 .322 1 .322 8.843**

집단 .008 1 .008 .225

오차 2.401 66 .036

합계 233.073 69

알파/베타파

공변량 .370 1 .370 1.936

집단 1.224 1 1.224 6.394*

오차 12.629 66 .191

합계 48.236 69
*p < .05, **p < .01, ***p < .001

<표 Ⅴ-8> 뇌파 공변량분석

안정 시 뇌파의 두 집단 간 교정된 사후검사 평균 점수의 통계적 유

의성을 검증한 결과, 상대알파파와(F=14.439, df=1, 66 p<.001)와 알파/베

타파(F=6.394, df=1, 66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이 연구

에서 개발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의 안정 시 상대알파파와 알파

/베타파를 증가시켰다. 이는 정서표현과 긍정 정서 유발의 정서적 요소

를 고려한 신체활동과 무용동작활동이 안정 시 알파파 지수를 증가시킨

다는 기존의 연구(남효순, 2013; 류분순, 2009)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알

파파의 활성도는 심리적 불안과 부적 관계가 있고 긍정 정서와는 정적

관계가 있으며(Brown, 1970; Hardt & Kamiya, 1978; Kamiya, 1969), 베

타파에 대한 알파파 활성의 비율이 스트레스를 반영한다는 기존의 연구

(심도현·이순형, 2005)를 고려할 때, 이 연구의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정서 및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상대알파파 및 베타파에 대한 알파파의

비율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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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베타파는 실험집단의 교정된 사후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서 약

간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즉,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의 상대베타에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였

다. 이는 신체활동에 따른 안정 시 뇌파의 변화를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

(남효순, 2013; Arambula et al., 2001; Boutcher & Landers, 1988;

Lardon & Polich, 1996)과 일치하는 결과로, 안정 시 뇌파의 변화는 주

로 알파파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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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앞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연구의 의의와 함께 이 연구의 결론을 일반화 하

는데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제한점을 함께 제시한다.

1.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는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성과 일상스트레스 및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작을

통해 정서를 나타내는데 중점을 둔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여 유아의 정서성과 일상스트레스 및 심박변이도와 뇌파에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존에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표

현동작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여러 생활주제를 동작으로 나타내는 활동으

로 구성되었다(김태주·신나리, 2013; 백성희·이혜은, 2006; 이은희, 2009;

Jay, 1991; Lai Keun & Hunt, 2006). 반면, 동작을 통한 정서표현의 측

면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하였다. 동작은 정서표현의 속

성과 비언어적인 특성을 지녔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동작은 언어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나타내는데 서툴고, 높은 신체활동성을 지닌 유아들

이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에 유용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하였던 동작의 정서표현의 가치에 주목하여 유아들이 동작을

통해 정서를 나타내는데 중점을 둔 표현동작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에서는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측면에서

주제를 설정하여 유아들이 표현동작에서 정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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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다. 정서표현에서는 부정 정서의 표현에만 한정하지 않고, 긍정

정서의 표현을 포함하여 긍정 정서 표현으로 인해 긍정 정서가 증진, 유

발되도록 하였다. 부정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부정 정서 표출로 인

해 부정 정서가 해소되는 한편, 부정 정서가 강화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으로 부정 정서가 감소되는 정서적 변화를 표현하는 활동을 포함하

여 구성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산시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 2곳의 5세 유아 69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고, 반별로 무선 배치하여 8주간, 주 2회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실시 유무에 따른 유아의 정서성과 일상스트레스

및 생리적 반응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

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정서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다. 구체적으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긍정 정서성을 향상시킨

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는 기쁨 정서성이 향상된다. 긍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유아의 긍정 정서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동작이 정서를 표현하고 유발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기존의 주

장(Berger, 1972; Chiklin & Wengrower, 2009; James, 1984)처럼 유아들

은 동작을 통해 효과적으로 긍정 정서를 표현하고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긍정 정서를 표현함으로써 부정 정서 상태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도 한다는 주장(Izard, 1971)을 고려할 때, 유아의 정서를 긍정

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연구의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과 같이 활

동에 긍정 정서 표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

다. 이 연구에서 개발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이러한 동작의 정서 표

현과 유발 기능을 이용하여 유아들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정

서적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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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부정 정서성을 감소시킨다. 프로그램

에 참여한 유아는 분노/좌절 정서성과 슬픔 정서성이 감소된다. 정서표

현동작프로그램을 통한 유아들의 부정 정서성 감소의 변화는 이 연구에

서 고안된 일련의 표현동작활동이 유아들의 부정적 정서를 순기능적으로

발산하여 해소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시사한다. 부정 정서의 표현은

부정 정서를 고양시켜 정서적 평정상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주장(Jerome & Liss, 2005; Kraemer & Hastrup, 1988)과는 달리 정

신분석 이론의 정화(catharsis)의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부정적

인 감정을 표출하여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부정 정서의 표현이

부정적 정서 상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고려하여 유아에게 부정

정서를 표현하도록 하는 활동은 신중해야한다. 부정 정서표현에 따른 부

작용을 무시한 채 유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정 정서를 표출하도록 독

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정 정서의 표출과 함께 부정 정서가 감

소되는 정서의 변화를 표현하는 내용을 함께 구성한 이 연구의 표현동작

프로그램은 부정 정서의 표현에 따른 심리적 반응의 부정적 측면을 보완

한다. 즉, 유아들은 부정 정서를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조직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지지를 받으며 부정 정서를 표현하는 기회

를 제공받아야한다.

한편, 이 연구의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두려움 정서성에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두려움 정서성은 다른 정서성에 비해 시간의

변화에 대해 더욱 안정적인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Kagan, 1989; Komsi

et al., 2006) 단기간에 변화하기에 어렵다. 따라서 두려움 정서성을 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간이 더욱 확장된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확인이 요

구된다.

둘째,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일상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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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의 일상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

한 정서초점적 방법의 일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일상스트레스를

중재하기 위한 정서초점적 이론(Kalat & Shiota, 2007)이 지지됨을 경험

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정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연구의 긍정 정서를 표현하고

유발하도록 고안된 동작활동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의 변

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긍정적인 정서는 단순히 기분

을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

이다(Affleck & Tenne, 1996; Folkman & Moskowitz, 2000). 이로써 정

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정서초점적 방법으로 유아의 일상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 적절한 방안이 됨을 알 수 있다. 일상스트레스의 하위영역에 관

하여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특히 통제와 자원의 부족, 자존감과 심리

적 안녕, 가족관계 영역에서의 유아의 일상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

한편,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또래관계, 교육기관, 건강 영역에 관한

일상스트레스 감소에는 효과적이지 않다. 일상스트레스에 대한 정서표현

동작을 이용한 정서초점적 방법의 유용성은 일상스트레스의 하위 영역에

따라 다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유아의 내적 정서에 초점을 두는 특성

을 가진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 개인의 내적 심리문제에 대한 평

가에 의한 스트레스에 변화를 야기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정서초점적 방법 외에

문제해결, 주장훈련과 같은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는 여러 영역

의 광범위한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서초점적 방법과 스트레스

를 유발하는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대처행동에 대한 훈련을 함께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또래관계, 교육기관, 건강

영역의 일상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의 병행이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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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셋째,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생리적 반응에 긍정적인 효과

가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안정 시

심박변이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유아의 안정 시 교감신경의 활성

도를 감소시키고 부교감신경의 활성도는 증가시키며, 부교감 신경에 대

한 교감신경의 활성 비율을 감소시킨다. 이는 정서적 요소를 고려한 활

동의 유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심박변이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

는 신체활동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있어 그동안 신체활동의 종류와 강도

측면의 접근에서 보여 왔던 불일치된 결론에 대하여 정서적 요소를 통한

접근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자신의 정서를 동작을 통해 나타내는

표현동작은 유아의 심박변이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신체활동의 형

태로 제시된다. 유아의 안정 시 보다 높은 부교감신경 활성도는 유아의

환경에 대한 적응과 적절한 정서조절 및 정서반응, 낮은 공격성과 관계

가 있기 때문에(Calkins, 1997; Calkins & Fox, 2002; Stifter & Fox,

1990) 이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유아의 사회정서적 측면의 적응적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의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스트레스 저항도

(SDNN)에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회복 탄

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저항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강

도의 심혈관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표현동작활동의 형태가 필요함

이 시사된다. 실제로 스트레스 저항도는 신체활동의 강도에 비례한다

(Buchheit et al., 2005).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안정 시 뇌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다. 정서적 안정 및 긍정 정서와 관련 있는 유아의 안정 시 상대알파파

의 활성도를 증가시키고, 스트레스와 부적관련이 있는 베타파에 대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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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 활성 비율을 증가시킨다. 이는 신체활동을 통한 안정 시 알파파 활

성도 증가의 근거 요인으로 제시된 순환계 능력의 향상(Lardon &

Polich, 1996)이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유아의 안정

시 뇌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신체활동의 요인은 운동 강도 측면

에서의 접근보다 정서적 요인을 통한 접근이 타당하다.

한편, 이 연구의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안정 시 베타파의

활성도에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다. 안정 시 뇌파는 알파파가 주로 활

성화되기 때문에 안정 시 뇌파의 변화는 알파파에서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정 시 베타파는 상측 측두엽(superior temporal

region)에서 우세하게 나타나고(Mantini, Perrucci, Del Gratta, Romani

& Corbetta, 2007) 만성 스트레스는 상측 측두엽에서의 베타파의 활성과

관련이 있으므로(Seo & Lee, 2010), 전두엽 영역에서 안정 시 베타파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 개발하여 시행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

아의 정서성과 일상스트레스 및 생리적 반응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이 밝혀졌다. 정서 표현 및 유발 동작을 통하

여 유아의 긍정 정서성이 향상되고, 부정 정서성은 감소되며, 동작을 통

한 정서표현의 정서초점적 방법은 유아의 일상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조

절한다. 뿐만 아니라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안정 시 심박변이도와 뇌

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즉, 정서를 표현하고 유발하는 일련의 표현

동작활동이 유아의 정서와 일상스트레스 및 생리적 측면 모두에 긍정적

인 효과를 미친다. 이러한 사실은 소매틱스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

이 인간의 심신은 통합적으로 기능한다는 개념을 지지한다. 신체 움직임

은 신체적 기능을 나타내는데 국한되지 않으며, 정신의 작용을 반영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역으로 정신의 상태는 신체의 반응에 반영되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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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 따라서 신체적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아들의 내적 정서의

표현은 심리정서적 영역뿐만 아니라 신체의 생리적 반응의 변화로도 나

타난다. 유아의 신체 움직임은 신체적 기능과 건강 향상의 목적과 더불

어 정신적 영역의 긍정적인 변화에 목적을 둘 수 있으며, 이 연구는 그

가치를 확인한 하나의 경험적 연구이다. 이러한 소매틱스 관점에서 심신

통합적인 접근은 유아의 적응적인 건강한 발달을 돕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유아를 여러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함으로써 유아를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2. 의의 및 제언

다음에서는 이 연구의 의의를 밝히고 제한점과 함께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

서 찾을 수 있는데, 먼저 이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

가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그 동안 주목받지 못하였던 유아를 대상으

로 한 표현동작의 정서적 요소에 중점을 두어 정서를 직접적, 개별적으

로 다룬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는 정서를 간접적이고

복합적으로 제시한 기존의 프로그램에 비해 유아들이 개별 정서를 직접

적으로 충분히 탐색하고 경험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동작이 정서를 표현하고 유발하는 속성을 지녔

음을 입증하고, 이러한 표현동작의 속성을 활용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

의 시행이 유아의 정서성과 일상스트레스 및 생리적 반응에 긍정적인 효

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하여 유아들이 부정 정서를 순기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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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하여 해소하고, 긍정 정서를 유발하며, 일상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생리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신체활동의 요소를 밝히는데 있어 정서적 요소에 중점을 둔 접근의 타당

성을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정서표현

동작프로그램이 유아에게 미치는 효과를 심리정서적 측면과 신체생리적

측면을 함께 검증하였다. 이는 인간에 대한 통합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이 유아에게 미치

는 효과의 타당성을 높인다.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은 방법론적 어려움 때문에 신체 생

리적 측면에서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드물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의

주요한 발달 영역 중 하나인 뇌를 포함한 신경계의 작용을 직접 측정하

여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는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어려운

유아를 대상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제시

함으로써 연구의 의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실천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서동화를 개발하여 유아 대상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정

서동화는 긍정, 부정의 개별 정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내용으로

만 간략하게 구성되어 유아들이 개별 정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표현동작의 내용을 그림과 함께

자세히 제시함으로서 교육현장에서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여 실용성을 높

일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누리과정의 예술경험 영역의

‘움직임과 춤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의 내용범주와 사회관

계 영영의 ‘자신의 감정을 알고 표현한다’는 내용범주에 부합되는 활동으

로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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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연구에 대해 다

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유아보고의 일상스트레

스 질문지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보고가 가능한

5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프로그램이 지니는 심리정서적 측면과 생리

적 측면에서의 의의를 고려할 때 대상 유아의 연령을 낮추어 실시한다면

3, 4세 유아들의 적응적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은 유아의 정서성과 일상스트

레스 및 생리적 반응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지만 일부 하위영역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였다. 이들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

타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약 8주간의 단기 시행으로 인한 한계가 아

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확장된 장기 프로그램의

고안과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정서적 요소에 초점을 두어 고안된 표현동작프로그램이 생리적

반응에 나타낸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였지만 프로그램 효과가 어떠한

기제를 통하여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통제된 실험상황에서 이들 관계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넷째,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 정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사춘기 시

기에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nkin, Abramson,

Moffitt, Silva, McGee & Angell, 1998; Nolen-Hoeksema & Girgus,

1994; Piccinelli & Wilkinson, 2000). 실제로 유아기에는 일상스트레스대

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이시자, 2013),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정서를 인식하는 능력(Friend & Davis, 1993)과

긍정·부정 정서의 정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다(양명희, 2012). 이러한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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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성차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였다. 그러나 이는 양적 연구에서

드러나는 한계일 가능성이 있음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정서표현동작프로

그램 시행 과정에서의 유아의 반응에 대하여 질적 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살펴본다면 유아를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현장 적용의 실

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현동작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였지만, 표현동

작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많지 않은 교사들이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을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비디오 제작과 같은 방법을 고려한다면 현

장의 교사들이 접근하기에 더욱 용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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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

정서이해

강아지가 새로운 유치원에 갔어요.

처음 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려는데,

고양이가 “안 돼! 이건 내꺼야, 너는 우리 친구가 아니잖아”라고 말하며 장

난감을 홱 빼앗아갔어요.

강아지는 기분이 어떨까요?

강아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정서조절

화가 난 강아지에게 다람쥐 친구가 다가와 “이걸로 나랑 놀자”라고 말하며

블럭을 주었어요.

강아지는 화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다람쥐가 “고양이야, 네가 강아지에게 사과해”하고 말했어요.

고양이는 빼앗아 갔던 장난감을 돌려주었어요.

강아지는 화가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고양이가 “강아지야, 미안해~”라고 말했어요.

고양이와 강아지는 서로 안아주며 화해했어요.

강아지는 화가 난 기분이 싹 사라졌어요.

기쁘다

정서이해

오늘은 강아지의 생일이에요.

강아지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였어요.

친구들이 “강아지야,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하며, 박수를 쳐주었어요.

강아지는 기분이 어떨까요?

강아지는 기쁜 기분이 들었어요.

정서조절

강아지가 유치원에서 받은 생일 고깔모자를 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

우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여우아주머니가 “강아지야, 오늘 생일이구나. 축하해”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강아지는 기쁜 기분이 조금 더 커졌어요.

〔부록 1〕 정서동화



- 135 -

슈퍼 앞에서 염소 아저씨를 만났어요. 아저씨가 “강아지야, 생일 축하해~라

고 말씀하시며, 막대 사탕을 하나 주었어요.

강아지는 기쁜 기분이 더욱더 더 커졌어요.

집에 도착해 보니, 엄마, 아빠가 맛있는 케익과 선물을 준비해놓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강아지의 생일을 축하해주었어요.

강아지는 아주아주 기뻤어요.

속상하다

정서이해

강아지는 집 앞 공원에서 엄마와 줄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때 고양이가 와서 함께 줄넘기를 했어요.

엄마는 “고양이가 우리 강아지보다 더 잘하는구나, 강아지야, 너는 왜 고양

이만큼 잘하지 못하니? 라고 말하였어요.

강아지의 기분이 어떨까요?

강아지는 속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서조절

강아지는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줄넘기를 그만하고 그네를 탔어요.

다른 친구들이 말했어요. “우아, 강아지 그네 정말 높이 잘 탄다.”

강아지는 속상한 기분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고양이가 말했어요. “강아지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네를 잘 탈 수 있니?”

라고 말했어요.

강아지는 속상한 기분이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엄마가 “우리 강아지가 그네를 제일 잘 타네~, 우리 강아지 최고다”라고 말

했어요.

강아지는 속상한 기분이 싹 사라졌어요.

신난다

정서이해

강아지는 감기가 걸려서 며칠 동안 바깥놀이를 하지 못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감기가 싹 달아났어요.

엄마가 “강아지 이제 바깥놀이 나가도 되겠다.”라고 말했어요.

강아지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 까요?

강아지는 신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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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

바깥놀이터에서 강아지는 오랜만에 그네를 “슝, 슝 탔어요.”

강아지는 신나는 기분이 조금 더 커졌어요.

고양이가 놀이터에 나왔어요.

“강아지야, 반가워. 같이 미끄럼틀 타자”라고 말하여서 함께 미끄럼틀을 탔

어요.

강아지는 신나는 기분이 더욱더 더 커졌어요.

다람쥐도 놀이터에 나왔어요.

강아지는 친구들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며 신나게 뛰어다녔어요.

강아지는 아주아주 신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슬프다

정서이해

강아지의 엄마가 감기에 걸렸어요.

엄마는 열이 나고, 기침을 콜록콜록 하며, 밥도 먹지 못하고 누워있어요.

강아지는 아픈 엄마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강아지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 까요?

강아지는 슬픈 기분이 들었어요.

정서조절

엄마가 열이 내리고, 기침 소리가 작아지고 음식을 먹었어요.

강아지는 슬픈 기분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엄마가 침대에서 일어나 웃으며 말했어요.

“강아지야, 엄마 이제 많이 나은 것 같아.”

강아지는 슬픈 기분이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강아지는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의사선생님이 “강아지야, 이제 엄마는 다 났단다.”라고 말했어요.

강아지는 슬픈 기분이 싹 사라졌어요.

행복하다

정서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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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아침에 일어나자, 엄마, 아빠는 강아지에게 뽀뽀를 하며 말했어요.

“우리 강아지 잘 잤니?”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강아지를 제일 사랑한단다.”

강아지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 까요?

강아지는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정서조절

오늘은 추석이라 강아지는 부모님과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이쿠, 우리 강아지 왔구나, 보고 싶었단다.”라고 말하

며, 꼭 안아주었어요.

강아지는 행복한 기분이 조금 더 커졌어요.

삼촌과 이모는 강아지를 보더니 “우리 강아지 많이 컸네, 많이 보고 싶었

어.”라고 말하며, 또 꼭 안아주었어요.

강아지는 행복한 기분이 더욱더 커졌어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강아지를 보며 “하하, 호호”웃었어요.

강아지는 아주아주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섭다

정서이해

오늘은 강아지가 혼자 자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깜깜한 방에 누워서 간신히 잠에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무서운 괴물을 만났어요.

강아지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 까요?

강아지는 무서운 기분이 들었어요.

정서조절

강아지는 좋아하는 곰 인형을 꼭 끌어안았어요.

포근한 곰 인형에 얼굴을 부비니 무서운 기분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아직도 무서운 기분이 남아있어서 낮에 친구들과 뛰어 놀았던 일을 생각했

어요.

무서운 기분이 조금 더 줄어들었어요.

엄마가 방으로 와서 강아지를 꼭 안아주며 이야기 했어요.

“강아지야, 엄마랑 함께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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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는 무서운 기분이 싹 사라졌어요.

자랑스럽다

정서이해

강아지는 유치원에서 집을 그렸어요.

고양이가 말했어요. “강아지야 네가 그린 집 멋지다”

선생님이 말했어요. “강아지가 집을 정말 멋지게 그렸구나.”

강아지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 까요?

강아지는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정서조절

강아지는 유치원에서 그린 집 그림을 집으로 가지고 왔어요.

엄마가 그림을 보고 말했어요. “우리 강아지 집을 정말 잘 그렸구나.”

강아지는 자랑스러운 기분이 조금 더 커졌어요.

아빠가 그림을 보고 말했어요. “우리 강아지 집을 아주 멋지게 색칠했구나.”

강아지는 자랑스러운 기분이 더욱더 커졌어요.

할머니가 그림을 보고 말했어요. “강아지가 그린 집은 꼭 진짜 집 같이 잘

그렸구나.”

강아지는 자랑스러운 기분이 아주아주 커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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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

표현동작 하카춤

팔짱을 끼고 한 발

을 쿵쿵 구른다.

화난 정도에 따라서

구르기 세기를 달리

해본다*.

두 손을 주먹 쥐고

팔을 구부려 힘을

주고 두 발을 쿵쿵

구르며 걷는다.

두 발을 모아 위로

뛴 후 내려오며, 다

리를 구부려 바닥을

강하게 내리친다. 팔

은 두 손을 주먹 쥐

고 구부려 힘을 준

다.

팔짱을 끼고 두발을

모아 뒤꿈치를 올리

고 내리기를 반복한

다.

팔짱을 끼고 한 발

을 쿵쿵 구른다.

두 손을 주먹 쥐고

팔을 구부린 채, 두

발을 쿵쿵 구르며

앞으로, 뒤로, 오른

쪽, 왼쪽으로 걷는

다.*

하카춤 포크댄스: 토닥이기 표현동작 참고사항

*동작의 기본요소 내용

두 발을 모아 위로

뛴 후 내려오며, 다

리를 구부려 바닥을

강하게 내리친다. 팔

은 두 손을 주먹 쥐

고 구부려 힘을 준

다.

마주보고 서서 두

손 맞잡고 원을 그

리며 사이드스텝 3

회, 두 손 허리에 올

리고 제자리 스텝 3

회: 양방향 반복

한 손은 허리에 올

리고 한손으로 어깨

쪽 등 토닥이기, 두

손 허리에 올리고

제자리 스텝 3회: 반

대쪽 1회 반복

한명씩 두 손으로

어깨쪽 등 토닥이기,

두 손 허리에 올리

고 제자리 스텝 3회

준비자료

∙정서동화

∙강아지 인형

∙개별 평가지와 스티커

∙포크댄스 음악(Kinder Polka)

〔부록 2〕 정서표현동작프로그램의 동작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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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쁘다

표현동작 강강술래

친구와 마주보고 서

서 자기 손뼉을 친

후, 친구와 손뼉을

친다.

친구와 마주보고 서

서 두 손을 잡고 팔

을 위, 아래로 흔들

며, 제자리 두 발 모

아 뛰기

달려와서 두 발을

동시에 굴러 앞으로

뛰면서 주먹을 쥔

채 한 팔을 높이 든

다.

기쁜 정도에 따라서

뛰는 거리를 조절해

본다*.

두 무릎을 구부리며

손으로 무릎을 친다.

두 무릎을 구부리며

자기 손뼉을 친다.

옆에 친구와 손뼉을

친다.

강강술래 포크댄스: 기쁘다 표현동작 참고사항

*동작의 기본요소

내용

친구와 손을 잡고

제자리에서 뛰다가

원형, 곡선, 원형으

로 뛴다*.

마주보고 서서 두

손 맞잡고 원을 그

리며 사이드스텝 3

회, 두 손 허리에 올

리고 제자리 스텝 3

회: 양방향 반복

마주보고 서서 자기

손뼉 친 후, 두 손

허리에 올리고 제자

리 스텝 3회,

친구와 손뼉 친 후,

두 손 허리에 올리

고 제자리 스텝 3회

마주보고 서서 두

손을 잡고 팔을 위,

아래로 흔들며 제자

리 두 발 모아 뛰기

제자리에서 걸으며

돈 후, 두 발 모아

위로 뛰며 주먹을

쥔 채 한 팔을 높이

든다.

준비자료

∙정서동화

∙강강술래 음악

(강강술래: 이이화)

∙강아지 인형

∙개별 평가지와 스

티커

∙포크댄스 음악

(Kinder Pol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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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하다

표현동작 신데렐라(발레)

두 무릎을 세우고

다리를 모아 앉아

팔짱을 끼고 얼굴을

감싼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

히 걷는다.

일직선, 곡선, 지그

재그로 걷는다*.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걷는

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

히 발레 기본스텝으

로 걷는다.

고개를 숙이고 두

팔을 몸 쪽으로 비

스듬히 한 채, 어깨

를 흔들며 발레 기

본스텝으로 걷는다.

두 무릎을 세우고

다리를 모아 앉고

팔을 둥글게 5번 동

작 후*, 팔짱을 끼

고 얼굴을 감싼다.

신데렐라(발레) 포크댄스: 쓰다듬기 표현동작 참고사항

*동작의 기본요소 내용

∙발레 기본스텝: 발가락, 발뒤꿈치 순으로

바닥에 닿으며 걷는다.

∙5번 동작: 양팔을 들어 올려 얼굴을 감

싸며 타원형으로 만든다.

∙7번 동작: 가슴 높이에서 두 팔을 구부

려 서로 교차하며, 두 손바닥이 서로 마주

보게 한다.

고개를 숙이고 팔을

좁게 만드는 7번 동

작을 하며*, 발레

기본스텝으로 천천

히 걷는다.

일직선, 곡선, 지그

재그로 걷는다.

마주보고 서서 두

손 맞잡고 원을 그

리며 사이드스텝 3

회, 두 손 허리에 올

리고 제자리 스텝 3

회: 양방향 반복

한 손은 허리에 올

리고 한손으로 팔을

쓰다듬기, 두 손 허

리에 올리고 제자리

스텝 3회: 반대쪽 1

회 반복

한명씩 두 손으로

등 쓰다듬기, 두 손

허리에 올리고 제자

리 스텝 3회

준비자료

∙정서동화

∙신데렐라(발레) 음악

(Prokofie: Cinderella: Amoroso)

∙강아지 인형

∙개별 평가지와 스티커

∙포크댄스 음악(Kinder Pol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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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난다

표현동작 소고춤

두 팔을 위로 든

채, 제자리에서 두발

모아 뛰기를 한다.

높낮이의 변화를 주

며 뛰어본다*.

두 팔을 구부려 벌

려 위로 향하게 하

고 두 손을 편 채,

스키핑을 한다.

두 팔을 높이 들고

좌, 우로 흔들며 스

키핑을 한다.

두 팔을 위로 든 채,

제자리에서 두발 모

아 뛰기를 한다.

두 팔을 높이 들고

좌, 우로 흔들며 스

키핑을 한다.

소고를 두드리며 다

른 친구와 부딪치지

않고 자유롭게 스키

핑을 한다*.

소고춤 포크댄스: 신난다 표현동작 참고사항

*동작의 기본요소 내용

∙스키핑: 한 발은 구부려 들어 무릎 쪽에

놓으며 한 발로 깡충 뛰는 동작을 두 발을

번갈아가며 한다.

두 팔을 가슴에 모

았다가 위로 벌리며

두발 모아 뛰기를

한다.

마주보고 서서 두

손 맞잡고 원을 그

리며 사이드스텝 3

회, 두 손 허리에 올

리고 제자리 스텝 3

회: 양방향 반복

두 팔을 위로 든 채,

제자리에서 두발 모

아 뛰기를 한 후, 두

손 허리에 올리고

제자리 스텝 3회: 1

회 반복

두 팔을 높이 들고

좌, 우로 흔들며 제

자리에서 돌면서 스

키핑 후, 두 팔을 가

슴에 모았다 위로

벌리며 두발 모아

뛰기를 한다.: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1

회 반복

준비자료

∙정서동화

∙소고

∙강아지 인형

∙개별 평가지와 스티커

∙포크댄스 음악(Kinder Pol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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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다

표현동작 살풀이

양반다리로 앉아서

눈물을 닦는 동작을

한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를 들썩

이며 걷는다.

일직선, 곡선, 지그

재그로 걷는다*.

걸으며 눈물을 닦는

동작

양반다리로 앉아서

천을 흔들며 눈물을

닦는 동작을 한다.

천을 손에 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

고 어깨를 들썩이며

걷는다.

천을 흔들어 눈믈을

닦는 동작을 하며

걷는다.

살풀이춤 포크댄스: 안아주기 표현동작 참고사항

*동작의 기본요소 내용

다리를 폈다 구부리

며, 두 손을 위로 높

이 들어 눈물이 흘

러내리는 듯 높낮이

의 변화를 주며 천

을 흔든다*.

마주보고 서서 두

손 맞잡고 원을 그

리며 사이드스텝 3

회, 두 손 허리에 올

리고 제자리 스텝 3

회: 양방향 반복

한명씩 친구를 안아

준 후, 제자리 스텝

3회: 번갈아 가며 2

회 반복

준비자료

∙정서동화

∙살풀이용 천

∙살풀이 음악(살풀이: 지순자)

∙강아지 인형

∙개별 평가지와 스티커

∙포크댄스 음악(Kinder Pol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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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다

표현동작 훌라춤

두 팔을 가슴에 교

차한 채, 무릎을 구

부리고 펴며, 팔을

위아래로 올리고 내

린다.

두 손으로 얼굴을

받치고 사선으로 몸

을 구부렸다 편다.

뒤쪽 발은 발가락이

바닥을 향한다.

팔을 구부려 위로

향한 채 제자리에서

빙그르 돈다. 속도를

조절하며 돈다*.

좌, 우로 걸으며 팔

을 옆쪽으로 위로

향하게 구부리고 손

목을 돌린다*.

제자리에서 걸으며,

두 팔을 앞으로 펴

고 한 손씩 뒤집는

다.

두 팔을 가슴에 교

차한 채, 무릎을 구

부리고 펴며, 팔을

위아래로 올리고 내

린다.

훌라춤 포크댄스: 행복하다 표현동작 참고사항

*동작의 기본요소 내용

팔을 구부려 위로

향한 채 제자리에서

빙그르 돈다.

마주보고 서서 두

손 맞잡고 원을 그

리며 사이드스텝 3

회, 두 손 허리에 올

리고 제자리 스텝 3

회: 양방향 반복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사선으로 몸

을 구부렸다 편다.

뒤쪽 발은 발가락을

바닥에 향하게 한다,

두 손 허리에 올리

고 제자리 스텝 3

회: 양방향 3회 반

복

팔을 구부려 위로

향한 채 제자리에서

빙그르 돈다.

준비자료

∙정서동화

∙훌라춤 음악 (Hawaiian Wedding Song)

∙강아지 인형

∙개별 평가지와 스티커

∙포크댄스 음악(Kinder Pol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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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

표현동작 곰 사냥(현대무용)

몸을 움츠리고 팔을

구부려 몸에 붙이고

작게 흔든다.

몸을 움츠리고 팔을

구부려 몸에 붙이고

작게 흔들며 잔걸음

을 걷는다. 연속적,

불연속적으로 걸어

본다*.

두 팔을 휘저으며

뛴다.

몸을 움츠리고 팔을

구부려 몸에 붙이고

살금살금 걷는다.

제자리에 서서 팔을

구부려 몸에 붙이고

흔들어 떤다.

몸을 크게 펴고 두

팔을 휘저으며 뛴다
*.

곰 사냥(현대무용) 포크댄스: 숨겨주기 표현동작 참고사항

*동작의 기본요소 내용

팔로 무릎을 감싸고

움츠려 앉아 몸을

떤다*.

마주보고 서서 두

손 맞잡고 원을 그

리며 사이드스텝 3

회, 두 손 허리에 올

리고 제자리 스텝 3

회: 양방향 반복

한명씩 친구를 팔로

덮어준 후, 제자리

스텝 3회: 번갈아

가며 2회 반복

준비자료

∙정서동화

∙강아지 인형

∙개별 평가지와 스티커

∙포크댄스 음악(Kinder Pol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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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럽다

표현동작 플라멩코

발꿈치를 들며 손을

허리에 올리고 어깨

를 올린다.

손을 허리에 올리고

어깨를 으쓱 올리며

여러 방향으로 투스

텝을 한다*.

무릎을 구부렸다 펴

면서 엄지손가락을

들고 팔을 구부리고

편다.

손을 허리에 올리고

어깨를 올린다.

한 손을 허리에 두

고 한 손은 엄지손

가락을 들며 사선

위로 향한다. 뒤쪽

발은 발가락이 바닥

을 향한다*. : 반대

쪽 반복

두 손의 엄지손가락

을 들며 사선 위로

향한다. 뒤쪽 발은

발가락이 바닥을 향

한다.: 반대쪽 반복

플라멩고 춤 포크댄스: 자랑스럽다 표현동작 참고사항

*동작의 기본요소 내용

손을 허리에 올리

고 어깨를 으쓱 올

리며 원을 그리며

투스텝을 한다

마주보고 서서 두

손 맞잡고 원을 그

리며 사이드스텝 3

회, 두 손 허리에 올

리고 제자리 스텝 3

회: 양방향 반복

손을 허리에 올리고

어깨를 올린다, 두

손 허리에 올리고

제자리 스텝 3회: 1

회 반복

엄지손가락을 들고

친구를 향해 팔을

편다, 두 손 허리에

올리고 제자리 스텝

3회: 1회 반복

준비자료

∙정서동화

∙플라멩코 음악

(Bizet: Carmen: Habanera)

∙강아지 인형

∙개별 평가지와 스티커

∙포크댄스 음악(Kinder Pol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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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휴식시간에 교실에 있도록 하면 화를 낸다. 1 2 3 4 5
2 좋아하는 장난감을 잃어버리거나 부서지면 슬퍼

한다. 1 2 3 4 5
3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매우 좌절한다. 1 2 3 4 5
4 귀신이나 도둑을 무서워한다. 1 2 3 4 5
5 평소에 우스운 이야기를 즐겨한다. 1 2 3 4 5
6 (특별한 행사나 활동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슬퍼한다. 1 2 3 4 5
7 큰 소리가 나면 무서워한다. 1 2 3 4 5
8 하던 일을 끝낼 수 없게 되면 우울해한다. 1 2 3 4 5
9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면 몹시 실망한다. 1 2 3 4 5
10 친구가 집에 가려고 하면 슬퍼한다. 1 2 3 4 5
11 어두운 곳을 무서워한다. 1 2 3 4 5
12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을 찾지 못하면 화를 

낸다. 1 2 3 4 5

13 소방훈련 할 때 나는 불이나 큰 소리를 무서워
한다. 1 2 3 4 5

14 다른 친구와 놀 때 종종 큰 소리로 웃는다. 1 2 3 4 5
15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슬퍼하거나 잘 운다. 1 2 3 4 5
16 때때로 혼자 놀이를 하면서 미소 짓거나 웃는다. 1 2 3 4 5
17 이야기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괴물을 무서워한다. 1 2 3 4 5
18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몹시 슬퍼한다. 1 2 3 4 5
19 좋아하는 사람에게 잘 웃는다. 1 2 3 4 5
20 교실에서 종종 크게 웃는다. 1 2 3 4 5
21 놀이가 끝나기 전에 불러내면 신경질을 낸다. 1 2 3 4 5

〔부록 3〕 교사용 유아 정서성 측정도구

이름: 성별: 반 생년월일

다음은 유아의 정서성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으신 후 선생님께서 평소

에 관찰하신 것을 기초로 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칸에 √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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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유아용 일상스트레스 측정도구

이름: 성별: 반 생년월일

유아 일상스트레스 질문지 아니오 예

또래
관계

1. 친구들이 놀릴 때 0 1 2 3
2. 친구가 놀이에 끼워주지 않을 때 0 1 2 3
3. 친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0 1 2 3
4. 친구와 싸울 때 0 1 2 3

통제와 
자원의 
부족

5. 하고 싶은 놀이를 하지 못할 때 0 1 2 3
6.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질 수 없을 때 0 1 2 3
7.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때 0 1 2 3
8. 밖에서 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할 때 0 1 2 3

교육
기관

9. 선생님의 질문에 틀린 대답을 할 때 0 1 2 3
10. 선생님이 내 얘기를 잘 들어주지 않을 때 0 1 2 3
11. 학원에 가거나 학습지를 해야 할 때 0 1 2 3
12. 나도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다른 친구만 시켜줄 때 0 1 2 3

자존감 
과

심리적 
안녕

13. 내가 다른 친구보다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0 1 2 3
14.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0 1 2 3
15. 내 생각과 느낌을 말하지 못할 때 0 1 2 3

가족 
관계

16. 엄마나 아빠가 함께 놀아줄 시간이 없을 때 0 1 2 3
17. 엄마나 아빠한테 혼날 때 0 1 2 3
18. 엄마나 아빠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할 때 0 1 2 3

건강 19. 병원에 갈 때 0 1 2 3
20. 먹기 싫은 음식(야채, 김치 등)을 먹어야 할 때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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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emotional expressive movement

program on the emotionality,

daily stress, and physiological

responses of young children

Oh, Jee-Eun

Dep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n emotional

expressive movement program(EEMP) which focused on expressing

emotion through motion, and to verify its effects on the emotionality,

daily stress, and physiological responses of young children. EEMP

made up of 16 thirty-minutes sessions, was specifically developed for

this research. Main subjects were categorized to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 aspect each. The contents of EEMP were consist of

emotional comprehension, emotional expression and emotional control

as the sub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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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children aged 5-year-olds, from 4 classes within 2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in Busan city of South Korea, were

assigned into treatment groups(n=36) or control groups(n=33), and

were examined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EEMP developed for this

study. Both groups were analyzed the differences in their

emotionality, daily stress, and physiological responses. Emotionality

was determined by teachers using a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ity questionnaire. Daily stress was assessed by individual

interviews. Physiological responses were evaluated by HRV and EEG

measurements at the resting status for 5 minutes with closing their

eyes. Collected data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were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frequencies,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covariance(ANCOVA) with SPSS WIN 21.0 program.

Following are the most notable results.

First, EEMP treatment group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positive emotionality, and a significant decrease in negative

emotionality on the other hand. In particular, anger/frustration and

sadness as the sub-domains of the negative emotionality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Second, the treated group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daily

stress levels, the deficiency of resources and control,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nd family relationship in detail.

Third, EEMP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physiological responses

of the young children. Specifically on heart rate variation(HRV), the

activity of the treatment group was shown the significant decrease in

sympathetic nervous system(SNS), significant increase in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PNS), and significant decrease in

sympathetic nervous system ratio over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during resting state. On electroencephalogram(EEG) activities,

relative alpha wave and alpha wave ratio over beta wav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during resting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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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is study provided that EEMP would relieve

negative emotionality and induce positive emotionality. It was also

confirmed that EEMP might reduce daily stress and be beneficial to

physiological responses of young children. As an integrated point of

view, this study has methodological meaning to verify both mental

and physical benefits of the EEMP. Additionally, EEMP designed in

this study would be helpful for young children to develop social

adaptative abilities.

keywords : emotional expressive movement program (EEMP),

emotionality, daily stress, physiological response,

heart rate variability: HRV, electroencephalogram:

EEG

Student Number : 2012-3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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