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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표현을 활용한 유아음악놀이프로그램 효과 연구
서미란1), 이미나2)

A Study on Effectiveness of Early Childhood Music Play Program
Using Body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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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신체표현을 통한 유아음악놀이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는 신체표현 유아음악놀이가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는
가? 신체표현 유아음악놀이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효과가 있는가?이다. 연구대상은 S시 지역 W유아교
육기관 재원중인 5세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각 20명씩을 선정하였다. 연구도구는 단현국과 이미숙
(2006)의 자아존중감 검사도구와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Mayer와 Salovey(1990)의 정서지능 모
형에 기초한 이병래(1997)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0.0을 사용하여 각 집단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집단 간 차이검증을 알아보고자 t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신체표현
을 활용한 음악놀이가 유아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에 효과가 있었다. 즉, 유아교육현장에서 음악
놀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신체표현을 활용한 음악놀이를 진행하였을 때, 유아는 자존감 및
정서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음악놀이 활동은 유아교육현장에서 적용하기에 매우 적합함
을 시사해주고 있다.
핵심어 : 신체표현, 유아음악, 음악놀이프로그램, 자아존중감, 정서지능,

Abstract
This study is implemented to know effects of a music play program using body expression on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 The research problem is that a body expression baby music
play affects self-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 Subjects of the study are 20 experimental
groups and 20 control groups that are 5-year old babies attending W children education institute at S
region. The research tools are self-esteem test tool of Dan and Lee(2006), and the criterion developed by
Lee(1997) based on the model of emotional intelligence of Mayer and Salovey(1990) for measuring
emotional intelligence. The data are analyzed by t-test to know the difference using SPSS 20.0. As a result
of the study, musical play using physical expression was effective on the self - estee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young children. In other words, musical play is important not only in early child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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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but also in children 's self - esteem and emotional state, especially when they play musical play
using physical expression. Music play activity is applie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Suggesting a very
good fit.
Keywords: body expression, early childhood music, music play program, self - 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1. 서론
유아기는 신체 및 운동 기능의 발달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유아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몸과 정서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통하여 자아존중감이 획득되고 더 성장한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이 형성 될 것이다.
유아기의 신체활동은 신체운동의 기초가 되는 기본 동작에서 기초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
하여 보다 다양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교사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
는데 유아가 충분히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본 신체
능력을 형성하며, 긍정적인 신체 경험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신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뿐 아니라, 공간 탐색, 문제 해결능력, 만족감, 성취감,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교
육과학기술부, 1997). 또한 이시기는 음악에 대하여 관심이 매우 높다. 유아들은 음악에 대해 어른
보다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유아는 본능적으로 음악을 좋아하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변의 노래나 소리에 움직이고 흥얼거리고 모방하기를 즐긴다(정선영, 2015)[1]. 이는 자연스
러운 현상으로 그들 일상에서 다양한 많은 음악적 경험을 하고 있어 즐기면서 자유로워한다(이진
우, 이순영, 2001)[2]. 신체활동은 유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유아들은
신체활동으로 자신감을 얻기도 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모와 교사에게 직 간접적으로 알려주기
도 한다. 이렇게 중요시 되는 음악은 교과과정에서 다양하게 접근되고 있다.
음악교육의 목적은 음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음악성과 창조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풍부하게 하
여 조화로운 인격을 함양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국민으로서 자질을 높임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과학문명과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간이 기계화되기 쉽고, 인간성을 상실하기 쉬운 이때에 올바른
인간 형성에 중요한 교육 중 하나이다(정은희, 2010)[3]. 이러한 음악놀이는 인간의 발달에서 다양
한 양상으로 나타나 음악적인 표현과 놀이로 활용되기도 한다.
유아기의 신체움직임과 음악교육의 효과연구 중에서 신체적 표현인 동작교육은 운동능력 뿐 아
니라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임성혜와 지성애(2007)[4]는 다양한 신체운동 및 표현의 내용을 통합적
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유아에게 적용하고 창의성, 운동 능력, 자아존중감에 효과
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인간은 성장하면서 자아를 형성하고 삶속에서 예술과 문화를 창조하고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데 인간에게 필요한 요소 중 예술은 인격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정선영,
2015)[1]. 유아에게 있어 음악은 언어처럼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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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의 도구적 역할을 하므로 음악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함으로써 정서적 안정
과 풍부한 심미적 감각을 소유하게 되고, 더 나아가 보다 즐겁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린다(전인옥,
이숙희, 2003)[5].
특히, 유아기에 자기에 대한 인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자신의 능력을 믿
고, 사교적이며 자기주장적인 경향이 있으며 또한 Leary와 Mcdonald(2003)[6]는 자기 삶과 운명을
통제할 수 있으며 도전적이며 자신감 또한 높다고 하였다(Baumeister et al., 2003)[7].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들일수록 매사 기분상태가 편안하고 풍부한 감정을 표현할 것이다. 정서
지능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정서의 핵심은 깊은 정, 열망, 열정, 사랑 등
이 있고 이러한 정서들은 위험이나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 좌절을 딛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
는 힘, 그리고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 즉, 정서 지능이 활성화된다.
이처럼 유아기 발달에서 신체표현과 음악놀이는 음악을 통해 신체의 각 부분을 자연스럽고 창
의적으로 표현하면서 매체에 맞게 아이디어, 생각, 느낌들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음악의 구성 요소
와 관련된 특정한 움직임 요소들을 조작하고 강조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특히, 유아기의 발달특성에서 정서적인 측면의 발달은 매우 중요하며 음악적인 놀이로 활용하였
을 때 이 후 삶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서미란, 2017)[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발달
에 토대가 되는 정서적 경험으로 신체표현을 통한 음악놀이를 계획하고 이를 적용하므로써 유아
기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 향상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서미란, 2017)[8].
본 연구는 신체표현을 통한 유아음악놀이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표현 유아음악놀이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는가?
둘째, 신체표현 유아음악놀이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연구도구
본 연구는 신체표현 음악놀이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S시에 소재한 W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험집단(유아
20명)과 통제집단(유아 20명)을 무선으로 배정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월령은 실험집단 70.24개월,
통제집단 70.38개월로써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t=.285).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
여 단현국과 이미숙(2006)[9]이 제작한 도구로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인은 유능감 11문항, 가치감 6문
항, 통제감 4문항, 소속감 9문항 등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서지능 측정도구는 Mayer와
Salovey(1990)[10]의 정서지능 모형에 기초하여 이병래(1997)[11]가 사용한 ‘만 4-5세용 교사용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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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자기인식 7문항, 타인인식 7문항,
자기조절 8문항, 타인조절 9문항으로 4개 하위요인의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신체표현 음악놀이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신체표현 음악놀이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회기에서는 모양판 놀이를 중심으로 공동의 노력과 협력하기, 평가하기, 신체놀이 크고 작은
모양 맞추기를 실시하였다. 2회기에서는 풍선아 날아라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날아
라, 역할나누기, 역할인정하기, 음악에 맞춰서 높고 낮게 뛰면서 신체활동을 사용하였으며, 3회기에
서는 시계놀이라는 주제로 역할 완수하기 및 인정하기 내용으로 음악놀이 수와 양을 신체로 표현
하기를 진행하였다. 4회기에서는 팽이가 되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경험과 정보 공유하기, 도움주
고받기, 리듬과 박자에 맞춰서 신체로 표현하기를 하였다.5회기에서는 모양 만들기라는 주제활동을
가지고 공동의 노력과 협력하기, 평가하기, 음악에 따라 다양한 모양만들기 신체놀이를 하였다. 6
회기에서는 기차놀이, 책임감 갖기, 공동체 의식갖기, 그리고 노래가사에 맞춰 신체로 표현하기를
하였다. 7회기에서는 블록으로 탑 쌓기라는 주제놀이로 역할인식하기, 역할나누기, 신체표현으로
높고 낮음을 표현하기를 하였다. 8회기에서는 꼬리잡기 주제활동을 중심으로 책임감 갖기, 격려하
기, 음악놀이에 따라 길고 짫음을 표현하기를 진행하였다. 9회기에서는 훌라후프 점프라는 주제활
동을 중심으로 도움주고받기, 경험과 정보나누기, 음악놀이, 신체표현하기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
로 10회기에서는 높이높이 올라라라는 주제활동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공동의 노력과 협력 및
평가하기, 노래에 맞춰서 신체표현하기를 진행하였다.

2.2.1 회기별 세부 활동 실제

본 프로그램의 회기별 세부 활동은 다음과 같다.
회기주제는 색깔 스카프 우산이라는 실제이다.
활동진행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색깔의 스카프를 음악을 들으며 신체표현을 해볼까요?
스카프를 한번 만져보며 살펴볼까요?
음악을 들으며 스카프 날려볼까요?
좋은 느낌을 그릴 때 그림의 색깔을 살펴보아요.
색깔 우산을 쓰고 있을 때 표정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같은 색깔 우산을 찾아서 함께 날려볼까요?
친구들과 함께 색깔 스카프를 활용하여 몸으로 표현 해봐요?.
마무리단계에서 색깔 스카프 우산 활동을 하며 감정을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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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카프 우산
[Fig. 1] Umbrella scarf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
과 같다.
첫째, 각 집단간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및 정서지능 전체 점수에서 두 집단의 평
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신체표현을 통한 음악놀이 프로그램 실험처치 후 효과성을 검
증하기 위해 두 집단 간 사후 검사 점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신체표현을 통한 유아음악놀이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대한 효과를 알아
보고자 실시하였으며, 신체표현 음악놀이 프로그램이 자아존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표 1] 집단 간 자아존중감 사후검사
[Table. 1] Group self-esteem post-test
실험집단(N=20)
하위요인

통제집단(N=20)
t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유능감

3.77

.20

3.30

.46

4.102**

소속감

3.68

.23

3.48

.32

2.012*

가치감

4.68

.20

4.34

.34

3.242**

통제감

3.83

.12

3.66

.25

2.465*

자아존중감 전체

4.05

.12

3.70

.24

4.745**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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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표현을 활용한 음악놀이에 대한 두 집단간 사후점수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745, p<.01).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별 유능감, 가
치감, 소속감, 통제감에 있어서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는 신체표현을 통한 유아음악놀이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집단 간 정서지능 사후검사
[Table. 1] Intergroup emotional intelligence post test

실험집단(N=20)

통제집단(N=20)

하위요인

t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자기인식, 표현능력

3.79

.22

3.34

.27

5.563**

자기조절능력

3.20

.41

2.86

.31

2.178*

타인인식능력

3.12

.73

2.51

.33

2.373*

타인조절능력

3.78

.20

2.84

.45

7.148**

정서지능 전체

3.44

.31

2.78

.25

5.304**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체표현을 활용한 음악놀이에 대한 두 집단간의 정서지능의 유의
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5.304, p<.01).
정서지능의 하위요인별 자기인식 표현능력, 자기조절능력, 타인인식능력, 타인조절능력에서도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신체표현 음악놀이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S시에 소재한 W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험집단(유아
20명)과 통제집단(유아 20명)을 무선으로 배정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월령은 실험집단 70.24개월,
통제집단 70.38개월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사후 점수에서 나타난 효과를 살펴보면, 유아들에게 발달적으로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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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놀이를 제시하고 음악적인 리듬에 따라 신체의 움직임을 탐색해 봄으로써 다양한 방법으로
신체표현의 경험을 제공했던 프로그램이 유아에게 있어 보다 효과적이었다.
또한, 신체표현을 활용한 음악놀이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알아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두 집단 간 사후 점수에서 나타난 효과를 살펴보면, 음악은 여러 가지 예술가운데
그 기원이 가장 오래되고 널리 보급되어 왔으며 인간행동에 대한 자극과 반응의 매개체가 될 수
있으며 비언어적이고 감정적 수준에서 매우 유익하고 의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음악놀이의 심
리적인 효과로는 주관적, 정서적인 경험, 잠재적 의식, 기억 등을 연상시키는 것과 음악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본인의 감정 상태를 표출시키는 카타르시스 효과, 멜로디가 풍부하고 울림이 있는 곡
은 긴장을 완화시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불안을 이완시키는 등의 효과가 있다(송혜경, 2012)[12].
본 연구는 신체표현을 활용한 음악놀이가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신체표현을 활용한 음악놀이가 유아 자아존중감과 하위요인 모두
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신체표현을 활용한 음악놀이가 유아
의 정서지능과 하위요인 모두에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신체표현을 활용한 음악
놀이는 유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서지능 향상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결론적
으로 유아교육현장에서 음악놀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신체표현을 활용한 음악놀이를 활발
하게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연구대상은 어린이집 만5세 유아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알아보았는
데 대상연령을 보다 확대하여 영아 및 아동, 청소년으로 확장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자아존중감과 감정표현을 위한 프로
그램이 제공되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프로그램은 영유아
의 각 욕구를 반영하여 영유아 스스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유아교육기관 관련 담당자들
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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