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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n emotion regulation program by Physical
Activity. For this study program consists of 10 session activities, which evenly cover four different areas
of emotion regulation: understanding emotions in self, regulation emotions in self, understanding emotion
of others, regulation emotions of others. This program is carry out on every week for 14 early childhood
of 5 age in a nursery. For analysis of the results, I took the frequency, percentage, t-test. As a result,
program affects the early childhood's emotion regulation competence significantly.
주제어(Key words):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정서이해(emotion understanding),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

Ⅰ. 서

론

오늘날 우리들은 산업화의 발달로 경제적 성장과 생활의 편리를 누리고 있지만, 기
계화 및 결과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학업성취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하여 유아들은 조기교육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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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시기부터 영재교육 등을 강요당하고 있다. 영유아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학문적인 활동들은 유아의 두뇌발달과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
는 스트레스원이 되고 있고(신의진, 2002), 유아의 과외활동은 경쟁심과 서열의식을 형
성하고 심화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황정규, 1994), 학원과 학습지로 인한 과중한
조기 학습 부담과 어머니의 기대감 및 압력이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김재은,
1998). 유아는 성인과 달리 스트레스의 원인을 인식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
한 지적 기술과 언어 발달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유아기는 빠른 신체적, 정신적 성숙
으로 인한 많은 심리적 갈등과 적응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기이다. 또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것을 오랜 시간 인내하는 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 성인보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Chandler, 1987). 유아들은 스트레스 상
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신체적, 언어적,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으
로부터 불안, 공포, 수줍음, 야뇨 등과 같은 내재화된 행동(Warm, 1989)까지 매우 다양
한 형태의 징후를 보이며 인성 발달의 저해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은 유아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오고, 이는 발달에 좋지 않
은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에게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및 부정적 정서를 효과적
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유아의 정서 이해 및 조절
능력은 개인의 성숙, 독립성, 상상력, 패기, 사회적 능력, 또래 인기도, 또래관계에 있
어 효과적인 사회적 책략과 관련이 있다(강희연, 1997; 최은숙, 2002; Eisenberg et al.,
1993; Goleman, 1995; Salovey & Mayer, 1997). 또한 정서 이해 및 조절은 정신연령, 인
지발달, 인지적 과업에서의 성공적 수행 등에 영향을 미친다(Carroll & Steward, 1984;
Hartwe & Buddin, 1987; Saani, 1999). Dodge & Garber(1991)는 정서조절은 유아들의
성장과 더불어 발달적으로 획득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서조절 능력을 적절히 발달시
키지 못할 경우 정서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서조절에 실패할 경우 특별한
고통이 약해지지 않거나 혹은 행동적으로 짜증을 많이 내거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
로 위축되어서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정서 조절 능력이 개
인의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유능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정서
조절 능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

이제까지 진행된 정서능력, 정서조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오영희 우수경 전호

․

․

․

숙 신금주, 2002; 이영석, 1999; 이영자 이종숙 신은수, 1999; 임미혜, 1998)은 일반
유아들에게 실시되어져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였지만, 이들 연구의 내용은 포괄적이
고 정서조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고(최은숙, 2003), 교육과 언어적 상
호작용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주로 정적인 활동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
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흥미와 즐거움을 동반하여 활동의 흥미를 높이고,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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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참여할 수 있는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활용하였다.
유아기의 신체활동은 건강한 체력증진과 운동 능력의 개발뿐만 아니라 유아들의 마
음을 즐겁게 하여 정서를 순화시키며 신체의 발육발달 촉진시켜준다.(손원호 외, 2003;
Hurlock, 1972). 또한 신체활동은 패턴과 리듬을 통해 유아의 사고를 밖으로 이끌어 내
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유아에게 자아확신, 정서적인 안정감, 독립심과 자기조절 능력
을 갖게 하며,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의 형성을 돕는다. 그리고 생활에서 오는 억압,
긴장, 갈등, 공포 등을 해소하고 발산시켜, 정서를 순화함으로써 자기감정을 통제하여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김명신, 2000). 그리고 신체활동을 통해 유아는 신체기능
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이 신체를 움직여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자신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불안한 정서를 순화시키고 신체활동의 능력을 향상
시켜 건강한 가치관과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낼 수 있다(이위환 외, 2008). 그러나 현
대의 유아들은 과거와 달리 주변 환경의 다양한 변화로 인해 충분한 신체 활동을 즐
기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유아들은 점점 더 많이 버스나 자동차를 이용
하고 있으며, 아파트나 높은 빌딩의 건설 등으로 인해 유아들이 자유롭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부족해졌다. 또한, 학업 위주의 교육 환경과, TV 비디오, 전자
오락 및 컴퓨터 게임 등의 증가로 유아들의 생활은 실내에서 더욱 비활동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신동주, 2004). 최근 유아들의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아의 신체활동이 충분하지 못하며, 유아를 위한 신
체활동 프로그램 또한 질적, 양적 측면에서 모두 미흡한 것이 실정이다. 교사들이 하
루 일과를 운영하면서 교육활동을 선정할 때 움직임이 많은 동적인 활동에 비해 움직
임이 적은 정적인 활동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것은, 이러한 신체활동의 양적 부족의 한

․

․

․

․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미경 류숙희 나정, 2006, 유정선 엄정회, 2004 ; 최목화
변혜령,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그 자체로 흥미와 즐거움을 가지
고 생각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신의 감
정을 이해 및 표출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활동의 영역과 표현을 확장 하여
폭발적으로 감정과 정서를 표출함과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서표현활동과 협동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함께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정서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아의 신체활동과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
가 유아의 정서조절 프로그램 및 정서조절에 문제를 지닌 유아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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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신체활동 프로그램 실시 이후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J어린이집 만 5세반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
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 N(%)

성별

남: 8 (57%)
여: 6 (43%)

연령

만 5세
외동이: 3 (21%)

출생

첫 째: 7 (50%)
둘 째: 4 (29%)

순위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만5세용 정서지능 체크리스
트’(이병래, 1997)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인식 및 자기조절 능력, 타인인식 및
<표 2>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과 신뢰도 계수
하위요인
자기인식능력
자기조절능력
타인인식능력
타인조절능력

내용
자신의 감정과 기분인식
감정과 기분 표현
상황에 맞게 표정과 행동표현
자신의 감정 처리
타인의 정서적 반응 인식
감정이입적 반응
타인의 감정에 대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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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1 7

～

7

.58

～

8

.93

7

.89

9

.64

31

.87

8 15

～
23～31
1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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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조절능력의 4개 하위요인, 총 31문항을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 되
어있으며 하위요인별 문항번호와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10년 7월~12월까지 프로그램 구성, 사전평가, 프로그램 실시, 사후 평가
순으로 진행되었다.

1) 프로그램 구성
정서조절을 목표로 한 신체 활동은 감정 발산, 조절, 공감 등을 위한 활동 목표로
구성하였다. 초기에는 친밀감을 느끼고 자기노출을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하였고,
점차 활동의 수준과 강도를 조절하여 자유로운 감정 발산의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자
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해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서표현활동과 협동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함께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과적으
로 정서조절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매 회기 활동에 대한 소개와 이완 활동, 구
조화 된 활동을 실시한 후 유아에게 소감을 이야기하도록 해 자신이 느낀 정서를 언
어화 하도록 하였다. 전체 활동에 대한 소개와 프로그램의 전반적 내용은 <표 3>과
<표 4>에서 제시하였다.

<표 3> 신체활동을 통한 정서조절 프로그램 개요
회기

1

단계 목표
친밀감형성
및 자기노출

중재목표

활동명

자기 노출 및
친밀감을

모양 가족

형성한다

활동내용
모양 머리띠를 통해 모양 및 색깔 짝짓기,
모양 신체 표현하기 등을 실시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문지 격파하고 남은 신

2

감정 표출을
감정 발산 및

통해 억압된

정서 표현

감정을

신문지

문지 잘게 찢어 마음껏 날리기를 한 후 정

격파

리 봉투를 이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조각난
신문지를 정리한다.
주방기구, 페트병 등을 신나게 두드리고,

해소한다
3

난타

리듬에 맞춰 두드리기를 통해 감정을 표출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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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회기

단계 목표

중재목표

활동명
거미줄

4
정서 표현 및
감정 조절

자신의 감정을

통과하기

활동을 한다.

장애물
놀이

자신의 감정을

감정 조절 및

훌라우프, 고무줄을 이용하여 거미줄 만들어
통과하고, 거미줄에 방울을 달아 닿지 않도
록 조심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절하여 신체

5

6

활동내용

조절하여

말 못하는

주어진 규칙을

선생님

지킨다.

두 팀으로 나누어 훌라우프, 키보드, 평균대,
모형 틀 등의 장애물 통과 이어 달리기를
실시한다.
‘말 못하는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준
후 유아들과 선생님의 비밀에 대해 알아보
고 비밀 약속에 따라 행동 하도록 한다.

감정 이입
자신과 타인이

교사와 친구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감정 카

느끼는 감정을 거울 되기 드를 보고 이야기 나눈 후 표정 따라 하기

7

이해한다.

를 실시한다.

타인의 감정을

두 개의 페트병에 각기 다른 색깔 물을 담

인식하여 협동 영차 영차 아 두 팀으로 나눈 후 병의 물을 쏟지 않고

8

활동을 한다.

빨리 돌아오는 게임을 한다.

감정 공감 및
끈을 이용하여 2인 3각 경기를 실시하고, 유

대인관계
능력 증진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여 협동

9

활동을 한다.

왼발,
오른발

아들의 수를 늘려 혼자 걸을 때와 친구들과
함께 걸을 때 달라진 점을 비교하도록 한다.
유아의 수가 늘어나면 끈으로 발을 묶는 대
신 팔짱을 끼는 것으로 대체한다.
활동 전에 미리 담임교사와 유아들이 미래

이별, 종결에
10

새로운

대한 수용과

출발의 다짐 긍정적 정서를
갖는다.

의 소원에 대해 카드에 기록하고 난 후, 활
다짐 실은 동 시간에는 유아들의 소원을 친구들 앞에
풍선

서 낭독하고 친구들과 교사들로부터 소원

날리기

성취에 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소
원을 낭독 후 실외로 나가 소원 성취를 기
원하며 자신의 풍선을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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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체활동을 통한 정서조절 프로그램 1회기 활동계획안
1회기 - 모양가족
단계목표

친밀감 형성 및 자기노출

중재목표

도형을 표현하는 놀이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준비물
활동요소

머리띠, (세모, 네모, 동그라미) 모형
활동내용

‣ 프로그램 소개 및 머리띠, 모형 전달
- 선생님 소개 및 회기 소개 한다.

이완활동

- 친구들에게 띠를 나눠준다.
- 모형을 선택하게 한다.

토론하기

- 어떤 모형과 색깔이 선택되었는지 묻는다.

‣ 각 모형과 색깔에 따라 신체를 이용해 표현해본다.
- ‘즐겁게 춤을 추다가 ○○로 모여라!’의 노래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설명해
준다. (색깔 / 모형)

- 같은 모형이 한 팀이 되어, 혼자서 혹은 여러 명이서 팀의 모형을 표현
구조화된
활동

해본다.

‣ 한 사람에서 두 사람, 전체 동그라미를 만들어 간다.

- 선생님의 ‘즐겁게 춤을 추다가 0명 동그라미!’의 노래에 따라 짝을 맞춘
후, 동그라미를 만들어 본다.

‣ 모두 손을 잡고 가장 큰 원을 만든 후 ‘달팽이집’ 노래를 부르며 원을 점
점 작게, 점점 크게 해본다.

치료적 요인
토론하기
유의점

- 자기와 타인에 관한 관심을 갖으며, 신체적 접촉을 통한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
- 어떤 놀이를 했는지 유아들에게 묻는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점이 좋았는지 묻는다.
- 아동이 모형을 못 만들시 선생님이 도움을 주며 완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2) 사전 검사
본 연구의 프로그램 실시에 앞서 연구대상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정도를 알아보
는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1주일 동안 담임교사
에 의해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정서조절 능력 검사는 교사가 평소
유아의 행동을 토대로 문항을 읽고 답하는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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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그램 실시
신체활동을 통한 정서조절 프로그램은 2010년 9월 8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1회
씩 총 10주간 실시하였다.

4) 사후 검사
사후 검사는 프로그램 실시 후 2010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약 1주일간 담임
교사가 유아의 행동을 관찰 하여 사전검사와 동일한 평정척도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
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신뢰도(Cronbach's α)와 독립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신체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변화
유아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다.
분석 결과 신체활동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변화가 유의하
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위 영역 중 타인 인식능력을 제외한 자기인식능
<표 5>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정서조절 능력 변화
사전

사후

M(SD)

M(SD)

자기인식능력

26.0(1.71)

27.3(1.54)

-2.86*

자기조절능력

23.0(4.61)

25.1(3.57)

-3.62**

타인인식능력

23.4(2.79)

23.8(1.76)

-.70

타인조절능력

31.1(2.69)

33.4(2.82)

-5.10***

전체

103.5(8.37)

106.9(7.05)

-6.09***

구분

*p<.05 **p<.01 ***p<.001
- 12 -

t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효과

력, 자기조절능력, 타인조절능력, 전체 정서조절 능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인식능력의 하위요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으나, 평균점수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조절능력의 증진에 효과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전, 사후 평가를 통한 t-test 결과 이외에도 담임교사의 보고에 따르면 프로그램 실
시 전, 후를 비교해보면 유아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좀 더 다양하고 구체적인 언어
로 표현을 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어린이집 생활에서도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또래에 대한 배려 행동이 증가하였고, 협동하는 행동들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
다. 예를 들면 민지(가명)는 첫 회기를 시작할 때는 자신의 감정이나 활동을 표현합에
있어 소극적인 양상을 보였으나, 프로그램 활동이 진행 될수록 활동 중간에 자신의 의
견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영수(가명)는 평소에 정
서조절이 어렵고, 집단 활동을 할 때 교사 혼자서 다루기 힘들었으나 본 프로그램 참
여 이후 집단 활동을 할 때 조금이지만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조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체활
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만5세 유아 14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총 10 회기로 구성되었으며, 실시 전 담임교사를 통해 정서조
절능력의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10회기 활동 진행 후 다시 담임교사를 통해 정서조
절 능력의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신체활동을 통한 정서조절 프로그램은 사전 사후 검사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즉, 정서조절 전체 요인으로 살펴본 결과 프로그램 실시 후 유의하게 정서조절능
력 점수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활동이 유아의 정서 조절에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여러 연구들(김명신, 2000; 손원호 외, 2003; 이위환 외, 2008; Hurlock,
1972)과 일치한다.
하위요소별로 살펴보면, 자기 인식, 자기 조절 능력, 타인 조절 능력은 유의하게 향
상되었으나, 타인 인식 능력은 유의한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프
로그램 활동에서 유아들이 자신의 감정 발산과 느낌 나누기 활동, 규칙에 따른 신체
조절 활동, 협동 게임 활동 등이 자신의 느낌을 알아내는 능력과 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에 대처하는 능력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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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대한 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은 타인의 정서를 공감하고 감정이
입하는 활동의 구성이나 진행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할 수 있다. 선행 연구(김활란,
2005; 송은영, 2008) 에 따르면 협동 적 동적 활동을 통해 타인인식능력을 포함한 전반
적 정서조절 능력에 유의한 향상이 있었음을 볼 때 본 연구에서는 활동의 목적 및 진
행이 일치하지 못했던 것 같다. 협동적 활동에서 유아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 게임을
하는 것이 몇몇 활동이 있었는데 이러한 활동이 유아의 경쟁심을 일으켜 타인에 대한
이해보다는 활동 결과에 치중하게 되었다. 게임에서 진 팀의 아이들은 친구 탓으로 돌
리며 화내는 모습, 상대팀이 반칙했다고 우기는 모습, 교사 모르게 게임을 잘하는 짝
궁으로 바꾸는 등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타인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에서는 활동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협동적 활동을 통해 결과
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작업하는 데 목적을 두고 구성하여야겠다. 이를 위해 서로 대
항하기보다 각각 목표 성취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10회기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아들이 정서를
충분히 분출하고 조절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으며 신체활동을 통한 정서조절 능력
변화에 있어 장기적인 효과를 밝히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신체활
동을 통한 정서조절 능력 향상의 효과에 관한 장기간에 걸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광주시에 소재한 어린이집 만 5세 14명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를 일

․

반화하는데 무리가 있고, 한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를 했기 때문에 정서조절 능력의
변화를 생물학적인 성숙에 의함인지 실제 프로그램의 효과 때문인지 명확히 밝히기가
어렵다. 따라서 추후에는 만 3, 4세 유아들을 포함하여 다른 연령과 다른 지역의 보다
많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를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담임교사가 관찰을 통해 측정하여 타
인의 감정을 평가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의 관
찰 평가 뿐 아니라 아동 자신이 지각하는 정서조절 능력의 측정을 함께 하여 정서조
절 능력에 대한 객관적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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