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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BGA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아들의 뇌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이 지닌 뇌신경 생리학적 지
표인 뇌파 측정을 이용하여 연구 하였다. 대상자는 2010년 7월에서 2010년 12월까지 S시, W시 유치원 원아 200명
(실험군 100명, 대조군 100명)을 기준으로 선정한 자료이다. BGA 교육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3회씩 6개월 동안 진행
하였으며 1회교육시간은 30분 정도이다. BGA 교육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의 뇌발달 변화는 시계열 선형 분석을 통
하여 비교하였으며 연구 검증 결과. BG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원아들의 뇌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BGA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들의 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BGA education program by observing the pre and 
post brainwave measurement results of about W, S city kindergarten kids 200 (experimental group 100. 
comparative group 100) subjects who have shown brain quotient, in between the months of Jul. 2010 and Dec. 
2010. As the brainwaves are adjusted by timeseries linear analysis, the result confirmed the differences of both 
brain quotient. The result of the study suggest BGA education program possibility in positively affecting the 
subjects' brain development.  

Key Words : BGA, Brain development, Brainwave, Brain quotient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고도의 지식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창의
적인 두뇌 능력을 갖춘 전인적인 인간이 요구되고 있다.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 양성을 위해서는 인간 두뇌의 
전체적이고 조화로운 사용을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두뇌의 기능 향상이 필요하다[1]. 유아
기는 뇌의 발달에 있어 결정적 시기이며, 유아기는 뇌의 

가소성이 풍부한 시점이기 때문에 뇌의 학습기제에 기반
을 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강력하게 요
구되는 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2]. 그러나 한국의 유아
교육 실정은 과정중심을 통한 뇌 계발의 목적보다는 결
과 중심인 좌뇌 교육에 치중되어 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
집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시설과 교육이 유치원과 동
일시 되어가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많은 교육기관에서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과정중심교
육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원하는 결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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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치우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 중심인 좌뇌 
교육은 인성교육을 해야 하는 시기에 한쪽으로 편중된 
뇌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어른으로 성장하여서도 인성 
교육의 본질에서 멀어지며 창의성이 떨어지고 이는 더 
낳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아진다[3]. 또한, 유
아들의 일상적인 행동이나 방식에 대한 적응능력과 전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
되고 있지만 뇌 발달의 관련된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족
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뇌파 조절 기기의 활용과 관련하
여 이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방법과 결과의 계량화를 위
한 연구가 시도되면서 객관적인 검증이 시도되고 있다
[4]. 그러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효과 검증으로 뇌파 측정
한 연구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뇌 발달에 초점을 맞
춘 BGA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하며, 또한 BGA 교
육 프로그램이 이 유아들의 뇌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밝혀보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뇌파측정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신경과학적인 방
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1.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뇌파를 측정하고 
BG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뇌기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가를 실제 실험을 통해 밝혀보는데 목적이 있다. 위
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
음과 같다.

  
가설1, BG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

에 비해 자기조절지수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2, BG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

에 비해 주의지수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 BG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

에 비해 항스트레스지수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용어의 정리 

1.3.1 뉴로피드백  

인간의 정신 상태를 반영하는 뇌파를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관찰하고, 가장 이상적인 뇌파를 만들어내는 정신 
상태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유지하도록 학습하는 과정
이다. 뉴로피드백의 원리는 뇌파를 이용하여 뇌의 항상성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하여 뇌의 가소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다시 말해 자기 뇌를 보고, 듣고, 느끼면서 스스로 
훈련 하는 것이다[5]. 

  

1.3.2 BGA(Brain General Analysis)교육 프로그램

유아들의 두뇌 발달 성향을 검사하여 영역별 기능들을 
조정 통합하여 좌우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발달하도
록 도와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홍양표가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좌
뇌 훈련 프로그램으로 추상력 훈련, 언어⦁사고력훈련, 
수리력 훈련, 추리력 훈련, 우뇌 훈련 프로그램으로 협응
력 훈련, 구성력훈련, 시각통찰력 훈련, 지각 속도력 훈련
을 적용한다. 

  

1.3.3 뇌기능 지수

한국정신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뇌기능 분석 프로그
램(BQ Test)을 이용하여, 각 주파수 대역별로 측정한 뇌
파 수치들의 비율 분석을 통해 구한 지수들을 기반으로, 
뇌의 기능을 종합 평가하는 지수이다[6]. 뇌기능 분석은 
뇌파를 통해 뇌의 기능을 다각적으로 측정하는 프로그램
이다. 이 지수는 자기조절 지수, 기초율동 지수, 주의 지
수, 활성 지수, 정서지수, 항스트레스 지수, 좌․우뇌균형 
지수, 브레인 지수의 8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그것들의 
하위지수로 54가지의 지수들이 있다[7].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뇌기능 특성을 기반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한국정신과학연구소의 2 채널 시스템(channel system) 
이동식 뇌파측정기(Neuro-Harmony)로 측정한 뇌기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뇌기능 분석 프로그램(BQ Test)의 
지수를 말한다. 뇌파측정은 두뇌기능 상태를 실시간 평가 
할 수있는 매우 우수한 신경 과학적 검사법 이라할 수 있
다[8]. 표 1 참조.

[표 1] 뇌파측정을 통해 나타난 뇌기능의 특성
[Table 1] The Characteristics of Brain Quotient by Brain 

Wave Measurement

분 석 지 수  의     미
자기 조절지수 자율신경계 조절

주의지수 뇌의 각성 정도 판단
항 스트레스지수 스트레스저항정도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유아들의 뇌발달에 BGA 교육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전후 설계 실험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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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 험 설 계 
[Table 2] Research Design

사전조사  교육적용 사후조사
실험군 Ye1 x Ye2

대조군 Yc1 Yc2

x BGA 교육 적용 

2.2 연구 대상

201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S시, W시 유치원 원
아 200명(실험군 100명, 대조군 100명)의 뇌파를 검사하
여 BGA 교육 전과 훈련 후의 뇌기능의 변화를 보고자 
하였다. 

실험군은 유치원 수업에서 BGA 교육을 실시한 원아
들이며 대조군은 비적용 원아들로써 사전, 사후에 대한 
뇌파를 측정 하여 비교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학기 초에 나이, 유아의 인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균등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동질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 연구 대상의 구체적 분포
[Table 3] Detailed  Distribution of the Subjects 

실 험 군 대 조 군
남 49명 54명
여 51명 46명
나이 5.34(세) 5.25(세)

전체 100 100

2.3 연구도구

2.3.1 뇌파측정기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한국정신과학연구소’ 
에서 개발한 2 channel system 이동식 뇌파측정기 이다. 
이 측정도구는 휴대용 뇌파 측정 및 훈련겸용기기이다. 
이 도구는 비침습형 헤드밴드 형태로 측정자 친화적인 
휴대용 뉴로피드백 시스템 뇌파 측정 장치(뉴로하모니)
이다. 뉴로하모니는 2 채널 뇌파 측정기를 기본으로 단극
유도법과 쌍극유도법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진폭의 
세기는 전압(μV)으로 나타내어 활성도(activity)값으로 사
용되었다. 한국정신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뉴로피드백은 
2 channel, 건식전극, 귓불전극을 한 개 사용, 시스템은 
잘 알려져 있는 뇌파 측정기인 Grass System(USA)과의 
상관계수가 .916(p<.001)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입증된 바 
있다[1].

2.3.2 BGA 검사

BGA검사는 로저 스펠리 박사의 “분할 뇌 이론”을 기
초로 뇌에 관해 본격적으로 연구한 [9]의 연구를 바탕으
로 한국좌우뇌교육개발연구소에서 1990년 초부터 수정 
보완하여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BGA 검사는 BPI(Brain 
Priority Indices)를 수정 보완하여 좌뇌와 우뇌 기능중 어
느 영역이 우위에 있는지, 어떠한 영역과 기능들이 뇌 발
달의 성향을 주도하는지와 뇌발달 에 맞춘 검사지로 정
립되었다. 이로써 한국인에 맞는 검사 도구를 얻게 되었
으며 그 프로그램의 명칭을 “BGA 검사라고 명명하였다
[10]. 본 연구에서의 BGA 검사지수는 뇌 종합 검사의 항
목별 지수를 의미한다. 항목별 지수는 BGA지수, 좌뇌 지
수, 우뇌 지수, 추상력 지수, 언어사고력 지수, 수리력 지
수, 추리력 지수, 협응력 지수, 구성력, 시각 통찰력 지수, 
지각 속도력 지수를 말한다. 이 검사는 도구의 신뢰도 계
수는 .830으로 나타났다[11]. 표 4는 하위요인 신뢰도 분
석이다.

 
[표 4] 신뢰도분석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문항 M SD 계수
추상력 22.71 10.58 .816

언어사고력 22.01 9.64 .816

수리력 27.94 11.06 .823

추리력 23.63 11.75 .808

좌뇌합산 96.28 30.04 .798

협응력 15.89 8.33 .824

구성력 28.66 10.97 .810

시각통찰력 18.52 11.84 .826

지각속도력 19.76 7.90 .823

우뇌합산 82.82 25.98 .792

 Alpha계수=.830,  N=200

2.4 실험 방법  

BGA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교사는 8시간의 집중
교육과 매월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으며 직접 교육한 자
료를 검사하면서 피드백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교
육은 그림 1과 같은 교재를 활용하였으며, BGA 교육 프
로그램은 일주일에 3회씩 6개월 동안 진행하며 1회교육
시간은 30분 정도이다. 표 5는 BGA 교육 프로그램의 실
예이며,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져있다. 지시문과 활
동 목표와 활동 방법등에 대하여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시간대는 유치원의 하루일과 중 두뇌활동이 활발한 오전
에 실시하였다. 실험의 오염요인(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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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으로 유아들이 산만해지는 것 등)을 통제하기 위하
여 원아들과의 소통이 원활한 담임선생님을 선택하였으
며, 실험자는 관찰자로서 참여하여 문제점을 보안하며 실
험의 최대효과를 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림 1] BGA 교육 프로그램
[Fig. 1] BGA Education Program

[표 5] BGA 교육 프로그램
[Table 5] BGA Education Program

내용 지시문

추상력 5가지 그림 중에서 나머지 4개와 서로 어울리지 않
는 것 하나를 골라내어 ○표를 하여라.

언어사 네모 칸 안에 있는 그림의 이름과 똑같은 소리로 
시작되는 그림을 골라 ○표 하도록 한다. 

 

수리력 네모 칸 안에 있는 그림의 개수를 세어보고 그 수
가 가장 큰 것을 골라내어 ○표 하여라.

추리력 그림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
로 배열되고 있다.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모양을 
찾아내어 ○표 하도록 한다. 

  

2.5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BGA교육 전과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집단 간
의 뇌기능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 분석
(ANCOVA)을 이용하였다. 측정도구 신뢰도 검증은 
Cronbach Coefficient alpha를 산출하였고, 모든 자료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을 
9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가설 검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뇌기
능에 대하여 종합적인 값을 보여주는 BQ 테스트의 뇌기
능 점수와 BGA 두뇌 종합검사의 영역별 점수를 사용하
여 두 집단 간에 비교 하여 동질성 검증을 하였다. BGA

점수는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 없어 두 집단은 동질한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뇌
기능 지수에서는 산만도만 제외하고 동질 하였다.

 

3.1 가설 검증(자기조절지수ㆍ주의지수ㆍ항 스

트레스지수)

“BG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
해 자기조절지수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분산 분석을 한 결과 표 6과 같이 자
기조절지수와 항스트레스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주의지수에서는 하위지수 긴장도와 산만도에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율신경계의 조절능력을 보는 자기
조절지수와 정신적, 육체적인 긴장도와 각성 정도를 파악
하는데 사용되는 주의지수(하위지수 긴장도, 산만도), 스
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항 스트레스
지수(좌, 우),에 대한 검증 결과이며 그 결과는 표 6에 제
시하였다.

[표 6] 자기조절, 주의, 항 스트레스지수 공분산분석
[Table 6] ANCOVA of Selfregulation, Attention, 

Antistress Quotient

제 III 유형 
제곱합

자유
도 평균제곱 F p

자기조절 364.049 1 364.049 1.343 .248

집단 6913.577 1 6913.577 25.513 .000
***

긴장도(좌) 66.498 1 66.498 .260 .610

집단 4228.423 1 4228.423 16.560 .000
***

긴장도(우) 177.686 1 177.686 .702 .403

집단 4593.324 1 4593.324 18.156 .000
***

산만도(좌)) .019 1 .019 .015 .902

집단 44.738 1 44.738 34.991 .000
***

산만도(우) .002 1 .002 .001 .971

집단 70.311 1 70.311 49.163 .000
***

항스트(좌) 67.118 1 67.118 .212 .646

집단 5681.177 1 5681.177 17.906 .000
***

항스트(우) 120.500 1 120.500 .382 .537

집단 6158.821 1 6158.821 19.547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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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집단 간의 사후검사 점수 차이가 유의한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공분산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자
기조절지수 F=25.513, p=.000, 긴장도(좌) F=16.580, 
p=.000, 긴장도(우) F=18.156, p=.000, 산만도(좌,우) 
F=34.991, p=.000, F=49.163, p=.000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항 스트레스(좌)에서 F=17.906, p=.000, 
(우) F=19.547, p=.000의  유의미한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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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집단의 주의지수ㆍ항 스트레스지수ㆍ좌우뇌균형 
지수의 평균, 표준편차, 조정된 훈련 후 점수는 표 7과 같다.

[표 7] 두 집단의 평균, 표준편차, 조정된 훈련 후 점수  
[Table 7] Comparison of M, SD,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평가구분 집단 훈련 전 훈련 후 조정된 
훈련 후

M SD M SD M SE

자기조절 실험군 67.42 20.33 74.22 16.86 74.12 1.65

대조군 70.23 16.88 62.22 16.08 62.33 1.65

긴장(좌)
실험군 24.04 10.81 20.92 10.72 20.94 1.60

대조군 23.34 11.29 30.16 19.84 30.14 1.60

긴장(우)
실험군 24.33 10.95 21.20 9.52 21.24 1.59

대조군 23.49 9.63 30.87 20.36 30.84 1.59

산만(좌)
실험군 2.27 1.87 .99 .74 .99 .11

대조군 1.67 1.03 1.96 1.41 1.96 .11

산만(우)
실험군 2.27 1.79 1.02 .67 1.02 .12

대조군 1.74 1.01 2.23 1.56 2.23 .12

항스트
(좌)

실험군 67.24 12.59 70.47 12.27 70.44 1.78

대조군 68.26 12.85 59.75 21.94 59.78 1.78

항스트
(우)

실험군 66.88 12.51 70.01 11.04 69.97 1.78

대조군 68.10 11.08 58.82 22.50 58.86 1.78

  

 
이 결과는 뇌기능 지수가 사전에는 동질 하였으나 사

후에는 집단 간 차이가 났다는것을 의미하며, 실험군의 
뇌기능 점수가 높게 나타나 BGA 교육의 효과가 뇌기능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긴장도나 산만도는 
점수가 낮아질수록 바람직하다.   

   

4. 결론 및 논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GA 교육 프로그램
을 적용한 실험군의 자기조절지수, 주의지수, 항 스트레
스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기조절지수와 주의
지수의 하위지수인 긴장도, 산만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항 스트레스지수에서도 유의미한 변화가 
확인되었다. 자기조절지수의 상승은 유아들의 활동리듬
을 통제할 수 있으며 자기조절능력 향상과 무관하지 않
으며, 이 결과는 유아들에게 전두엽의 베타파를 활성화 
시켜 뇌의 활동성을 향상시켰다고 본다[12]. 주의지수
(Attention Quotient)가 높게 나타난다면 뇌가 맑게 각성
되어 주의력이 좋아지며, 면역 기능이 높은 상태에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적 긴장 정도를 파악하는데 사용
되는 델타(δ)파의 수준인 긴장도와 정신적 긴장 정도를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고 베타(β)파의 산만도 지수가 유

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은 신경이 안정되고, 주의집중
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
다[13]. 항스트레스지수의 긍정적인 변화는 BGA 교육 프
로그램 적용 후 정신적 긴장, 불안, 흥분상태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긴장이나 질병에 대한 대응능력이 높아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훈련 후 유아들이 가정이나 유치원 
생활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받았다손 치더라도 
대처능력이 원활해 졌다고 볼 수 있다[14]. 둘째, BGA 교
육 프로그램이 뇌기능 지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경험과 학습이란 환경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두뇌발달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험결과를 보았을 때 뇌의 가소성은 
뇌가 유전자에 의해 정해진 대로 만들어진 틀로 딱딱하
고 고정된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기의 구조를 바꿀 수 있
는 유연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었다[2]. 오늘
날 유아들에 대한 정신적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은 시기적으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과제이
다라고 강조한 [15,16]의 연구를 뒷받침한 결과이다. 결
론적으로 BGA 교육프로그램이 유아들에게 미치는 긍정
적인 영향은 경험과 학습이란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유아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또한, 이 연구는 기존의 설문지와 문제풀이 방식만을 
통한 간접 분석결과와는 달리 유아들의 학습활동이나 정
신작용을 객관화하기 위하여 개인이 지닌 뇌신경 생리학
적 지표를 이용하여 신경과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으로는  
BGA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속연구에서는 뇌 발달과 
관련하여 좌우뇌 균형과 다방면의 발달에 기인한 지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며 본 연구결과들이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재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BGA 교육 프로그램
에 대한 연구 자료가 축척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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