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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인 스 집단 로그램이 비보육교사의 자기수용과 자기조 력에 미치는 효과 검증을 통

해 보육교사의 인간  자질 함양을 한 방안을 모색하기 한 실험연구이다. 연구 상은 G시에 소재한 

N 학의 보육교사 자격 이수과정 학생  참여를 원하는 20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10명씩 무선 

배정 하 다. 인 스 집단 로그램 실시 ·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응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인 스 집단 로그램의 자기수용과 자기조 력에 한 정

인 효과가 규명되어 인 스가 비보육교사의 자기수용과 자기조 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유용한 

매체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 스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인 스 문가와 교육 분야 문가를 양성하는 학교육기 의 교사인성교육 방안 모색을 한 기 자

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 중심어 :∣브레인댄스∣자기수용∣자기조절력∣예비보육교사∣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as experimental research for testing the effects of a brain dance 

group program for cultivating human qualities on pre early childhood care teachers’ self 

acceptance and self control.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0 students in the course for early 

childhood care teacher certificate at N University in G City who consent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nd they were divided randomly into an experimental group n=10) and a control group 

n=10). Data were collected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brain dance group program for 

cultivating human qualities. and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4.0 for Windows 

through paired sample t‐test.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brain dance group program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self acceptance and self control. and this suggests that brain 

dance is a useful tool for enhancing pre early childhood care  teachers’ self‐acceptance and self 

control.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information for tertiary 

education institutions’ development of strategies to raise brain dance experts and educational 

experts who are to develop various education programs using brain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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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과 보육의 수요가 비

례 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보육교사의 능력과 역

할에 한 기 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보육기 에서 

발생되는 유아학 문제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보육교

사의 질  수  향상에 한 사회  요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기 시작하 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해

서는 환경  측면과 인  측면의 근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나 그  인  측면인 교사의 문  자질과 인

간  자질은 무엇보다도 요하게 다 져야한다는 것

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유아의 인  발달은 보육

장에서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육교사의 태도

에 지 한 향을 받기 때문이다. 보육을 유아 자신과 

부모를 한 복지  개입이자 사회와 국가의 미래가 결

정되는 교육  개입으로 이해한다면 보육교사의 태도

는 유아들의 향후 학교생활의 요한 원천이 되고[64], 

나아가 미래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여부를 

결정짓는 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 한 교육을 통하여 건

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

,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

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는 유아보육법 제1조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유아와 장시간 생활하며 유아의 기

본 인 생리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건강을 돌보며 안

을 지켜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학습을 도와주는

[33]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  흐름에 

따라 보육교사의 역할에 한 기  역시 변화되어 간

다. 최근 일하는 여성이 많아지면서 어린이집에서 지내

는 유아들 역시 증가되고 있어 보육교사에게 양육자로

서의 보호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추세이다[20]. 따라서 

보육교사의 문  지식 습득에 앞서 인간  자질에 

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기에 미래의 보육 장에서 유

아의 보육을 책임지고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비보육교사의 인간  자질을 함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한 노력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인간  자질 함양을 해서는 개인이 심신과 주변세

계에 하여 이해하고 자신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책임을 질 수 있는 태도인 자기수용과 외부로

부터 가해지는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규

범에 부응하여 주도하거나 멈출 수 있는 능력인 자기조

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래 사회의 이슈가 되었던 

보육기 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보육교사가 

자신의 심신과 환경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책임 있는 

태도를 갖고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었다면 바람직

한 처 략을 제시함으로써 충분히 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 유아교육분야에서 유아의 조 력 획득을 

교육의 요한 목표로 강조하면서 인지발달과 사회  

계를 한 자기조 력 증진활동을 교육과정 운 에 

포함시키는 등 자기조 력에 한 교육  개입이 이루

어지고 있다[23]. 유아의 자기조 력 증진을 한 교육

 개입활동은 보육교사의 주도하에 운 되기 때문에 

보육교사 개인의 높은 자기조 력 수 이 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고로 보육 장의 인재양성

을 목표로 보육교사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육

장에서는 비보육교사의 자기수용과 자기조 력 향

상을 한 교과 ·비교과  개입을 극 으로 시도하

여야 한다. 그러나 보육교사와 비보육교사를 상으

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로서 자신의 능력에 하

여 얼마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 ‘자기효

능감’ 련 연구[6][15][25][27], 교육활동에 한 교사의 

인식 연구[7][9], 실습 련 연구[5][21][50], 문제행동지

도에 한 어려움[2], 교사역할인식[32]과 같은 교사의 

교육능력과 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이 주

를 이루고 있어 비보육교사의 인간  자질 함양을 

한 자기수용성  자기조 력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

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 스 집단 로그램을 통

하여 비보육교사의 자기수용  자기조 력 향상을 

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상자의 다양한 상황에 맞춰 융통성 있게 개입

할 수 있다는 술매체의 활용 유용성이 알려지면서 매

체를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용하고 있으며 용분

야 역시 치료 로그램에서 교육 로그램까지 여러 분

야로 확 되고 있다. Gilbert에 의해 계발된 인 스

는 술치료의 한 역인 동작·무용치료의 하 역으

로 분류할 수 있다. 인 스는 기존의 동작치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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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 된 동작패턴을 구성하여 감정 , 사회 , 인지

인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추신경계의 재구조

화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결함을 수정 하는 효과가 있

다[61]고 하 다. 따라서 인 스는 IT기기에 근

이 용이해지면서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육체  활동

이 부족한 환경에 있는 비보육교사의 뇌에 산소공

을 하고, 신체와 정신을 통합하며 신경 시스템의 개편

을 도울 수 있는 매체이다[11]. 

무용수 Isadora Duncan에 의한 표 주의 무용의 시

작을 기 으로 무용의 치료  의미가 부각되면서 신체

활동을 매개로 한 로그램의 심리  측면의 효과에 

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 스

와 련한 연구로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의 인

스의 연구동향 분석[11], 교육  의미[14], 등학교 

장의 다양한 환경 조건에 따른 용 방법[38] 등의 연

구가 선행되었으며, 인 스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

로는 채 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스트 스 호

르몬  자율신경계 변화[12], 계량  연구방법과 질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인 스가 유아의 자기조 력

과 자기표 력 증진[8]을 보고한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 

한 창시자인 Gilbert가 제시한 자기수용과 자기조

력에 한 효과검증과 비보육교사와 같은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의 질  수 에 한 사회  요구에 맞

춰 비보육교사의 인간  자질이 함양되어야한다는 

제 하에 반복  인 스 동작패턴이 심리  요인

인 자기수용  인지  요인인 자기조 력 향상에 기여

한다는 Gilbert(2006)의 견해[61]를 근거하여 인

스를 용한 신체활동 개입을 시도하 다. 

인 스와 련한 선행연구를 구체 으로 살펴보

면 김화숙과 신용숙(2006)은 ‘ 인 스의 교육  의

미에 한 연구’에서 인 스가 학습자가 교육활동

의 주체가 되고, 몸과 마음과 정신의 통합 인 활동이

며, 지행일치를 추구할 뿐 아니라 상호작용은 계성을 

향상시키고 자기개발이 가능하다는 을 들어 인

스의 교육  의미를 주장하고 있다[14]. 한 이주연

(2010)은 등학교 장의 다양한 환경 조건에 따라 

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을 제안하 으며[38], 김인

숙(2014)은 인 스를 동작게임놀이치료 심으로 

살펴본 후 인 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의 동

향을 소개하 다[11]. 한편 인 스의 효과를 검증

한 연구로는 김인숙과 안태 (2012)의 인 스가 학

교폭력 피해 청소년의 스트 스 호르몬  자율신경계 

변화에 정 인 변화를 보 다는 연구[12]가 있으며, 

계량  연구방법과 질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인

스가 유아의 자기조 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신체활

동 로그램이라는 김수정(2013)의 연구[8]가 있다. 이

듯 인 스의 창시자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효과 

 자기조 능력을 검증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선행연구의 상 역시 유아와 아동  청소년에 한정되

어 있는 제한 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

스의 심리  효과의 하나인 자기수용을 검증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인 스의 효과로 창시자에 의해 제시된 자기수

용과 자기조 력에 을 두고, 다양한 상의 신체

·심리 ·인지  요인에 모두 정 인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을 근거하여 인 스 집단 로그램이 

비보육교사의 심리  요인인 자기수용  인지  요인

인 자기조 력에 미치는 효과를 측할 수 있었다. 

한 인 스는 8가지 패턴을 모든 연령에 따라 합

한 리듬으로 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몸과 두뇌

를 인식ㆍ통합시켜 으로써 문제 들을 고칠 수 있기

[61]에 비보육교사를 상으로 한 인 스 집단

로그램의 용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 장에서 유아에게 인 

향을 미치게 될 비보육교사의 인간  자질  하나인 

자기수용  자기조 력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보육

의 질을 제고하고자 인 스 동작패턴을 활용한 

로그램을 집단에 용하여 비보육교사의 자기수용 

 자기조 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 다. 이를 바탕

으로 보육분야의 인재양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학교육 문가  인 스의 교육  용 로그램

을 개발하고자 하는 인 스 문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 스 집단 로그램이 비보육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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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 동작 기능
1 호흡하기 뇌세포 탄생, 수지상/축색돌기 형성
2 감촉감각 유대감, 감각통합, 자기수용, 감각과 적절

한 행동
3 중심-말단 세상을 알려고 하는 아기들의 방식
4 머리-꼬리 머리와 어깨근육 강화, 목-허리ㅡ척추 정

렬 발달
5 상체-하체 움직임과 안정감을 통해 신체의 반은형성
6 좌우 몸의 오른쪽, 왼쪽 기능 형성, 수평적 지각

추적 개발
7 교차-측면 수직적 시각추적 개발
8 전정감각 시각추적, 청각, 자기수용 감각, 균형과 조

정능력 개발

자기수용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둘째, 인 스 집단 로그램이 비보육교사의 

자기조 력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Ⅱ. 이론적 논의

1. 브레인댄스
인 스는 Gilbert(2006)가 신체의 움직임과 두뇌

의 발달과 련하여 창안한 마음-정신-육체의 통합  

활동으로 다 지능이론1과 인간 생애 최 의 일년 동안 

추신경계에 이미 로그래  된 동작패턴에 근거를 

두고 있다[61]. 이는 두뇌의 잠재  능력이 최 한 활용 

가능하도록 발달되는 동작으로 ‘호흡 → 감 감각 → 

핵심/말단 → 머리/꼬리 → 상체/하체 → 좌/우 → 측면

/교차 → 정감각’과 련한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인 스 각각의 동작 패턴은 공간, 시간, 힘, 신체, 

움직임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으며 순차 으로 연결되

어 있다. 즉 앞 단계의 패턴은 다음 단계의 패턴에 기

를 제공하는 체 이고 연속 인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의 신체 ·인지  수 에 맞춘 동작으

로 변형하여 활용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즉 상의 

연령과 목 에 맞춰 시간 조   다양한 방법으로 변

형하여 용할 수 있어 인 스가 용범 의  확  

가능성이 무한함을 의미한다. 

인 스의 여덟 가지의 동작패턴을 련 문헌[10]

을 참고하여 구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흡이다. 호흡하기는 뇌가 충분히 기능하게 하는데 필

수 인 동작으로 복부, 횡경막, 폐를 공기로 가득 채운

다는 느낌을 가지고 들숨은 코로, 날숨은 입으로 반복

하여 호흡한다. 둘째, 감 감각이다. 감 감각은 강하게 

쥐기, 가볍게 두드리기, 가볍게 기, 부드럽게 쓸어주

기 등의 동작을 수행함으로써 신의 감각을 자극한다. 

감 감각은 두뇌와 연결되어 있으며 편안함과 안 감

의 원천을 이룬다. 셋째, 심-말단이다. 심-말단은 

1) 다 지능이론 : 인간의 지능은 서로 독립 이고 다른 9가지 유형의 

능력으로 구성된다는 Gadner(1983)가 제시한 지능이론, 9가지 지능

을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자

기이해지능, 인 계지능, 자연친화지능, 실존지능으로 분류하 다.

신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웅크렸다가 몸 심에서 

바깥쪽으로 뻗치기를 하는데 큰 ‘X'자와 작은 ’O‘자가 

되도록 한다. 넷째, 머리-꼬리이다. 머리-꼬리는 머리

와 꼬리에 을 맞춰 후, 좌우로 돌리고 흔들면서 

머리와 꼬리가 함께 는 따로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유

연성을 강조한다. 다섯째, 상체-하체이다. 상체-하체는 

각기 다른 두 부 의 표 력을 높이고, 특정한 목 을 

달성하기 하여 상체와 하체를 분리하여 다양한 동작

을 수행한 후 상체와 하체를 통합한 동작으로 마무리한

다. 여섯째, 좌우이다. 좌우는 몸을 큰 ’X‘를 만든 후 한

쪽을 정지한 상태에서 다른 한쪽을 사용하여 춤을 추면

서 좌우로 움직이는 엄지손가락을 이 따라가게 함으

로써 수평  시각 추 을 개발한다. 일곱째, 교차-측면이

다. 교차-측면은 오른팔과 왼발, 왼팔과 오른발과 같이 

손과 발을 교차하는 동작을 반복하되 앞에서 교차하기, 

뒤에서 교차하기, 깡충깡충 뛰면서 교차하기 등의 동작

을 수행한다. 여덟 번째, 정감각이다. 정감각은 정

기 에 자극을 주는 움직임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도록 흔

들기, 돌기, 기울기, 구르기 등의 동작을 활용하여 자유롭

게 움직인 후 심호흡을 하여 몸의 심을 잡는다. 

이와 같이 구성된 인 스 동작패턴은 학습내용

을 신경망에 내면화하고 공고화하여 신경망을 발달시

키며, 뇌의 작용을 자극할 뿐 아니라 평생 동안의 인지

기능 발달에 기여하기 때문에 신체의 움직임이 두뇌 기

능 증진을 하여 무엇보다도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브레인댄스 동작패턴 및 기능

인 스는 두뇌의 재조직, 회복, 산소공 , 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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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두뇌 워 업, 몸 깨우기, 진정시키기 등을 하여 

사용할 수 있고, 호흡과 신체 으로 감각통합과 자기

수용 감각 개발, 나와 환경과의 계 인식, 신체 ·정신

 안정감으로 자기조 력 발달, 수평 ·수직  시선처

리 발달, 평행감각 증진과 같은 효과가 있다[61]. 즉 

인 스 동작패턴의 주기 인 수행은 두뇌의 모든 부

분이 원활하게 연결되어 감정 , 사회 , 인지 인 균형

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추신경계의 재구조화 과정

으로 기존의 결함을 수정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따

라서 일주일에 3~4회 하는 무용은 치매를 히 지연

시킨다는 Gilbert(2006)의 연구[61]결과와, 움직임은 두

뇌의 성장 진과 더불어 노인의 퇴화를 방한다는 김

유미(2002)의 연구[10]결과에서 따르면 무용이 신체 ·

정신  측면에서 매우 높은 치유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14]. 

2. 자기수용
자기수용은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

되고 있으나 개인이 심신과 주변세계에 하여 이해한 

자신을 있는 그 로 받아들여 인정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태도를 의미한다[40][41]. 즉 자기수용이란 자신의 

약 이나 결함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에게 가치를 부여하며 자신에 해 정 인 태도를 갖

는 것을 말한다[42]. 한편 Gough(1987)는 자기수용을 

체 자기묘사 진술  정 인 진술의 비율로 구할 

수 있다고 하 으며[42][63], Ryff(1989)는 자신과 자신

의 과거 삶에 한 정 인 평가라고 설명하면서 자기

수용이 자기실 , 최 의 기능, 성숙의 특성이자 정신건

강의 핵심 특성이라고 하 다[73]. 이러한 근거로 여러 

학자들[57][73][76]은 자기수용 수 에 따른 인간의 특

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기수용 수 이 높

으면 자신의 좋은 과 나쁜 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

서의 자신을 있는 그 로 인식하며 자신의 삶에 정

인 느낌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수용 정도가 높은 

경우 자기 자신의 가치와 기 에 의하여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에 한 비난이나 칭찬을 객 으로 수

용하며, 자신의 감정, 동기, 능력에 하여 한계를 왜곡

하지 않고 인정하되, 스스로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을 

존 하여 자신에 하여 편안하게 느끼면서 지낸다. 그

러나 자기수용 수 이 낮으면 자신의 좋은 과 나쁜 

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의 자신을 왜곡되게 인식하

여 삶에 부정 인 느낌을 갖는다. 즉 자기수용 정도가 

낮은 경우 자신에 하여 불만족스러워하고, 과거의 삶

을 실망스럽게 평가하며, 자신의 감정, 동기, 능력에 

하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 채 걱정하기 때문에 자기를 

존 하지 못하며 지 과는 다른 자신이 되기를 원한다

[42]. 이러한 자기수용은 자기존재에 한 정 인 평

가라는 측면에서 자아존 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으나 자기수용의 개념은 정 이기만 한 자기

평가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에서 자아존 감의 개념

과 구별된다[53]. 

Rosers는 인간의 자아실  경향을, Maslow는 인간의 

가장 높은 수 의 욕구를 자아실 욕구라고 설명하며 

이상 인 인간상으로 자아실 인을 제시하 다[46]. 그

는 자아실 인의 특성을 효율 으로 실을 지각하고 

자신의 강 과 약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모습을 과장

하거나 숨기지 않는 [47]으로 꼽고 있어 자기수용을 

자아실 인과 같은 성숙한 인간의 특성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Seligman(2011)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에 한 정 인 존재감은 행복의 결정요

소  하나로 인식된다고 하 다[74]. 한 Harter, 

Whitesel과 Cobb(1996)는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우 

억압된 감정, 낮은 자아존 감, 망, 참 자기에 한 낮

은 이해와 같은 부정 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 다[65]. 

Carson과 Langer(2006) 역시 자기수용 능력이 결여되

면 분노, 우울 등의 정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자기수용은 정신건강의 결정요인이라고 하 다[59]. 한

편 Beck(1995)은 자기세상, 미래에 하여 이미 부정

인 추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비합리  사고와 

신념으로 인해 정서  경험을 한다고 주장하며 자기에 

한 핵심 신념에서 정서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주

장한다[58]. 이상의 연구를 비롯하여 국내 선행연구에

서도 자기수용이 주  안녕감의 하 요인  설명력

이 가장 큰 변인임을 밝히고[4], 자기수용을 잘 하는 사

람은 그 정 인 면모를 확장시켜 원만한 인 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며[42], 가족 계를 향상시킨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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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54]. 따라서 자기수용은 개인

의 정 인 삶을 하여 매우 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바, 자기수용의 요

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기수용과 련한 다양한 연구

들은 부모의 자기수용  양육태도[22], 자기이해[51], 

마음챙김[77]을 자기수용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히

고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인 스는 

감정 , 사회 , 인지 인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추신경계의 재구조화 과정으로 기존의 결함을 수정 

가능하게 한다는 특성과 심리  요인인 자기수용 향상 

효과가 있다고 하 기에 다음과 같은 유추가 가능하다. 

첫째, 아동기에 이미 부모와 가정환경의 향에 의해 

형성된 추신경계의 구조는 인 스 동작패턴의 

반복  수행을 통하여 재구조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자기수용은 자기 자신에 한 각성과 자기이해가 

제되어야 하기 때문에[24] 호흡과 신체 움직임으로 

인한 감각통합은 자신의 신체  감정  균형을 통하여 

자기이해를 도와 자기수용 수 을 높일 것이다. 셋째, 

마음챙김을 ‘ 재 경험을 수용 인 태도로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정의[19]하면 인 스는 몸과 마음과 정

신을 조화시키는 통합 인 활동으로 일련의 움직임은 

자신의 신체와 감정을 있는 그 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맥락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인 스의 특성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자기

수용의 다양한 향요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단

하 다. 

3. 자기조절력
자기조 력은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통제가 없는 상

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공동체의 규범에 부응하여 주도

하거나 멈출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68]. 이는 자신에

게 허용된 상황에서 목표달성을 하여 단순한 충동억

제를 넘어 자신의 정서, 행동, 사고의 과정을 조 하는 

능력으로 인간발달에서 매우 요한 요소이다[8]. 자기

조 력에 한 연구는 Kendall과 Wilcox(1979)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그들은 인지  요인을 개인이 심사숙고

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 해결능력, 사려 깊은 계획과 평

가능력이며, 행동  요인은 이러한 인지  요인에 의하

여 선택된 행동을 이행하거나 억제하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67]. 한 Kopp(1989)는 자신의 목표성취를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춘 실행을 하여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검하며,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통제하고 조 하는 능력이라고 하여 인지  요인을 강

조하 다[69]. 한편 국내의 일부 연구자들[35][34]은 자

기조 력을 사회  기술 측면과 인간 스스로가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되는 자신의 심리·행동  문제를 인식하

고, 자기 변화에 한 필요성과 확신을 갖아 이의 실행 

단계를 강조하는 심리  자기조 인 내재  측면으로  

분류하기도 하 다[55].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자기조 력을 자신의 인지

과정을 조 하는 과정[1]으로, 자기조 력이란 개인의 

내 인 요인에 따라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

향으로 조 하는 것[37]이라고 정의하거나, 정서  자

기조 에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인지  

기제가 요하다[48]고 하 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

기조 력은 자신이 행동을 선택하고 자율 이며 융통

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상  인지능력을 필요

로 하는 능력으로 외  행동과 련 있으나 자신의 인

지과정을 조 하는 능력[28]이라고 보고 있어 인지  

개념을 상 개념으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erk(2005)는 자기조 력이 인지  측면과 정서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나 인지  자기조 이 상  개념

으로 정서조 에 선행하는 변인이라고 주장하며, 자기

조 을 인지  측면에서 인지에 따른 지식과 인식을 비

롯하여 인지에 한 통제  조정의 개념으로 인지  

과정에 한 능동  검을 강조하 다[58]. 뿐만 아니

라 박성일(2006)은 인지  유통성이란 흐름을 따라가고 

변화에 응하며 새로운 문제들을 성공 으로 해결하

는 능력이라고 하 다[18]. 이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정

의를 살펴본바 자기조 력은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이

루기 하여 이를 방해하는 자신의 감정, 정서, 행동, 환

경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단하여 자발 인 수용 는 

억제가 가능한 인지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

는 자기조 력을 인지  요인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이 정의된 자기조 력은 개인이 스스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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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사고와 정서  행동을 사회에서 인정하는 바람직

한 방향으로 히 조 하고 통제하는 능력[52]으로 

선천 인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 개인의 기질이 발

되거나 외부에 의해 수용된 규칙, 사회  요구 등이 

내재화되어 가면서 발달한다[79]. 자기조 력과 련한 

선행연구들은 자기조 력이 높은 경우 래에 비해 유

능하고 자신감이 있으며 자신을 신뢰하고 스트 스에 

잘 응하는 건강한 삶을 경험한다[71]고 하 다. 

반면 Gottfredson과 Hirschi(1990)은 자기조 력에는 

자신의 행동이 장기 으로 가져올 부정 인 결과를 고

려하는 능력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능력이 낮은 경우는 

자신이 지르는 험한 행동의 결과를 근시안 으로 

보기 때문에 비행행동이 증가한다고 보았다[62]. 한 

Dodge(1991)는 자기조 력이 낮으면 인 계에서 발

생하는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 으며[60], 

학생을 상으로 한 Haynie 등(2001)의 연구에서는 괴

롭힘의 가해학생들의 자기조 력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고 하 다[63]. 

이를 비롯하여 ADHD 학생을 상으로 괴롭힘의 가

해자가 되는 심리  경로를 탐색한 Unnever와 

Cornell(2003)은 가해자가 보이는 주의력 부족이나 과

잉행동성향과 같은 일반 인 변인과 비교한 후 향력

이 가장 큰 변인이 자기조 력[78]이라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윤 신(2007)은 자기조 력과 스트 스  행

동문제에 한 유의미한 향력이 있다[30]고 하 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인간은 자기조 력을 통해 원만

한 인 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기능 인 사

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52] 자기조 력 

향상을 한 지원방안이 구체 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임을 알 수 있다.

이 듯 자기조 력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자기조

력에 한 험요인의 부정 인 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더 강하게 만드는 보호요인을 찾는 방향으로 

연구의 방향이 환 되고 있다[29]. 따라서 근래 이루어

지고 있는 연구에서 자기조 력에 향을 주는 변인  

내 변인은 연령, 인지능력, 사회·정서능력, 기질, 성별 

등을 비롯하여 외  변인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사회·경제  수  등을 꼽고 있으나 최근 다양한 매체

를 활용한 로그램 개입으로 자기조 력 향상을 돕고

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개입 로그램에서는 

음악[49][13], 미술[16][45], 술치료[36], 문학[16][17], 

무용/동작[31][44], 웹 기반 교수-학습시스템[56] 등 다

양한 매체가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인 스 로그램을 용한 연구에서는 생

후 일 년 동안 앙신경계의 망을 자극하여 두뇌의 잠

재능력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는 동작패턴을 기본[14]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련의 동작패턴을 반복 이고 

지속 으로 수행할 경우 지각처리와 추신경계를 더

욱 발 시켜 자기수용  자기조 력의 개선효과가 있

다[61]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보고는 

인 스와 다른 무용/동작치료와의 차별성을 의미하

는 것으로 인 스 로그램을 용한 본 연구의 시

도가 의미 있는 연구임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비보육교사를 상으로 한 인 스 

집단 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한 사 -사후 실험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상은 G시에 소재하는 N 학교의 사회복

지학과  유아교육과에 재학  보육교사 자격 이수과

정 학생인 비보육교사 20명이다. 연구 상 집단의 동

질성을 분석한 결과, 자기수용(p=.995)과 자기조 력

(p=.583)이 각각 기각되었다. 

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

으로 두 집단을 상으로 한 사 -사후 실험연구를 진

행할 수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집단의 동질성 분석결과
요인　 집단 M SD t p　

자기수용 실험집단 1.90 .745 -2.144 .995통제집단 2.58 .683 
자기
조절력

실험집단 2.70 .654 -.020 .583통제집단 2.70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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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 2 공통성 신뢰계수 사후 1 2 공통성 신뢰계수
자기수용10 .909 .043 .828

.805

자기조절1 .916 .092 .847

.897
자기수용3 .884 -.162 .808 자기조절6 .892 -.233 .851
자기수용7 .878 -.020 .771 자기조절3 .887 .043 .788
자기수용6 .872 .190 .796 자기조절8 .785 -.110 .629
자기수용1 .619 .085 .590 자기조절4 .755 .086 .577
자기조절8 -.195 .840 .744

.890

자기수용17 -.013 .859 .738

.811
자기조절4 .095 .788 .630 자기수용16 .195 .813 .699
자기조절6 .156 .785 .640 자기수용7 -.146 .811 .678
자기조절3 -.144 .728 .551 자기수용20 .101 .794 .641
자기조절2 .341 .638 .523 자기수용1 -.160 .526 .502
고유값 3.729 2.952 KMO=.863

x2=100.675
df=43(p=.000)

고유값 3.703 3.048 KMO=.815
x2=117.089

df=45(p=.000)
분산 37.294 29.522 분산 37.027 30.479

누적분산　 37.294 66.816 누적분산　 37.027 67.507

표 3.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3. 연구도구
3.1 자기수용
자기수용 측정을 한 설문지는 Philips(1951)가 개발

한 자아수용 척도[72]를 손인환(1987]이 단일요인으로 

번안·구성한 자기수용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

완하 다[72]. 한 개인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 로 만족

스럽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자기수용

은[70] ‘내 친구들에 비해 나는 모든 것이 모자라는 사

람이라고 생각한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10문항으로 

측정하 다. 본 연구도구의 수는 ‘매우 그 지 않다’

를 1 , ‘보통이다’를 3 ,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5  Likert 형식의 등간척도이다. 수는 높을수록 자기

수용의 수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2 자기조절력
자기조 력 측정을 한 설문지는 Schwarzer, Diehl

과 Schmiz(2007)가 개발[75]하고 이 주와 신종호

(2009)가 번안한 단일요인 자기조  척도[39]를 본 연구

에 맞게 수정·보완하 다. 외부의 통제가 없는 상태에

서 규범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자

기조 력[68]은 ‘필요하다면 나는 오랫동안 한 가지 일

에 집 할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10문항으로 

측정하 다. 본 연구도구의 수는‘매우 그 지 않다’를 

1 , ‘보통이다’를 3 , ‘매우 그 다’를 5 으로 하는 5

 Likert 형식의 등간척도를 사용하 다. 수가 높을

수록 자기조 력의 수 이 높음을 의미한다. 

3.3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지의 각 항목에 한 안정

성, 일 성, 측가능성을 알아보기 하여 CronBach’s 

α값을 신뢰계수로 사용하여 내  일 성에 의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 다. 사 검증은 KMO=.863, 

x
2=100.675, df=43(p=.000)이고, 자기수용 신뢰계수는 

.805, 자기조 력 신뢰계수는 .890으로 나타났다. 사후

검증은 KMO=.815, x
2=117.089, df=45(p=.000)이고, 자

기수용 신뢰계수는 .897, 자기조 력 신뢰계수는 .811으

로 나타났다. 한 본 연구에서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

증하기 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는데, 그  

직각회 기법인 베리맥스(Varimax) 기법을 사용하

다. 각 요인을 추출하기 해 요인분석의 KMO Bartlett

의 검정을 하 다. 요인분석을 통해 고유값의 허용치인 

1.0 이상이고, 요인 재량이 .500이상인 것을 활용하

다. 분석결과 각각 5개 문항이 제거된 후에 자기수용과 

자기조 력 2개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탐색  요인분

석의 기 치를 모두 허용 되어 본 설문응답에 한 결

과가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모두 확보되었다고 단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4. 연구절차 
2015년 3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4일간 사회복지학

과와 유아교육과의 지도교수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설

명하고 조를 요청하 다. 본 연구의 로그램 참여를 

희망하고, 인 스 참여 경험이 없는 여학생을 상

으로 실험집단 10명, 통제집단 10명으로 총 20명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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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회기 주제 목표 내용  활동 비고

초기
단계

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목적 이해
 참여 동기부여

- 브레인댄스 소개
- 프로그램의 목적과 전체구성 안내
- 집단의 약속 정하기
- 브레인댄스 기본패턴 8가지 동작 배우기

사전
검사

2 나는 
000랍니다

 친밀감 형성 
 자기탐색 및 소개

- 브레인댄스 기본패턴 연속동작으로 신체 깨우기
- 몸으로 자기이름 알리기
- 신체의 각 부분을 이용하여 인사하기
  ·공간(좁음/넓음), 시간(빠름/느림) 등의 컨셉에 맞춰 브레인댄스 8패

턴 동작을 활용하여 자기표현하기.
- 활용도구: 공, 스카프, 테이프

중기
단계

3 따라쟁이놀이  자기수용향상
 자기조절력증진

- 브레인댄스 기본패턴 연속동작으로 신체 깨우기
- 거울기법: 리드하며 신체인식하기
  ·신체(머리/목/팔/가슴) 컨셉에 맞춰 브레인댄스 8패턴 동작을 활용

한 상대방의 행동을 거울을 보며 따라하기.
- 활용도구: 공, 스카프, 테이프, 에그쉐이크

4 로봇 체험장  자기수용향상
 자기조절력증진

- 브레인댄스 기본패턴 연속동작으로 신체 깨우기
- 로봇 되어보기: 감정을 신체로 표현·조절하기, 타인과 관계형성하기 
  ·상대방의 언어적 지시에 따라 순응하는 로봇과 같이 신체(발/골반/다

리, 힘(날카로움/부드러움) 컨셉에 맞춰 브레인댄스 8패턴 동작을 활
용하여 움직이기.

- 활용도구: 공, 스카프, 테이프, 에그쉐이크

5 춤추는 인형  자기수용향상
 자기조절력증진

- 브레인댄스 기본패턴 연속동작으로 신체 깨우기
- 스카프의 움직임에 따라 신체 움직이기
  ·공간(좁음/넓음, 높음/낮음, 열림/닫힘), 시간(빠름/느림, 연속/단절) 

컨셉에 맞춰 브레인댄스 8패턴 동작을 포함한 ‘인형의 춤’ 창안하
기. 

- 활용도구: 공, 스카프, 테이프, 에그쉐이크

6 내 몸은 
멋진 악기

 자기수용향상
 자기조절력증진

- 브레인댄스 기본패턴 연속동작으로 신체 깨우기
- 악보의 색과 신체부분 짝지어 멜로디 연주하기
  ·힘(날카로움/부드러움, 강함/ 약함), 시간(빠름/느림,김/짧음), 공간

(좁음/넓음, 높음/낮음) 컨셉에 맞춘 악보를 보며 브레인댄스 8패턴 
동작을 활용하여 몸악기 연주하기

- 활용도구: 공, 스카프, 테이프, 에그쉐이크

7 소풍가는 날  자기수용향상
 자기조절력증진

- 브레인댄스 기본패턴 연속동작으로 신체 깨우기
- 다양한 신체 움직임으로 경로 따라가기
  ·신체(곡선/수직/지그재그), 공간(좁음/넓음, 높음/낮음), 시간(빠름/

느림) 컨셉에 맞춰 브레인댄스 8패턴 동작을 활용하여 소풍가는 날
의 감정표현하기. 

- 활용도구: 공, 스카프, 테이프, 에그쉐이크

후기
단계

8 우리는 하나!  자기수용 인식
 자기조절력 알아차림

- 브레인댄스 기본 패턴으로 신체 깨우기- 협동화그리기
- 협동화를 신체로 표현하기
  ·힘(날카로움/부드러움, 강함/ 약함), 시간(빠름/느림, 김/짧음), 공간

(좁음/넓음, 높음/낮음) 컨셉에 맞춰 브레인댄스 8패턴 동작을 활용
하여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는 동작연출하기. 

- 활용도구: 공, 스카프, 테이프, 에그쉐이크

9 손에  손잡고  자기수용 인식
 자기조절력 알아차림

- 브레인댄스 기본 패턴으로 신체 깨우기
- 포크댄스를 배우며 공동체 인식하기
  ·힘(날카로움/부드러움, 강함/ 약함), 시간(빠름/느림,김/짧음), 공간

(좁음/넓음, 높음/낮음) 중 2개 이상동작 연결하기 컨셉에 맞춰 브레
인댄스 8패턴 동작을 활용하여 손을 잡고 포크댄스하기.

- 활용도구: 공, 스카프, 테이프, 에그쉐이크

10 프로그램을 
마치며

 집단 속의 나를 
이해하기

-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 다양한 컨셉에  맞춰 브레인댄스 8패턴 동작을 활용하여 자기변화 표
현하기

- 프로그램 소감 나누기
- 프로그램 효과 알아보기

사후
조사

표 4. 브레인댄스 집단프로그램 내용 구성

선 배정하 다. 인 스 집단 로그램을 실시하기 

에 사 검사를, 인 스 집단 로그램 10회를 실

시한 후에 사후검사를 하 다. 본 연구를 한 로그

램은 2015년 4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10회기에 걸

쳐 실험집단에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는 총 20부로 연구자가 직  상자에게 연구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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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후 집단 로그램 시작 에 배부하여 자가 기

입하게 한 후 회수하 으며, 사후조사는 집단 로그램 

종료 후에 실시하 다. 

5. 브레인댄스 집단프로그램의 내용 구성 
본 집단 로그램은 생애 최  1년 동안 신경망을 개

발시켜 두뇌의 잠재능력을 최 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실

행하는 발달동작패턴을 근거하여 개발된 인 스의 

원리  패턴을 바탕으로 2인의 본 연구자와 1인의 

인 스 문가가 국내외 문헌  선행연구[8][14][36]

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수정·보완하여 구성하

다. 본 로그램은 인 스 8단계 즉 ‘호흡 → 감

감각 → 핵심/말단 → 머리/꼬리 → 상체/하체 → 좌/우 

→ 측면/교차 → 정감각’과 련한 동작은 인

스 개념에 포함되는 공간, 시간, 힘, 신체, 움직임을 응

용하여 구성한 후 그 내용과 구성의 타당도를 확보하고

자 집단 로그램 개발  운 경험이 있는 교육학 공 

교수 1명, 상담 공 교수 1명, 사회복지학 공교수 1명, 

인 스 문가 1명 등 총 4명의 검증을 거쳤다. 이

를 하여 5  Likert척도(1:  합하지 않음, 5: 매

우 합함)상에서 내용타당도 평정법(Content Validity 

Index: CVI)으로 산출하 다. 

평가 수의 합은 179, 체 수의 합은 200, 내용타

당도는 CVI=179/200=90로 본 로그램 내용 구성이 

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 본 연구자들은 집단

로그램을 진행 할 인 스 문가와 로그램의 

장 용에 따른 성을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한 인 스 집단 로그램은  2015년 4월 2일부터 6

월 4까지 주 1회 매주 목요일 5~6교시  90분간 총 10

회기 진행되었다. 

인 스 집단 로그램은 기, 기, 후기 3단계

로 나 어 구성되었다. 1회기와 2회기는 기단계로 사

조사를 실시한 후 신뢰감 형성을 하여 집단 로그

램 목표  내용 소개, 자기이름 말하기, 집단구성원 간

의 인사나 기가 포함되었다. 3회기 ∼ 7회기는 기단

계로 자기수용  자기조 력 향상을 도모코자 인

스 8패턴을 근거하여 해당 회기의 목표에 합당한 내

용이 포함되었다. 8회기 ∼ 10회기는 후기단계로 자기

변화 알아차림을 하여 신체로 동화 만들기, 트

와의 호흡을 맞춰 포크 스의 일부동작 변형하기, 집단

로그램 소감 나 기, 사후조사가 포함되었다. 각 회기

는 인사하기, 인 스 기본패턴 8단계의 웜업, 개념

탐구, 기술개발, 창조하기, 마무리, 나눔 단계로 진행하

다. 인 스 집단 로그램의 구체 인 내용구성

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for Windows 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하여 Cronbach Alpha 계수를 산

출하 다. 둘째, 탐색  요인분석으로 요인의 합성을 

검증하 다. 넷째, 인 스 집단 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인 스 집단 로그램에 참여한 

비보육교사의 자기수용과 자기조 력 수의 평균에 

한 기술통계분석과 응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Ⅳ. 연구결과

인 스 집단 로그램이 비보육교사의 자기수

용  자기조 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본 

연구문제에 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브레인댄스 집단프로그램이 예비보육교사의 자
기수용에 미치는 효과

인 스 집단 로그램이 비보육교사의 자기수

용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자기수용 검사 결

과에 따른 집단 간 사  ·사후 수의 평균과 표 편차

에 해 응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 인 스 집단 로그램의 용 유무에 

따른 자기수용에 해 통제집단에서는 사 검사

(M=2.58, SD=.683)와 사후검사(M=2.02, SD=.525)는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3.340, p>.0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험집단에서는 사 검사(M=1.90, 

SD=.745)와 사후검사(M=1.94, SD=.864)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509, 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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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집단 M SD
응차

df paired-t
m sd

자기수용
실험집단

사전 1.90 .745
-.04 .279 9 -.509*

사후 1.94 .864

통제집단
사전 2.58 .683 

.56 .524 10 3.340
사후 2.02 .525

* p<.05

표 5. 브레인댄스 집단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자기수용의 차이

변인 집단 M SD
응차

df paired-t
m sd

자기조절력
실험집단

사전 2.70 .654
-.67 .945 9 -2.225**

사후 3.36 .488

통제집단
사전 2.70 .403

-1.04 .824 10 -4.191
사후 3.75 .733

** p<.01

표 6. 브레인댄스 집단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의 자기조절력의 차이

다. 이는 인 스 집단 로그램이 비보육교사의 

자기수용 수 을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5]과 같다.

2. 브레인댄스 집단프로그램이 예비보육교사의 자
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인 스 집단 로그램이 비보육교사의 자기조

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자기조 력 검

사 결과에 따른 집단 간 사  · 사후 수의 평균과 표

편차에 해 응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분석결과 인 스 집단 로그램의 용 유무에 

따른 자기조 력에 해 통제집단에서는 사 검사

(M=2.70, SD=.403)와 사후검사(M=3.75, SD=.733)는 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4.191, p>.05)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실험집단에서는 사 검사(M=2.70, 

SD=.654)와 사후검사(M=3.36, SD=.488)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t=-2.225,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인 스 집단 로그램이 비보육교사의 

자기조 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

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비보육교사의 인간  자질함양을 하

여 인 스 집단 로그램을 용에 따른 자기수용 

 자기조 력에 한 효과를 규명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하여 실험연구방법에 따른 연구모형을 설정하

다. 연구 상은 G시에 소재하는 N 학교의 보육 

련 학과인 사회복지학과와 유아교육과 교수들을 통하

여 본 인 스 집단 로그램에 한 취지를 설명하

고 조를 요청한 후 본 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비

보육교사 20명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 10명씩 무

선 배정하 다. 인 스 집단 로그램을 실시하기 

에 사 검사를, 인 스 집단 로그램 10회를 실

시한 후에 사후검사를 하여 수집된 자료는 SPSS 14.0 

for Windows 로그램을 사용하여 응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 스 집단

로그램의 자기수용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의 사 검사 수와 사후검사 수를 분

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자기수용(t=-.509, p<.05)은 통제

집단의 자기수용(t=3.340, p>.05))에 비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 스 집단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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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보육교사의 자기수용 수 을 향상시키는데 효

과 임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 스가 

호흡과 신체 으로 감각통합과 자기수용 감각 개발

에 효과가 있다는 Gilbert(2006)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61]. 이는 신체의 각 부분을 이용하고, 거울기법을 활

용하여 트 와의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동화를 신

체로 표 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인 스 동작

패턴의 반복  수행을 통하여 신체기능 정도에 따른 동

작 수행정도를 알아차리고, 동작수행이나 집단 구성원

과의 상호작용 과정은 자신의 정서를 감지 할 수 있도

록 도와 자기수용에 정 인 효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인 스를 개발한 Gilbert에 의

해 자기수용에 한 인 스 효과가 제시된 바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

정에서 인 스 집단 로그램을 활용하여 비보육

교사의 자기수용 향상 효과를 확인하 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기수용을 보다 직 인 자기치유와 련된 심리

인 응기제로 간주한다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타인

의 부정 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존재 자체로서

의 가치를 인정하고 조건 없이 받아들인다는 수용의 

이 치료 로그램 개발에 반 되어야 한다는 기채

(2008)의 제안에 따라 자기수용 향상 효과가 검증된 

인 스 로그램 인활용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3].

둘째, 인 스 집단 로그램의 자기조 력 효과

를 알아보기 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 검사 

수와 사후검사 수를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의 자기

조 력(t=-2.225, p<.01)은 통제집단의 자기조 력

(t=-4.191, p>.05)에 비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인 스 집단 로그램이 비보육교사의 

자기조 력 향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Gilbert(2006)가 제시한 인 스의 자기조

력 향상 효과를 증명하 고[61], 계량  연구방법과 질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인 스가 유아의 자기조

력과 자기표 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로그램이라

고 밝힌 선행연구 김수정 등(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8]. 이는 인 스 집단 로그램을 통한 피

드백을 주고받기와 집단규칙 지키기가 요구되는 집단 

활동을 비롯하여 상 방을 그 로 따라해야하는 ‘거울

기법’, 상 방의 지시에 순응해야하는 로 체험, 자신의 

통제와 타인의 수용을 기반으로 집단 구성원이 함께 

력하여 표 하는 ‘우리는 하나’와 ‘손에 손잡고’와 같은 

신체활동은 비보육교사의 자기조 력을 향상시키는

데 정 인 효과를 미쳤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주

로 유아, 폭력 피해 청소년을 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달리 후기 청소년기에 있는 비보육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인 스 용범 의 무한한 확  가

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 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비보

육교사의 자기수용  자기조 력 향상을 도모하기 

하여 인 스를 매체로 활용한 실험  기 연구

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인 스의 8가지 동작패턴을 

용한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 용한 연구가 이어져

야 할 것이다. 이로써 기존의 타 동작/무용과 차별화 된 

두뇌 활동과 신경계의 재구조화를 강조하는 인

스의 활성화를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육

장에서 비교과과정으로 운 된 본 연구에서 진일보

하여 교양교과과정의 도입을 제안한다. 유아의 보육을 

책임지게 될 비보육교사 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군에

서 요구되는 직업인으로서의 인간  자질인 자기수용

과 자기조 력 향상을 하여 신체  활동이 수반되는 

인 스라는 매체 활용은 IT기기에 익숙한 학생

들에게 참신하게 받아들여 질 것 이다. 따라서 학교

육 계자의 인 스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과과정

개설  교실 확보를 한 노력을 구한다. 가령 학

의 의지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산 확보

와 실행 능력이 갖추어진다면 학에서 추구하는 인재

양성을 한 새로운 안  교수법으로 용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을 극 으

로 도울 수 있는 인 스 련 회  단체의 역량

이 요구된다. 즉 행정  측면과 교육  측면에서 문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인 스의 의

미와 기능, 효과 홍보를 한 실천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효율 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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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양성을 한 엄격한 자격 리 메뉴얼과 인

스 련 서나 번역서 출   학술활동, 이론  지식

을 바탕으로 한 실천기술을 갖춘 문가로서의 질  향

상을 한 교육과정 리가 이루어진다면 아직 도입단

계에 있는 인 스의 발 을 기 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G시에 소재한 N 학의 

비보육교사를 실험집단 10명, 통제집단 10명을 상으

로 한 사 ·사후 실험연구로서 실험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여 모든 비보육

교사의 자기수용, 자기조 력에 한 결과로 일반화하

기에는 무리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비보육교사를 상으로 한 포 인 표본표집과 사

·사후에 이어 추수조사까지 실시한 인 스의 효

과 검증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 인 스의 발

과 더불어 본 연구가 확 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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