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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사회통합을 해 재능기부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용 공자들을 심

으로 재능기부 로그램에 한 교육과정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문헌연구에서 밝 진 핵심요소들은 교육

과정의 내용으로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로그램은 미용재능을 가진 분들이 재능기부를 더욱 확 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융합을 한 본 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재능기부의 목표, 교수·학습방법, 평가항목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교육 로그램은 재능기부의 이해 역과 피부미용의 테크닉 역으로 나 어 제시하 다.

• 주제어 : 피부미용, 발마사지, 사 로그램, 재능기부, 자원 사활동

Abstract   In recent years, various activities have been carried out in terms of talent donation for 

community together. This study suggests curriculum model about talent donation program centered on 

beauty majors. The key elements revealed in previous literature studies were used as educational contents 

of this study. The program presen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expand talent donations by beauty talent. 

The curriculum of the program for community together consisted of talent donation goal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evaluation items. This training program is divided into understanding area of talent 

donation and technique area of skin 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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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 들어 경제  성장으로 사회가 복잡‧다단

해지면서 통합과 융합을 요구하는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성숙한 사회로의 진입

을 한 이슈로 재능기부의 요성이 크게 두되고 있

다. 재능기부는 다양한 유형과 방법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의 패러다임이다. 재능기부는 

기존의 물질기부와는 달리 인 재능을 기부한다는 에

서 기부의 역과 범 를 넓혔고, 기부에 한 들의 

심 한 증가시켰다. 특히 사회약자나 소외계층을 끌

어안고 공동상생의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사회통합과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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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한 재능기부활동의 요성이 강조되면서, 의료, 

보건, 건강 련분야, 문화․ 술 련분야, 소득층․사

회복지분야, 멘토링, 상담, 교육결연분야, 체육, 기능, 기

술 련 분야 등 각 분야에서 재능기부가 다양한 형태로 

확 되고 있다. 재능기부와 나눔활동은 궁극 으로 지역

주민간의 화합을 한 정서  도구로 작용하기에 이제는 

보다 효과 이면서 효율 인 련 로그램에 한 요구

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 으로 재능기부활동에 필요한 교육 로그램은 

활동의 효과성과 매우 한 련이 있다. 특히 재능기

부활동을 한 사 교육 로그램은 활동에 필요한 정보

와 기술을 습득  하고, 재능기부자로서의 태도  가치

 등을 정립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개인  성장에

도 도움이 된다. 재능기부의 사 교육과 같은 맥락에서 

사학습(service-learning)은 학생들이 타인이나 지역사

회를 돕는 경험을 통해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실

제 사와 학교교육과정을 연계하여 구성하는 교육 로

그램이다. 이 듯 재능기부 로그램은 로그램을 통해 

재능기부활동에 한 인식제고와 재능기부에 한 심

을 유발시키고 동기부여를 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능기부의 로그램

들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의 

의료 사 로그램개발, 자원 사 교육 로그램이 사

활동도움에 한 연구, 해외교육 사를 한 미술  디

자인 로그램개발연구, 청소년 자원 사활동의 로그

램 활성화에 한 연구, 학교 사회 사 로그램 운

과정에 한 질  사례연구, 학 자원 사 로그램 

황분석과 분류체계제안,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고교생 

과학재능기부 로그램, 청소년 자원 사 로그램 운

방안, 학자원 사활동 로그램 운 과정연구, 사학

습 로그램개발  효과연구, 음악 학 교과목과 연계

한 사학습 로그램 교안연구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로그램개발에 한 연구와 로그램 황  효과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반면, 피부미용 공분야의 재

능기부를 한 특성화된 로그램개발은 아직 미흡한 실

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 하듯 재 이루어지고 있는 

피부미용 재능기부는 단순한 기술지원이 부분이고 사

교육이나 체계 인 로그램개발은 부족한 경우가 

지 않다. 

따라서 피부미용 공 역과 연계된 효과 인 재능기

부 교육 로그램개발에 한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련하여 Choe·Kim[1]의 연구에서도 재능기부활성

화를 해서는 뷰티 공 련 재능기부 로그램이 필요

하다고 언 하고 있다. 이제는 피부미용분야에서도 효율

으로 활용되고 재능기부가 확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 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하는 시 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피부미용 공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재능을 통하여 수혜자들과 함께 융합할 수 있

는 재능기부의 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재능기부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

재능기부활동(talent donation activities)은 기부, 

노력 사와 함께 사회공헌방법의 하나로써 개인, 기업, 

단체가 습득한 재능을 타인 는 다른 기업, 단체에 기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재능기부활동은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기부 형태의 하나이다. Lee(2015) 

[2]는 재능기부(talent donation)는 한국자원 사 의회

가 미국, 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 기술기반자원 사

(skill based volunteering), 로보노(pro-bono) 등을 통

하여 문  사활동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0

년 재능나눔사업을 회의 주력사업으로 설정하고 “재능

을 나눕시다.”라는 캠페인을 시작함으로써 본격화되고 

공식화된 개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재능기부는 기부를 

통해 자기계발, 자기성찰, 수혜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 기부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는 가치가 

증 되는  하나의 경험학습이다[3.] 따라서 재능기부의 

활성화는 사회통합을 해 반드시 필요하며, 재능기부를 

효과 으로 수행하기 한 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이

와 련하여 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제시한 연구들을 

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재능기부 로그램에 한 연구는 크게 로그램개발 

 효과(평가), 그리고 로그램제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로그램개발  효과(평가)에 한 선행연구를 

보면 사학습 로그램이 학생들의 친사회  행동, 학

습동기, 이타성, 정서지능, 장애에 한 태도, 학습동기에 

미치는 향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으며, 이로써 사학습 로그램이 실제 으로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4]. Kim[5]의 연구에서는 자원 사 

로그램의 참여자가 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자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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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cedures for Volunteer Activities
Phase Process Main Content

Preparation
Phase

Create a Volunteer Activity List
·Subject Survey of Volunteer Activity
·Content selection of Volunteer Activity
·Requesting Cooperation from the Volunteer Target Organization

Volunteer Activity Planning
·Set Goals
·Volunteer Activity Planning
·Evaluation Planning

Conduct Orientation
·Orientation for College Student Leader 
·Orientation for College Student  

Execution
Phase

Conduct on-site Training
·Explanation of Field Situation
·Activity Notice

Practice Volunteer Activities
·Distributing Roles
·Volunteer Activities

Guidance and Supervision 
of Volunteer Activities

·Volunteer Process Guidance and Supervision 
·Measures against Unexpected Situations

Reflection
Phase

Record and Maintain 
of Volunteer Activities

·Record of Volunteer Activities
·Record of Volunteer Activities Results

Reflections and Discussions ·Discussion on Volunteer Activities Results

Recognition, Reward,
Encouragement

·Recognition, Reward, Encouragement about Activities Results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1st Curriculum Volunteer Activity Model

자원 사활동에 극 으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체계 인 로그램을 통해 참여자가 재능기

부활동을 개할 때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Kim·Kim[6]은 학의 사 로그램 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기 한 연구에서 사의 

지속성을 해서는 사에 한 교육  훈련이 제 로 

이 지지 않고서는 학의 사회 사 활성화를 기 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Cho[7]의 연구에서는 학의 자원 사활동 로그램 

운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과 특징을 심층 으로 분석

하 는데, 학생들의 공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 로그

램개발을 통해 보다 문 이고 지속 인 참여활동형태

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 한편, Nam[8]의 연구

에서는 청소년을 상으로 자원 사 교육 로그램을 계

획  실시하고, 로그램 실시 후 효과성을 검증하 다. 

그 결과 로그램으로 교육받은 실험집단의 이타  동기 

 사회  책임성, 지역사회의 이해와 심, 문제해결능

력, 인 계는 실시 ·후 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Lee[9]는 사회학습 로그램은 사활동이 학습과 

유기 으로 연계되어 사 에 철 하게 의도 으로 계획

되고, 용해서 실천의 장(場)으로 활용한다면 학습자의 

이해와 민주시민성 함양에 정 인 향을 미치며 효과

인 수업설계 략과도 연계된다고 보았다.

둘째, 재능기부 로그램개발(운 /제안)에 한 선행

연구로써, 해외교육 사를 한 미술  디자인 로그

램개발 연구[10]에서는 미술  디자인을 통해 체계화된 

사 로그램이 확산· 수됨으로써 미래지향 인 사

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Shin[11]은 그의 연구에서 음악

공 학생들에게 용할 수 있는 로그램설계는 사회

성 발달  소외된 이웃에게 문화 술향수의 기회를 주

어 문화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학습 로그램이라

고 설명하 다. Mun·Choe[12]는 자원 사와 교육 사, 

재능기부, 재능기부 포트폴리오에 한 목 과 필요성, 

운 방법 등을 포함한 교육 사과정을 운 함으로써 교

육의 질  발 이 가능할 것이라 보았다. An[13]은 미술

교육의 에서 사학습을 연계한 로그램을 제시하

고 실제학습에 연결시킴으로써 인성을 갖춘 창의 인 사

람, 시민정신과 공동체에 한 책임감을 지닌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언 하 다. 

Joo[14]는 체육 공과 련하여 체육멘토링 사 로

그램의 용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주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로그램으로, 참여 찰, 연

구일지, 사진 등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 하 다. Lee·Cho·Kim· 

Jeong[15]은 학의 자원 사 로그램을 체계 으로 분

류하 다. 1차는 학자원 사활동을 주 하는 단체에 

따른 분류, 2차는 사  장려정책에 따른 분류, 3차는 

국내와 사에 따른 사지역에 따른 분류, 4차는 교육·

문화·보건·의료 등의 사성격에 따라 체계로 분류하

다. 이는 좀 더 조직 이고 체계 인 로그램운 과 개

발에 도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an[16]

은 그의 연구에서 청소년의 자원 사활동을 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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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gram Development and Operation Process

해서는 청소년들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문

이고 효과 인 교육훈련 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와 같이 교육학, 

음악계, 체육계, 미술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각 공별 

특성에 맞게 재능기부활동 로그램을 제안하여 재능기

부 로그램의 필요성에 역설하고 있다. 

2.2 재능기부의 일반적 절차

일반 으로 자원 사는 비, 실행, 반성의 단계로 구

분하여 진행하는데 사활동의 운 모형의 구체 인 내

용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는 재능기부 로그램을 제시한 것을 목 으

로 하고 있는 바, 로그램 개발  운 과정은 [Fig. 1]

과 같다. 첫째, 재능기부의의 필요성을 탐색함으로써 기

본방향  연구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선행 연구에 한 

고찰을 통해 내용분석, 사 조사를 통해 로그램의 요

구도를 분석한다. 셋째, 로그램 구성목 과 목표, 교수

내용, 학습방법, 평가 역, 주요내용 등을 바탕으로 로

그램을 개발한다. 넷째, 로그램을 실시하고 보완 을 

탐색하여 수정·보완한다. 다섯째, 재능기부자의 기능향상

을 해 교육(재교육)을 실시한다.

여섯째, 재능기부의 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로 부

터 로그램에 한 평가의견을 수집하여 분석·반 하여 

성과를 평가한다. 일곱째, 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로

부터 로그램에 한 재능기부 참여확 를 한 방안을 

의견을 수집하여 알아보고 재능기부의 방향성과 보다 많

은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이해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

도록 홍보에 반 한다. 재능기부의 일반 인 차는 이

와 같이 진행된다. 그  본 연구는 재능기부를 실시하는 

로그램개발에 을 맞추어 서술하고자 한다.

2.3 재능기부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실제

2.3.1 재능기부 스킬중심 프로그램 모델

재능기부의 구성요소들을 악하여 스킬 심의 로

그램에 용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한 교육과정 모델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

과정모델은 교육의 성격,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에 한 내용으로 나 어지는 일반 인 교육

과정에 기 하여 구성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교육

과정모델의 목표는 피부미용 공자들의 재능기부를 활

성화할 수 있는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

다. 특히, 기술에 한 처능력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며, 사회 상과 문제에 한 인식능력 

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로그램교육의 내용은 재능기부의 하나로 

발마사지를 심으로 ‘교육성격’, ‘교육목표’, ‘ 역별 내

용’, ‘교수·학습방법’, ‘평가’의 체계로 구성하여 개발하

다. 재능기부 이해 역은 Jang·Kwak[17]의 연구와 

Song[18]의 연구결과를 활용하 다.

1) 성격

발 리는 건강과 련된 것으로 심신의 치유, 건강유

지 측면에서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발마사지를 

통하여 정서 인 안정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때 사자는 정서 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재능기부 후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은 사회성 발달에 향

을 주며 타인에 한 배려와 사회문제인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재능기부는 기술습득뿐 아니라 사회의 문제인식

에 한 폭을 넓  주는 과정이다. 미용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미용의 사회  가치를 

가지게 함으로써 기술을 통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

람으로 육성할 수 있다.

2) 목표

발마사지를 통한 재능기부 로그램은 발의 기능을 

이해하고, 마사지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건

강증진의 효과를 학습한다. 발 마사지는 기술을 통해 타

인과 소통하는 도구로써, 미용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나아가 타인을 존 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인 인 기술인의 인재육성을 목표로 한다. 본 발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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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에 한 배

려와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사회성을 기르는 등 나눔에 

한 인식을 제고한다. 둘째, 발마사지의 실제 인 테크

닉과 순서를 익힌다. 

2.3.2 재능기부 이해 영역별 내용

이 부분에서는 재능기부에 참여하기 에 알아야 할 

기본 인 지식을 다루고자 한다. 구체 으로는 재능기부

의 의미, 재능기부의 기능 등을 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한다. 

1) 도입단계

참여자들 간 정 인 탐색과 로그램을 운 하기 

한 비과정으로 로그램의 진행과정을 소개하며 재

능기부의 활동사례, 나눔문화의 정책 등을 알아 으로써 

재능기부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동기유발요인 

단계이다.

•1차시: 자기소개를 통해 로그램 참여자들 간의 

정 인 탐색을 하도록 한다. 즉, 각자의 쓰기 작업

을 통해 본인의 기쁨, 보람, 슬픔, 고통 등의 감정들

을 표 하도록 한다.

•2차시: 자기존 , 타인존 에 한 탐색을 하도록 

한다.

•3차시: 이웃 간의 배려에 해 탐색한다. 즉, 친구에 

한 배려, 가족에 한 배려, 이웃에 한 배려를 

탐색함으로써 이웃 간의 이해의 폭을 넓 보도록 

한다.

•4차시: 나눔의 의미 알아보기, 개인의 책임감과 집

단 력, 사정신에 해 탐색한다.

•5차시: 자기이해, 정서조 , 스트 스 처 등에 한 

탐색을 한다.

2) 개 단계

실제 인 재능기부가 이루어지기 한 이해부분으로 

자원 사의 과정, 인증기 , 정부정책, 활동사례, 미용연

계 재능기부 활동분야에 해 반 으로 이해할 수 있

는 단계이다.

•6차시: 재능기부 활동의 개념과 기능, 필요성, 사

의 기본 인 원칙, 사자의 자세, 사자의 역할, 

사자의 수사항에 해 설명한다. 자원 사활동

은 어려운 활동이 아니라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이

라는 인식을 도모하고, 자원 사활동 참여에 한 

부담감을 여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한다.

•7차시: 자원 사인증 차에 해 설명한다. 사이트

가입, 사활동 각 분야별 인정시간(이·미용 사활

동의 경우 최 인정시간은 6시간임), 인증방법, 인

증서발 방법, 사자가 포털에 입력하는 방법, 기

타 사단체에 해 이해한다. 자신이 직  사이트에 

가입하고 바로 신청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만든다.      

•8차시: 나눔문화와 정부정책에 해 이해한다. 즉 

기부문화 련법과 제도, 자원 사 진흥을 한 정

부의 정책에 해 설명한다. 즉, 자원 사활동기본

법, 자원 사센터의 제도화, 자원 사진흥을 한 

국가의 기본계획,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알아본다.

3) 정리단계

•9차시: 각 분야별 우수활동사례 발표 등을 통해 참

여자들 간의 정보를 공유한다. 즉, 재능기부의 활동

분야, 환경, 문화· 술, 보건, 체육, 등의 분야와 노

인, 소득층여성, 새터민, 장애인등의 상별 분야

에 한 활동사례를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자원 사활동에 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0차시: 미용 공연계를 통한 재능기부의 활동분야

에 해 이해한다. 즉, 피부미용의 경우 얼굴마사지, 

발마사지, 팔마사지 등의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으

며, 아시아 뷰티엔젤은 다문화 가정여성들에게 메이

크업, 에스테틱 등의 노하우를 교육함으로써 다문화

가정 여성들이 당당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

고 있다[19]. 헤어미용의 경우 헤어커트 컬러링, 퍼

머 트 웨이 , 뿐만 아니라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탈모를 겪는 환아들에게 가발을 제작해 지원

하는 활동 등이 있다. 메이크업 미용의 경우 일반메

이크업, 장수메이크업 신부메이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소득층, 다문화가정, 장애우들의 

경제 형편상 메이크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재

능기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한다. “메이크업 유어

라이 ”(Make up you Life)의 경우[19] 캠페인을 통

해 메이크업, 피부 리, 헤어연출법  등의 노하우를 

교육하고 있다. 네일 미용에서는  네일 컬러링, 큐티

클제거, 손 마사지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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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Training 
sequence

Process Curriculum (Learning plan) Process Method

Introduction

1

Preparation Stage

·Introduce yourself Lecture/Practice

2 ·Respect(Self-esteem, Respect for others) Lecture/Practice

3 ·Care(Friends, Family, Neighbors) Lecture/Practice

4

·Sharing (Knowing the meaning of sharing, Practicing 
 Sharing)
·Cooperation (Individual Responsibility, Collective 
 Cooperation, Volunteer Spirit)

Lecture/Practice

5
·Emotion (Self-understanding, Emotional Regulation, 
 Stress Coping)

Lecture/Practice

Deployment

6
Understanding 
Talent Donation 

Activities

·Understanding Talent Donation Activities Lecture/Practice

7 ·Volunteer Activity Course & Certification Criteria Lecture/Practice

8 ·Sharing Culture and Government Policy Lecture/Practice

Summary

9 Understanding of 
Talent Donation 

Scope and Beauty 
talented Donation

·Examples of Talent Donation Activities 
 (Examples of Excellent Activities)

Lecture/Practice

10
·Understanding Talent Donation Activities with Beauty
 (Skin Care) Speciality Talent   

Lecture/Practice

<Table 2> Education Program for Talent donation activity(Understanding Area)

2.3.3 재능기부 스킬이해 영역별 내용

스킬과정으로 상호 연습과 리를 통해 상 방의 경

험을 기록하고 상호간의 리내용을 공유하여 장·단  

등을 도출한다. 이를 통해 서로에게 가르침이 되는 단계

이다.

1) 도입단계

재능기부에 참여하기 에 알아야 할 스킬에 한 지

식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해 인체의 구조, 발반사요법

의 개요, 발마사지의 기본동작, 테스트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1차시: 인체의 구조와 발의 해부학  기능의 이해는 

발마사지의 반 인 이해의 폭을 넓  주는 과정

이다. 발마사지에 필요한 해부학  지식을 익  자

신감을 향상시킨다. 발마사지의 생리학  효과 즉, 

통증완화의 효과(Effects of Massage on Pain), 

액순환의 진효과(Effects of Massage on 

Circulation of Blood), 림 순환의 진효과(Effects 

of Massage on Circulation of Lymph), 신경계에 

한 효과(Effects of Massage on Nervous System), 

근조직에 한 효과(Effects of Massage on Muscle 

Tissue), 액에 미치는 효과(Effects of Massage n 

Blood), 피부에 미치는 효과(Effects of Massage on 

Skin), 신진 사에 미치는 효과(Effects of Massage 

on Metabolism), 생리학 효과(Psychological Effects 

on Massage) 등의 지식을 익힌다.

•2차시: 발마사지에 한 특성을 이해하고 시각  

별법, 각 별법 등의 분석법을 익히고 발마사지

시의 유의할 을 탐색한다. 즉 리자와 리를 받

는 사람의 치, 발마사지 시 리드미컬한 압력사용

법, 발바닥에서 발목, 종아리, 퇴부 순서로 심장을 

향한 마사지방법 등의 지식을 익힌다. 

•3차시: 발 리에 필요한 제품과 사용법과 순서를 탐

색한다. 각탕기(Foot bath), 소독제, 타월, Poot 

Cream, 라핀(paraffin), Foot Spary, Foot Cream 

Mint 등의 제품에 한 사용법, 주의사항, 함유성분 

등에 한 지식을 익힌다.

•4차시: 발마사지의 기본동작을 탐색한다. 즉, 경찰법

(effleurage), 유연법(petrissager), 고타법(topotement 

or percussion), 강찰법(friction), 신 법(stroking), 

진동법(vitration) 등에 한 지식을 익힌다. 

2) 개 단계

•5차시: 발마사지의 동작  순서를 탐색한다. 즉, 발

등과 발바닥을 양손으로 감싼 후 발 체를 안정감 

있게 쓸어내려 다. 양손을 이용하여 발의 내측과 

외측을 조여주듯 쓸어내린다. 복숭아  둘 를 쓰다

듬어 다. 발가락 사이를 손가락을 이용해 러

다. 양손을 이용하여 왼손은 발등과 발바닥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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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Training 
sequence

Process Curriculum (Learning plan)
Process 
Method

Introduction

1

Preparation Stage
(Theoretical 

Training and Basic 
Skills Ⅰ)

·Learn the Structure, Function of Human Body
·Understanding the Anatomical Functions of the
 Hands and Feet (Theory Education)

Lecture/
Practice

2 ·Learn the Characteristics & Methods of Foot Massage
Lecture/
Practice

3 ·Product Usage and Order of Use for Foot Massage 
Lecture/
Practice

4 ·Learn the Basics of Foot Massage
Lecture/
Practice

Deployment

5

Understanding 
Skills Ⅱ

·Learn the Movement and Foot Massage Order Ⅰ
Lecture/
Practice

6 ·Learn the Movement and Foot Massage Order Ⅱ
Lecture/
Practice

7 ·Learn the Movement and Foot Massage Order Ⅲ
Lecture/
Practice

8 ·Learn the Movement and Foot Massage Order Ⅳ
Lecture/
Practice

9 ·Learn the Movement and Foot Massage Order Ⅴ
Lecture/
Practice

Summary 10
Reflection & 
Discussion

·Share Learned Points and Action Points
·Assessment of Skill (Test)

Lecture/
Practice

<Table 3> Example Education Program of Foot Massage for Talent donation activity (Skill Area)

시키고, 오른손을 이용하여 뒤로 젖 다. 검지와 

지를 이용하여 발가락을 당겨 다. 엄지손가락으

로 발등을 심장 방향으로 어 다. 와 같은 순서

를 익힌다.

•6차시: 발마사지의 동작  순서를 탐색한다. 먼  

발의 외측 쓸어내린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심장

방향으로 어 다. 발의 내측(척추반사구)를 쓸어

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심장 방향으로 다시 

한번 어 다. 양 엄지를 이용해서 횡격막을 쓸어

다. 발목을 강약을 조 하여 쓸어 다. 복숭아  

둘 를 원을 그리며 쓸어 다. 양손바닥을 이용해서 

발목을 시작으로 퇴부까지 쓸어 다. 와 같은 

순서를 익힌다.

•7차시: 발마사지의 동작  순서를 탐색한다. 양쪽

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무릎둘 를 원을 그리며 쓸

어 다. 양쪽엄지손가락을 이용하여 퇴부를 강찰

법을 이용하여 수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종아리 내

측부 를 원을 그리며 쓸어 다. 양손바닥을 이용하

여 종아리부분을 쓰다듬기 한다. 양엄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퇴부를 수 방향으로 쓸어 다. 와 같

은 순서를 익힌다. 

•8차시: 발마사지의 동작  순서를 탐색한다. 양손

을 맞잡고 발의 내측과 외측을 강약을 조 하여 쓸

어 다. 복숭아  둘 를 강약을 조 하여 원을 그

리며 쓰다듬어 다. 양손을 이용하여 발바닥의 

앙부 인 용천을 3 간 지 이  러 다. 3회 반복

한다. 이때 강약을 조 한다. 손가락을 발가락사이

에 고정시킨 후 뒤로 젖 다. 검지와 지를 이용

하여 발가락을 강약을 조 하며 당겨 다. 다리 체

를 쓰다듬어 다. 와 같은 순서를 익힌다.

•9차시: 발마사지의 동작  순서를 탐색한다. 발

리의 체 인 테크닉을 정리하고 순서를 정확히 

익힌다.

3) 정리 단계

•10차시: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재능기부 로그램

을 통해 배우고 경험한 것에 해 학습자들이 공유

하는 단계로 로그램의 강 과 개선할  그리고 

본인의 스킬에 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3. 결론

본 연구는 피부미용 공자들을 상으로 사회융합을 

한 효과 인 재능기부 로그램 모델을 발마사지를 

제로 제시하 다. 교육내용은 크게 재능기부의 이해와 

스킬 역의 이해범주로 구분하여 교육성격  목표, 교

육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등으로 나 어 교육과정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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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 다. 본 연구는 미용 공자들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한 하나의 교육 로그램을 제시하 다는 

에서 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발마사지 테크닉 심의 재능기부 

로그램개발을 제로 하는 차수별 교육 로그램을 제안

하 다. 실제로 본 로그램을 실행하지는 못하 으나 

상기의 재능기부 로그램을 용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첫째, 향후 련 로그램들이 내실 있게 운 됨에 있

어, 본 연구의 결과물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즉, 교육 사 교과목을 개발  운 하는데 본 

연구를 참고함으로써 해당 활동을 보다 문화, 체계화, 

조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둘째, 재능기부 지원기 에서 재능기부활동에 참여하

는 학생들에게 실질 으로 제공해주는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본 연구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능기부 로그램의 이론

과 제를 참고하여 다양한 교육 로그램이 개발·실행됨

으로써 재능기부의 직 참여자뿐만 아니라 수혜자 모두

에게 지역사회에 한 심이 높아지는 기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넷째, 재능기부 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사회  책임

감과 타인에 한 존 심을 배우는 계기가 되어, 궁극

으로는 재능기부활동을 진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 

특히 재능기부 로그램에 참여하는 피부미용 공자들

은 지역사회와의 공동체 의식과 나눔 문화에 기여하는 

주체라는 자 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섯째, 재능기부 교육 로그램이 제 로 작동됨으로

써 선행연구에서 밝 진 자기효능감, 학습동기향상, 의사

소통, 기술향상과 같은 재능기부의 효과도 향상될 것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로그램의 재

정비, 독창 인 로그램의 개발 등이 지속 으로 이루

어진다면 공과 연계한 재능기부 로그램이 안정 으

로 정착하게 될 것이다. 한 피부미용교육의 가치를 높

이고, 피부미용의 기능 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 , 사

회  측면에서도 나눔 문화의 토 를 마련한다는 에서 

본 연구는  다른 가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는 바,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피부미용에 

련한 재능기부를 발마사지에 국한하고 있어 다양한 교육

로그램의 제시가 미흡하 다. 향후 이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교육 로그램 개발과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교육 로그램에 하여 실제로 활용

한 후의 성과  결과에 한 부분을 제시하고 논의하지 

못하 다. 이에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능기부 교육

로그램에 한 사후평가가 이루어지는 후속 연구가 요

구된다. 후속연구를 통하여 피부미용 교과목과 연계한 

재능기부 학습 로그램의 용 후의 효과성  사례분석

연구, 평가도구개발 등이 보완된다면 더욱 효과 인 재

능기부 교육 로그램이 완성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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