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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아동의 불안감과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88명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18일
부터 9월 18일까지 12주간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불안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유사실험연구로 t-test, χ2-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적용 후 불안감은 실험군에서 불안감 감소는 보
였지만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1.437, p=.154), 자기효능감은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향상
되어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56, p=.016). 이상의 연구결과를 볼 때, 불안감
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 향상에 도움이 됨을 확인하였다. 그러
므로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oriental medicine Qi Gong program on the 
anxiety and self efficacy among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 With a quasi-experimental design, 88 
persons with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 were assign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n=45) or a 
control group (n=43). The anxiety and self efficacy were measured at both before and after the oriental 
medicine Qi Gong program. Date were analyzed with SPSS/WIN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χ2-test and 
ANOVA. After controlling for self efficacy scores in the experimental group improved more than the control 
group(t=2.456, p=.016). Anxiety scores were not significant in the experimental group decreased than the others. 
Oriental medicine Qi Gong program can decreased anxiety and improved self efficacy among children using 
community child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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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산업화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불평등한 사
회구조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사회경제적 불안으로 인한 이혼율과 가출률이 급증하였
으며, 빈곤이나 결손, 유기와 방임으로 인한 아동의 문제
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이렇듯 아동 청소년 문제는 사회적으로 인지하는 수준
보다 상대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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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아닌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한 환경에 처해있는 아
동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결핍되어 있거나 도움을 받을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학교
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2]. 경제적 어려
움의 경우 아동에게 있어 학습기회 부족, 영양결핍과 관
련된 성장발달의 문제, 부모의 돌봄으로 방치되어 방임・
학대・거부 등 사회저거, 심리적, 문화적 박탈감을 포함
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들 부모의 긴
장과 불안 등으로 인한 역기능적 양육방식이나 태도는 
자녀에게 전달되어 결과적으로 아동의 부적응적인 행동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또한 취약한 환경에 처한 아동청소년 문제는 개인, 가
정, 학교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의 다양성과 이러한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동 청소년을 둘러
싼 모든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는 생태체계적 관점의 접
근이 필요하다[4] 하겠다. 이와 같은 저소득층 아동청소
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2004년부터 지역
아동센터가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
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0년 지역아동센터중안지원단에 의하면, 지역아동
센터 아동의 경제상황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는 아동은 차상위(저소득)계층이 36.3%로 가
장 많으며, 그 다음이 수급권의 아동이 27.5%으로 일반
아동 17.4%에 비해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가구별 현황을 보면, 
차상위계층의 한부모가족 아동이 75%이상으로 대부분의 
이용 아동이 결손가정의 아동이었다[5]. 

이러한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해 부모는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해야 하므로 아동을 장시
간 방치하는 결과를 낳으므로 가정에서 방과 후 아동지
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그러므로 방과 후 아동지도는 자기보호 아동들에게 개인
의 정서와 취미활동의 기회 뿐 아니라 학습지도의 필요
성을 충족시켜 주고,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물론 가정의 기능을 보완하여 아동이 정서적・사회적・
신체적으로 건전하게 발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
시 요구된다[6]. 이에 저소득층의 아동들은 낮은 자아개
념과 자존감을 가지고 불안이나 분노, 우울과 같은 정서
를 경험하며, 특히 불안은 기대되어지는 혹은 임박한 위
협에 대한 표시로 가장 보편적이고 영구히 지속되어온 
인간의 반응으로서 아동기에 흔히 나타나는 정서 상태[7]
로 이상적 자아와 현실에서 실제적인 자아간의 불일치를 

느낄 때 발생한다[8]. 기본적인 심리상태로서의 불안은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만을 
초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성취활동 및 결과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적응과 관련하여 중
요하다[9]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개인의 적응은 자기효
능감에도 영향을 주어 친구와의 어울림, 학습태도, 절제 
등에 대한 신념에 많은 영향을 주어 일상 활동에서 무엇
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스스로 
계획, 실천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불안감의 감소와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한방기공체
조로서 국선도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선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도(道)로써 남녀노소 누구나 현재 환경
에서 자신의 일과 병행하면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단
련하고 상호협동 하고 화합하는 생활선도법으로 단전호
흡, 기수련과 스트레칭을 하여 마음을 다스려 몸과 마음
을 건강하게 하고자하는 수련법이다[10]. 한방기공체조는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증진시
킨다고 Schnauzer[11] 보고하여 자기효능감과 불안감이 
저하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에게 적용하면 건강증
진은 물론 자기효능감 향상과 불안감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관련
된 연구[12, 18],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15, 17], 
자아존중감 관련연구[16],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조사연구[12, 13]가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들
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서술적 조
사연구가 대부분 진행되어 왔으며,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실험설계에 의한 실험연구는 Chon 등[18]
의 연구 외에 거의 없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방기공체조로서 국선도를 적용
하여 효과를 입증한 것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보내는 아동을 대
상으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 설계를 통하여 지
역사회 보건소의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인 국선도를 적
용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불안과 자기효
능감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므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하는 아동을 위한 적절한 간호중재 프로그램개발에 기여
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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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
상으로 보건소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불안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소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불안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

2) 보건소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
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12주간의 보건소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를 아동의 불안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
과를 검증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J시에 소재하는 전체 4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장과 지역아동센
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와 아동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2곳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을 대조군으로 하여 사후 조사가 끝난 후, 대조군과 비슷
한 조건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실험군을 선정하여 환
자와 보호자에게 보건소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을 소개
하고 연구 참여에 승낙한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
였다. 대조군으로 선정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은 다음 한
방기공체조 프로그램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5 program을 통해 
표본 t-test를 기준으로 유의수준 α=.05, 통계적 검정력 
.80, 효과크기는 .3로 산출한 결과 최소 82명이 필요하였
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실험군 47명, 대조군 45명으로 
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진행 도중 사후검사에 참여하지 
않고 설문지 기술이 부족한 탈락자가 4명을 제외한 최종 
88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전체 탈락률은 4.4%였다.

2.3 연구도구

2.3.1 특성불안척도(Trait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TA1C)

본 연구에서는 특성불안 척도는 Spielberger [19]의 성
인용 특성불안 척도를 아동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시킨 것으로 Cho와 Choi[20]가 번안하고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특성불안은 불안을 일으키
는 경향으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지속적인 특성을 의미
한다. 특성불안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시방법은 자기 보고식이며, ‘평소에 어떻게 느끼고 있
는가?에 대하여 아동들이 스스로 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각의 항목에 대하여 1~3사이에서 답하도록 되어 있기 때
문에 20~60점 사이의 분포를 갖는다. 특성불안척도의 점
수에 있어서 39점~42점은 특성불안 수준이 약간 높음, 
43점~46점은 특성불안 수준이 상당히 높음, 47점 이상은 
특성불안 수준이 매우 높음에 해당된다. Cho와 Choi[20]
의 연구에서 특성불안의 신뢰도 Cronbach’s ɑ= .838이었
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ɑ= .872이었다.

2.3.2 자기효능감(Self efficacy)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의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
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나 기
대를 말하는 것[21]으로 본 연구에서는 Nam[22]이 초등
학생의 신체활동량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
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Back[23]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
감 측정을 위해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 보완한 것을 사용
하였다. 이 척도의 총 문항수는 26문항이며, 각 문항은 5
단계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중 4번, 5번, 6
번, 8번, 9번, 12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3번, 
25번, 26번의 문항은 역 채점 문항이며, 26점에서 130점 
사이의 점수 분포를 갖는다. Back[23]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ɑ= .90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ɑ= .887이었다.

2.4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은 보건소의 한의약공공보건사
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저소득층 아동의 자신감 
증가와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
한 프로그램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방기공체조로서 국선
도의 정회원인 전문가 1명과 보조강사 1명이 J시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12주 동안 주 2회 하루 2시간씩 전체 12주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준비
단계, 본단계, 마무리 단계의 3단계로 구성하였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준비단계

준비단계에서 한방기공체조인 국선도를 통하여 아동
의 자신감 증가, 불안감 감소 및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
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단계에서 서로에게 인사나누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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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기, 이름 부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날에 아
동센터와 집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 나누기 등 한방
기공체조인 국선도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이러한 이행을 
계속하기 위해 강화하기 순서로 반복 진행하였다. 시간은 
30분에서 40분전도 소요되었다. 

2) 본단계

(1) 12주 프로그램 내용
      제1주 : 한방기공체조인 국선도 프로그램 소개
      • 기본동작 10개 익히기(매주 시)
      • 동작 시 주의사항 등 교육(매주실시)
      제2주~5주 : 기본동작 40동작 익히기 반복
      • 단전호흡 방법 교육(매주실시)
      • 기수련 방법 교육 (매주실시)
      • 스트레칭 방법 교육(매주실시)
      제6주~12주 : 50개 동작 반복
      • 단전호흡, 기수련, 스트레칭(매주실시)

3) 마무리 

근관절 순환운동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프로그램 실시 
일까지 집에서 수행할 자가간호 내용을 알려주고 수행한 
내용을 자가간호 수행일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2.5 자료수집

본 연구는 보건소의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인 국선도를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하는 아동을 관리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장, 아동 및 아
동의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 허락
을 받았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3월 8일 ~ 9월 18
일까지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는 보건소 업무담당자 1
명과 연구자 2명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실험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조군은 실험군
으로 선정된 2곳의 지역아동센터와 유사와 지역아동센터 
2곳을 선정하였으며 대조군에게 먼저 개별적으로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기간이 끝이 난 후 
대조군으로 선정된 지역아동센터에 보건소 한방기공제조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대조군의 자료수집이 끝난 6월 
18일부터 2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실험군으로 선정하여 사
전 조사 후 12주 동안 한방기공체조인 국선도 프로그램
을 별도로 제공하고 처치기간이 끝난 시점에서 사후 조
사를 실시하였다. 

2.6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불안과 우울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
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은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및 백분율, t-test 및 
χ2-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불안과 자기효능감의 차이와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은 t-test, ANOVA로 분석하였다.

4)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ɑ값을 산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분석
은 유의수준 5%하에서 검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본 연구대상자는 총 88명(실험군 45명, 대조군 43명)
으로 성별은 남자가 36명(40.9%), 여자 52명(59.1%)로 남
자보다 여자가 많았다. 연령은 10세가 26명(29.6%)로 가
장 많았으며, 11세 19명(21.6%), 12세 17명(19.3%)였으며 
8세가 6명(6.8%)로 가장 적었다. 학년은 초등학교 3학년
이 26명(29.6)로 가장 많았으며, 4학년 19명(21.6%), 5학
년 18명(20.5%), 6학년 7명(7.9%)이었고, 1학년이 6명
(6.8%)로 가장 적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37명(42.0%)로 
가장 많았으며, 무교 27명(30.7%), 천주교 11명(12.5%), 
불교 10명(11.4%), 기타 3명(3.4%)로 순이었다. 동거가족
의 경우 부모님과 사는 경우가 57명(64.8%)로 가장 많았
으며, 편부모 22명(25.0%), 형제자매와 사는 경우 6명
(6.8%), 조부모와 사는 경우가 3명(3.4%)이었다. 가족 수
는 1-4명이 49명(55.7%), 5명 이상이 39명(44.3%)이었다. 
가정형편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56명(63.6%)이
었으며, 조금 좋다고 응답한 경우 15명(17.1%), 매우 좋
다고 응답한 경우가 11명(12.5%)이었으며, 조금어렵다고 
응답한 경우 2명(2.3%),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 4명
(4.5%)이었다. 지역아동센터 참여 기간의 경우 3년이상
이 23명(26.1%)로 가장 많았으며, 3달미만이 7명(7.9%)
로 가장 적었다. 센터 친구 수는 5명-7명이 48명(54.5%)
로 가장 많았으며, 0명-4명 27명(30.7%), 10명 이상 13명
(14.8%)이었다. 지역아동센터의 친근감 정도는 보통이라
고 응답한 경우 32명(36.3%)으로 가장 많았고, 조금 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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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n=88) Exp. (n=45) Cont. (n=43)

χ2
 or t p

n (%) n (%) n(%)

Gender
Male

Female
36(40.9)
52(59.1)

19(42.2)
26(57.8)

17(39.5)
26(60.5)

.07 .798

Age(year)

 8
 9
10
11
12
13

 6( 6.8)
12(13.6)
26(29.6)
19(21.6)
17(19.3)
 8( 9.1)

 3( 6.7)
 8(17.8)
14(31.1)
12(26.7)
 6(13.3)
 2( 4.4)

 3( 7.0)
 4( 9.3)
12(27.9)
 7(16.3)
11(25.6)
 6(14.0)

6.23 .284

Grade

 1
 2
 3
 4
 5
 6

 6( 6.8) 
12(13.6)
26(29.6)
19(21.6)
18(20.5)
 7( 7.9)

 3( 6.7)
 8(17.8)
14(31.1)
12(26.7)
 6(13.3)
 2( 4.4)

 3( 7.0)
 4( 9.3)
12(27.9)
 7(16.3)
12(27.9)
 5(11.6)

6.05 .302

Religion

None
buddhist

Christianity
Catholic

Other

27(30.7)
10(11.4)
37(42.0)
11(12.5)
 3( 3.4)

14(31.1)
 7(15.6)
15(33.3)
 7(15.6)
 2( 4.4)

13(30.2)
 3( 7.0)
22(51.2)
 4( 9.3)
 1 (2.3)

4.07 .392

Living with

Parents 
Single mother
Grandparents

Brothers and sisters

57(64.8)
22(25.0)
 3( 3.4)
 6( 6.8)

33(73.3)
 9(20.0)
 2( 4.4)
 1( 2.2)

24(55.8)
13(30.2)
 1( 2.3)
 5(11.6)

5.24 .264

Number of 
family

1-4
5≤

49(55.7)
39(44.3)

26(57.8)
19(42.2)

23(53.5)
20(46.5)

0.16 .686

Situation of 
the home

Be hard pressed 
A little bit hard

Usually 
Nice
Very 

 4( 4.5)
 2( 2.3)
56(63.6)
15(17.1)
11(12.5)

 2( 4.4)
 0( 0.0)
27(60.0)
 9( 20.0)
 7(15.6)

 2( 4.7)
 2( 4.7)
29(67.4)
 6(14.0)
 4( 9.3)

3.45 .486

Duration of 
participating

center

≥ 3 moths
≥ 3 ～ ＜ 6
≥ 6 ～ ＜ 12
≥ 12 ～ ＜ 24
≥ 24 ～ ＜ 36

≤ 36

 7( 7.9)
14(15.9)
10(11.4)
16(18.2)
18(20.5)
23(26.1)

 4( 8.9)
 7(15.6)
 6(13.3)
 7(15.6)
 8(17.8)
13(28.9)

 3(7.0)
 7(16.3)
 4(9.3)
 9(20.9)
10(23.3)
10(23.3)

1.36 .928

Friend number 
of center

1-4
5-9
≤ 10

27(30.7)
48(54.5)
13(14.8)

15(33.3)
22(48.9)
 8(17.8)

12(27.9)
26(60.5)
 5(11.6)

1.97 .582

Friendliness of
center

Not at all
Almost 
Usually
Some
Very

 2( 2.3)
 5( 5.7)
32(36.3)
25(28.4)
24(27.3)

 1( 2.2)
 1( 2.2)
15(33.3)
13(28.9)
15(33.3)

 1( 2.3)
 4( 9.3)
17(39.5)
12(27.9)
 9(20.9)

3.42 .490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Table 1] Homogeneity test subject’s characteristics (N=88)

하다고 응답한 경우 25명(28.4%), 매우 친근하다고 응답
한 경우 24명(27.3%), 거의 친근하다고 응답한 경우 5명
(5.7%), 전혀 친근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 2명(2.3%)로 
가장 적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불안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동

질성 검증

프로그램 수행 전 실험군과 대조군의 불안감과 자기효
능감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불
안감 점수는 실험군이 1.46점, 대조군이 1.43점, 자기효능

감 점수는 실험군 이 3.17점, 대조군이 2.98점으로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은 동일한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Homogeneity test of outcome variables at pretest

(N=88)

Variable
Exp.(n=45)

M±SD

Cont.(n=43)

M±SD
t p

Anxiety 1.46±0.35 1.43±0.32 -.387 .700

Self-efficacy 3.07±0.78 2.98±0.54 -.624 .534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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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 적용 후 대상자의 

불안감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차이검증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 적용 후 불안감은 실험군과 대
조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1.437, 
p=.154), 자기효능감의 경우 실험군3.07±0.78점에서 
3.32±0.76점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2.98±0.54점에
서 2.88±0.55점으로 오히려 감소하여 두 군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456, 
p=.016) [Table 3].

[Table 3] Comparison of outcome variables between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oriental 

medicine Qi Gong program (N=88)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Difference

t p
M±SD M±SD M±SD

Anxiety
Exp.

Cont.

1.46±0.35

1.43±0.32

1.33±0.29

1.40±0.37

0.13±0.35

0.03±0.32
-1.437 .154

Self

-efficacy

Exp.

Cont.

3.07±0.78

2.98±0.54

3.32±0.76

2.88±0.55

-0.25±0.80.

0.10±0.52
2.456 .016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4. 논의

본 연구는 보건소의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한방기공
체조 프로그램인 국선도를 적용하여 아동의 불안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지역사회보건소의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방과 후 지도프로그램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저소득층 
아동들의 불안감 감소, 자존감 증가 및 자기효능감을 향
상시키기 위해 단전호흡, 기수련과 스트레칭을 하므로 마
음을 다스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자하는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 후 지도프로그
램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을 나가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방황과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존감
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소득
층 아동의 방과 후 지도프로그램으로써 호응을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불안
감 점수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두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
구한 Oh[17]의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의 우

울․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일
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동일 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Jang[24]의 연구에서 13주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실험집단이 통
제집단에 비해 불안이 유의미 하게 낮아 졌으며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저소
득층 아동의 불안감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해 제
공된 집단미술치료의 연구한 Choi, Jaen과 Sin[25]의 연
구와 Lee[26]의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제공 후 아동의 정
서적 불안감을 감소하고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 향상
에 효과가 있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한의약공공보
건사업의 일환으로 제공 되어진 한

방기공제조 프로그램에 대해 아동에게는 생소하고 프
로그램의 효과를 어린 아동들이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인 국선도는 단전호흡, 기수련
과 스트레칭을 통하여 상시 불안한 아동의 마음을 다스
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자기 스스로 자기관리능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
고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병합한다면 아
동의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되며, 반복적인 추후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점수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
해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의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아동에게 심리운동놀이 프로그램을 적용 후 
실험집단의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자기효능
감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다는 Han[27]의 연구와 지역아
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Ju, Kim, Lee, Chun, 
Lee[1]에서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였다. 
Sung[28]의 연구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게 게슈탈트 
집단미술치료를 적용하여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에 미치
는 효과 연구에서도 프로그램 적용 후 지역아동센터 아
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를 향상시켰고, 학교생활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건강교육 및 자발적 운동참여 프로그
램을 비만 및 과체중 아동에게 적용 한 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Kim[29]의 연구에서도 프로
그램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고 자
기효능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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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Lee[6]의 연구결과에는 자신감
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아동의 자기효
능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지 않았다.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행동을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된다(29). 그러므로 자기효능감 판단은 활
동, 과제선택, 노력의 양,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심 등을 
결정하며 행동과 환경을 효율적으로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21]. 본 연구에서의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한방기
공체조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른 아동들과 더불어 
자기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고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감 향상되어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
는 수행능력과 연관되어 자기효능감이 증가된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보건소는 지역아동센터를 이
용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울 체계적으로 강화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의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일 지역사회
의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
로 결과를 단정하거나 확대 해석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많은 아동이 이용하는 지
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들 아동들을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다 나은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
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이 아
동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
용한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보건소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지
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아동의 불안감과 자기효능감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시차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
과 불안감은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이 프로그램을 적
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불안감이 감소하였으나 두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기효능
감의 경우 프로그램 적용 한 실험군이 프로그램을 적용
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점수가 높았으며, 두 집단 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보건소의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불안감 감소와 자기효능감
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앞으로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
득층의 아동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한방기공체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불안감 감소, 자아존중감 향상 
및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간호중재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그러나 일 지여사회
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여 결과를 확대해석한데 제한이 따르므로 더 많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반
복적인 실험연구의 수행이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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