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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의 효과를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 발

간된 학위논문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를 토대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의 연구방법을 실

시하였다. 문헌고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RISS, KISS, DBpia의 세 종류를 활용하였으며, ‘유아 스

트레스’로 검색을 시행하였다. 최초 검색된 논문은 석․박사학위논문 1,121편, 등재(후보)학술지 논문 

1,201편, 총 2,322편이었다.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검색 전략으로 최종 선정된 논문은 26편이었고, 

그 중 19편의 논문이 메타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본 연구의 대상문헌들은 대부분 2010

년 전후로 발표되었으며, 주로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신체활동 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문헌들은 전체적으로 -1표준편차 이상의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으

며, 특히 의뢰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

를 기초로 유아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점 및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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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 과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스트

레스는 인간의 삶에 동반하는 현상이며, 스트레스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

다. 특히, 점차 사회문화적 구조 및 기능이 급변하고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성인들은 물론 유아

들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스트레스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성장, 발

달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크며(Alsop & McCaffrey, 1993), 특히 유아는 언어적, 인지적 능력이 성

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신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가능성

이 크며,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우므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Honig, 1986). 

이에 본 연구는 유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다룬 선행연구들에 어떠한 

것이 있으며, 유아 스트레스 감소와 관련된 연구들의 특징 및 효과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

석하여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 제언해보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바람에 의해 시작되었다.

흔히 스트레스(stress)란 인간이 신체적․심리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게 

되는 불안과 위협 등의 감정으로(Lazarus, 1993), 유아는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대처 

능력이 부족하며(정영주, 2013; Honig, 1986) 자기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 그것을 오랜 시간 

인내하는 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아들의 스트레스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 보고된 바 있다(Chandler, 1987; 신인숙, 김지영, 2008, 재인용; Lite, 2014). 그리고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이자 원천은 일상생활 내 아주 사소한 일부터 큰 충격을 안

겨 주는 인생의 주요한 사건까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사망, 결혼 

또는 이혼, 실직 등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생활사건이나 교통체증, 소지품 분실

과 같은 일상의 사소한 일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어떤 일이 자신의 의지나 기대, 바람대로 

전개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을 의미하는 좌절을 경험하였을 때, 심리적 소진 또는 대인관계에

서의 어려움을 경험하였을 때 등이 있다(윤가현 외, 2012).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스 발생 요인은 

성인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충분히 스트레스원(stressor)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유아기에 겪는 유아들의 스트레스는 두

통, 위장장애, 식욕부진, 불면증, 과민한 피부 반응 등의 신체적 반응과 불안, 우울, 좌절, 분노, 

공포, 무기력감 등의 심리정서적 반응 및 신체적․언어적 공격성, 과잉반응, 반사회성 등의 행동

적 반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임갑빈, 1993; Honig, 2010). 또한 지나친 스트레스를 경험한 유

아들은 성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되며(Wallerstein & Kelly, 1982), 사회적

으로 위축될 수 있다(Vosler & Proctor, 1990). 이와 더불어, 유아기 때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는 그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정서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경험이 반복

되어 누적되면 유아의 잠재력까지 손상시키게 되므로(신인숙, 김지영, 2008) 유아들이 겪는 스트

레스를 감소시켜주고 대처능력을 길러주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며, 유아 스스로도 사회 속의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건강한 삶의 적응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함이 

필요하다.  

한편, 유아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 스트레스 대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스트레스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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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경

우, 특히 현대의 유아들은 가정과 분리되어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추세이

기 때문에 유아교육현장과 연계하여 유아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지금까

지 유아교육기관 내에서 이루어진 유아 스트레스 감소 관련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신체활동

(나상미, 2011; 박주성, 김원준, 2010; 윤소연, 김민진, 2014; 이루리, 2014), 음악감상을 통한 신체

활동(김봉아, 2014; 송효주, 2013), 잡기놀이 중심의 거친 신체놀이(김성재, 2011), 전통놀이활동

(이서현, 2007), 유리드믹스 음악활동(김희중, 2013), 달크로즈 기법을 적용한 음악치료(박선영, 

2010), 명상활동(이정아, 2013; 최성애, 2010), 자연체험활동(변해숙, 2010), 숲놀이 활동(윤경애, 

2013),  숲체험 활동(이인원, 2014), 산책을 통한 자연놀이활동(한상복, 2010), 친사회적 동화를 

활용한 주제극 활동(양진희, 박윤, 2007), MeFOT(Metacognitive Four Operations Thinking, 초인

지 사칙연산법) 기반 색채활동(강성비, 2013), 다도교육(박선영, 2012), 동화를 활용한 웃음활동

(이향미, 2011), 자기존중감 기르기 교육활동(정영주, 2013), 요가활동(최민수, 정영희, 오윤진, 

2012), 자기표현훈련을 도입한 원예치료(유미리, 2010), 집단놀이치료(이유선, 한유진, 2015; 정혜

민, 2010) 등 접근방법이 매우 다양하며, 주로 신체를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감소시키

거나,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적용하여 스트레스가 감소됨을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프로그

램에 대한 유의미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유아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들

이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효과의 크기가 어떠한지, 조절변인(중재활동의 특성, 실험집단 인원

수, 처치 기간, 처치 횟수)에 따라 효과의 크기가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

는 아직 이루어지고 않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 선행연구들은 각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적인 연

구결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

요하다. 

  그러므로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효과를 검증

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메타분석(meta- 

analysis)이 활용될 수 있겠다. 메타분석은 다수의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를 종합할 목적으로 기

존에 수행된 개별 연구들의 결과를 과학적으로 종합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여 객관적 결과를 

보다 통계적으로 통합하는 연구방법으로(Borenstein, Hedges, Higgins, & Rothstein, 2009), ‘분석

들의 분석(analysis of analysis)’이라 할 수 있다(Glass, 1976; 김계수, 2015, 재인용). 즉, 이러한 

메타분석은 특정주제와 관련된 여러 연구물의 개별적인 연구결과 및 효과를 실증적, 체계적, 종

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다 객관적이다. 또한 메타분석은 1차 연구에서 

확보할 수 없었던 검정력과 정확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관심 있는 연구결과의 결합을 통해서 

효과 추정값을 산출할 수 있으며, 제각각이었던 단일 연구결과를 토대로 통합된 연구결과를 제

시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에 실시되었던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와 관련된 프

로그램을 토대로 메타분석을 수행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다수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고 메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총체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유아 스트레스 프로그램이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연구 간 효과

크기의 차이 및 이질성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재활동 특성, 실험집단 인원수, 처치 기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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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횟수를 준거로 조절 효과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유아 스트레스 프로

그램 연구 간의 효과 크기 및 주요변인과의 관련성을 제시함으로써 유아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

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이후의 연구방향을 밝히길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 스트레스 프로그램 연구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2. 유아 스트레스 프로그램이 유아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1) 유아 스트레스 프로그램이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전체 효과 크기는 어떠한가?

2-2) 유아 스트레스 프로그램이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크기의 이질성은 조절    

    변인(중재활동 특성, 실험집단 인원수, 처치 기간, 처치횟수)에 따라 설명될 수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내의 유아 스트레스 감소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 효과 문헌을 체계적 고찰하고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설계방식은 김수영, 박지은, 서현주, 이윤재, 손희정, 정

보형, 서혜선, 신채민(2011)과 황성동(2014)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PICOS에 대한 정의, 문헌 검

색 전략, 문헌 선정 과정, 문헌의 질 평가, 자료 분석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1) PICOS 정의

▪연구대상자(Participants): 유아교육기관에 재원 중인 3-5세의 유아 집단을 분석문헌의 연구

대상으로 정한다.

▪중재(Interventions):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화된 활동으로 정한다.

▪대조군(Comparisons): 연구자가 프로그램화한 중재를 제공받지 않은 유아 집단으로서 프로

그램 실시 전 스트레스 수준이 실험집단과 동질인 집단으로 정한다.

▪결과(Outcomes): 유아용으로 개발되거나 수정된 검사도구를 활용하여 교사나 부모에 의해 

측정된 유아의 스트레스 수준을 종속변수로 정한다.

▪연구설계(Study Designs): 수량화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는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의 

프로그램 수행 사전과 사후를 비교하는 연구로 정한다.

  2) 문헌 검색 전략

문헌검색과 분석은 2015년 5월 7일부터 2015년 5월 24일까지 이루어졌다. 인터넷을 활용한 국

내 데이터베이스로서 RISS, KISS, DBPIA를 통해 출판된 한국 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일반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검색하였다. 출판년도는 제한하지 않았으며, 검색어는 ‘유아 스트레스’로 

하였다. 검색된 문헌 중, 실험연구 효과의 정량적 비교를 위해 질적 연구는 배제하였으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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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헌의 결과 보고 내용에서도 질적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학위논문 결과가 학술지

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학술지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문헌 선정 과정

분석 문헌 선정 과정은 국내 데이터베이스에서 (1) 검색어를 통한 문헌 검색, (2) 논문 제목을 

통한 검색, (3) 초록을 통한 검색, (4) 논문 전문을 검토하여 선정 및 배제기준을 적용하여 단계

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제어 검색 단계에서 선택된 문헌은 총 2,322편이었고, 초록을 검토하는 단

계에서 선택된 문헌은 총 84편, 문헌 전문 검토 단계 58편, 문헌 질 평가 단계에서 33편으로, 체

계적 문헌 고찰을 위해 최종 선정된 논문은 모두 27편이었다. 제목 검색 및 초록 검색단계까지 

문헌선택 시 활용된 포함 및 배제기준(김수영 외, 2011)은 PICOS 규정에 근거하였으며, 제목과 

초록에서 정보가 부족한 경우 그리고 논문 제목이 고찰연구에 가까운 경우, 우선 선택한 후 전

문검토 단계에서 포함/배제를 결정하였고, 이중게재는 배제하였다. 이중게재 판단의 고려사항은 

저자명, 연구기관, 중재활동 특성, 대상군에 대한 정보 및 연구기간 등이 고려되었다. 전문검토 

단계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스트레스 사전 값의 평균이 차이가 없음을 통계적으로 명시하

지 않은 논문은 문헌 질 평가 단계에서 제외되었으며, 분석문헌을 선정한 전체적인 과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주제어 검색

(n=2,322)
제목 평가에서

배제 (n=2238)

초록을 통한 평가

(n=84)

내용 검토를

통한 평가 (n=58)

문헌 질을

통한 평가 (n=33)

최종 분석문헌

선정 (n=27)

초록 평가에서

배제 (n=26)

전문 평가에서

배제 (n=26)

문헌 질 평가에서

배제 (n=6)

[그림 1] 분석문헌을 선정한 과정

  

  4) 문헌의 질 평가

문헌의 질 평가는 일반적으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프로그램 효과검증 시 활용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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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헌고찰 매뉴얼(김수영 외, 2011)을 토대하여 설정한 기준에 따라 3인의 연구자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한 후, 연구자들 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상호 합의와 이견을 조정하여 평가하였

다. 연구자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은 무작위 배정, 검사도구 적절성, 처치원리 제시, 연구

설계 엄밀성, 참여자 중도탈락, 측정자 훈련 및 맹검(blind test) 실시, 실험자 훈련 및 적절성의 

언급으로 모두 8개의 문항에 대해 0점에서 2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였으며, 총점 50% 이상을 만

족한 경우에 최종 분석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 간 질 평가에 대한 신뢰도는 95%였으며, 대

상문헌의 질 평가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대상문헌의 질 평가 결과

2. 자료분석

  1) 자료의 코딩

코딩 매뉴얼에 포함된 내용은 첫째, 연구제목, 저자, 년도, 출판유형, 발행지가 포함되었다. 둘

째, 출판물 연구대상의 연령, 집단규모, 처치기간, 처치횟수, 중재활동 특성, 그리고 종속변인인 

스트레스 수치가 포함되었다. 셋째, 효과크기 계산과 관련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전, 사

후의 스트레스 평균과 표준편차가 포함되었다.

  2) 자료의 분석

  (1) 효과크기 산출

본 연구의 효과크기 산출은 Comprehensive Meta-Analysis vision 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ohen's d의 효과크기 계산법을 사용하였고, 적은 사례수의 효과크기가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교

정하기 위하여 Hedges' g로 교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2) 동질성 검증과 이질성 분석

  효과크기 값들이 동일한 모집단의 값인지 추정하기 위해 동질성 검증의 Q값을 산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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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과    값을 산출하였다. 효과크기가 동질적이지 못한 경우 

이질성을 설명하기 위해 효과크기를 설명하는 조절변인을 활용하여 Meta-ANOVA를 실시하였

다. 조절변인으로는 스트레스 중재 시 효과의 차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간주되는 중재활동, 인

원수, 처치기간, 처치횟수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조절변인인 중재활동, 인원수, 처치기간, 처치횟

수 등의 차이는 기존 스트레스 감소 중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권경인, 조수연, 2013; 박현경, 

이주영, 2014) 및 유아 대상 언어교육(현정희, 이지현, 황성동, 2014) 및 사회성 발달(권정윤, 정

미라, 홍소영, 박수경, 2010) 중재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 주요 조절변인으로 채택된 변인임

을 고려하였다. 

조절변인 중 중재활동은 심리적 특성에 따라 의뢰된 치료활동, 심리-자기 활동, 초인지-명상 

활동, 신체활동으로 구별되었고, 특히 의뢰된 치료활동은 일반유아 중에서도 일상적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인 6명, 10명으로 구성된 유아들이 전문적인 중재자에게 의뢰되어 심리치료 기법을 집

중적으로 받은 활동이며, 그 외 심리-자기 활동, 초인지-명상 활동, 신체활동은 의뢰된 유아가 

아닌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적용된 활동이었다. 그런데, 심리-자기 활동은 비록 집중적인 심리치

료는 아니지만 정신적인 요소가 강하면서 스트레스로 손상된 ‘나(자기)’의 회복과 관련된 내용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었으며, 초인지-명상 활동은 정신적 요소가 들어있긴 하였으나 손상된 ‘나(자

기)’의 회복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인원수는 가장 많이 분포된 20명(7)과 30명(4)을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감안하여 10

명 이하, 11-19명 이하, 20-29명 이하, 30명 이상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처치기간 또한 가장 많이 

분포된 8주(9), 10주(4), 12주(3)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감안하여 7주 미만, 8-10주, 11주 이상

으로 구분하였으며, 처치횟수도 가장 많이 분포된 16회(6), 12회(4)를 중심으로 일정한 범위를 감

안하여 12회 미만, 13-24회, 25회 이상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3) 출판오류 검증

  출판된 문헌들은 긍정적인 효과만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표집의 대표성으로 인한 출판 

오류가 존재할 수 있다(황성동, 2014). 본 논문에서는 CMA 프로그램의 Funnel Plot을 통하여 

수집된 논문들에 출간오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Funnel Plot이 수직선을 중심으로 좌우대

칭을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즉 출판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Trim and Fill’ 방법을 사용하여 효

과크기를 수정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분석문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분석 대상문헌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에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제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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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연구자

(출판년도)
   중재활동 연령

집단규모(명):

실험-비교/통제
기간 횟수 측정도구

1 ‡강성비(2013)
MeFOT 기반 

색채활동
만5세 29/29 불분명 10회기 염현경(1998)

2 †김봉아(2014)
음악감상을 통한 

신체활동
만5세 17/17 5주 16회기 염현경(1998)

3 ‡김성재(2011) 
잡기놀이 중심의 

거친 신체놀이
만5세 26/26 10주 20회기

Parfenoff & 

Jose(1989)

4
†김옥경, 

권대원(2006)
요가활동 만5세 26/26 7주 20회기

Parfenoff & 

Jose(1989)

5 ‡김희중(2013)
유리드믹스 

음악활동
만5세 15/15 8주 15회기 염현경(1998)

6 ‡나상미(2011) 신체놀이활동 만4세 20/20 8주 16회기 염현경(1998)

7 ‡박선영(2010)
달크로즈 기법을 

적용한 음악치료
만6세 10/10 12주 12회기 염현경(1998)

8 ‡박선영(2012) 다도교육활동 만5세 20/20 8주 16회기 염현경(1998)

9
‡박주성, 김원준 

(2010)
규칙적인 신체활동 만5세 20/20 10주 20회기 염현경(1998)

10 †변해숙(2010)
자연체험활동 

프로그램
만5세 18/17 8주 21회기

Burts, Hart, 

Charlesworth, 

& Kirk(1990)

11 †손은경(2008)

신체놀이 

자기표현활동-역할

놀이 자기표현활동

만5세 15-15/15 8주 16회기 염현경(1998)

12 ‡송효주(2013)
음악감상을 통한 

신체활동

만

4-5세
20/20 8주 16회기 염현경(1998)

13
†양진희, 박윤 

(2007)

친사회적 동화를 

활용한 주제극 활동
만5세 22/23 16주 32회기 염현경(1998)

14 †유미리(2010)

자기표현훈련을 

도입한 

원예치료-원예활동

만

4-5세
15-15/10 16주 20회기 염현경(1998)

15 ‡윤경애(2013) 숲놀이 활동 만5세 37/34 7주 16회기 염현경(1998)

16
‡윤소연, 김민진 

(2014)

공을 활용한 

신체활동
만5세 20/20 8주 16회기 염현경(1998)

17 ‡이루리(2014)
실외놀이 중심 

방과후 과정 운영
만5세 20/23 12주 50회기

Burts 

외(1990)

<표 1> 대상문헌들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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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서현(2007) 전통놀이활동 만5세 30/30 8주 16회기 염현경(1998)

19
‡이유선, 한유진 

(2014)

아동중심 

집단놀이치료

만

3-5세
6/6 6주 12회기 염현경(1998) 

20 ‡이정아(2013)
마음챙김에 기초한 

유아인지명상  
만5세 20/20 5주 12회기 염현경(1998)

21 †이향미(2011)

동화를 활용한 

웃음활동 – 동화 

들려주기

만5세 20-20/20 6주 16회기 염현경(1998)

22 ‡정영주(2013)
자기존중감 기르기 

교육활동
만5세 30/30 12주 56회기 염현경(1998)

23 ‡정혜민(2010)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
만4세 6/6 13주 22회기 염현경(1998)

24
‡최민수, 정영희, 

오윤진(2012)
요가활동

만

3-4세
30/40 16주 32회기

Parfenoff & 

Jose(1989)

25 ‡최성애(2010) 자연명상활동 만5세 20/20 10주
30-40회기

(불분명)
염현경(1998)

26 ‡한상복(2010)
산책을 통한 

자연놀이활동
만4세 30/30 8주 14회기

Burts 

외(1990)

27 †허은주(2012) 심리운동
만

3-5세
15/15 7주 14회기

Burts 

외(1990)

†체계적 문헌고찰 대상 문헌,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대상 문헌

첫째, 본 연구대상 문헌들은 기존 선행문헌들의 포괄적 검토(김수영 외, 2011)를 위해 출판년

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분석 결과 2006년 1편(3.7%), 2007년 2편(7.4%), 

2008년 1편(3.7%), 2010년 7편(25.9%), 2011년 3편(11.1%), 2012년 3편(11.1%), 2013년 6편(22.2%), 

2014년 4편(14.8%)으로 모두 2000년 이후 발간되었으며, 특히 2010년 이후에 활발히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중재활동으로는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10명 이하의 유아를 위한 집중적 심리치료 활동

3편, 대근육 중심의 신체활동 8편, 자기와 관련된 심리적 요소가 포함된 중재활동 4편, 초인지 

또는 명상적 활동 3편, 기타 방과후 실외활동 1편이었다. 치료적 중재활동으로는 음악치료, 놀이

치료이었으며, 대근육 중심의 신체활동은 잡기놀이, 음악활동과 연계된 신체할동, 공놀이, 요가, 

전통놀이 등이었다. 자기와 관련된 심리적 요소가 포함된 중재활동으로는 유리드믹스 활동, 숲

놀이 활동, 자연명상, 자기존중감 활동들이었다. 이들 활동의 세부 내용에는 자기표현, 자기인식, 

자기존중감과 관련된 심리적 요소가 포함되었다. 초인지 및 명상적 활동으로는 MeFOT 색채활

동, 마음챙김 인지명상 등이었다. 한편, 손은경(2008)은 신체놀이를 통한 자기표현과 역할놀이의 

자기표현의 실험집단, 유미리(2010)는 자기표현을 도입한 원예치료와 원예활동의 실험집단, 이향

미(2011)의 동화를 활용한 웃음활동과 단순히 동화를 들려주는 2개의 실험집단이 각각 있었다.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 감소활동의 이론적 개념이나 처치원리와의 관련성을 상세히 제시하여 활

동을 구성한 논문은 총 14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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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프로그램 참여 유아연령은 만 4세 2편(7.4%), 만 5세 18편(66.7%), 만 6세 1편(3.7%), 만 

3-4세 1편(3.7%), 만 4-5세 2편(7.4%), 만 3-5세 2편(7.4%)이었다. 만 5세 유아를 위한 활동이 대

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혼합연령으로 구성된 실험집단은 소수였다. 

넷째, 실헙집단의 인원수는 최소 6명에서 최대 37명으로 10명 이하 소집단 3편(11.1%), 11명 

이상 19명 이하 1편(3.7%), 20명 이상 29명 이하 10편(37%), 30명 이상 5편(18.5%)이었다. 이 중 

10명 이하 소집단 3편은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유아들로 구성된 집단이었으며, 20명 이상 29명 

이하의 실험집단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실험처치 기간은 최소 5주에서 최대 16주로 5~7주가 3편(11.1%), 8주~10주가 10편

(37%), 11주 이상 5편(18.5%), 불분명 1편(3.7%)이었다. 이 중 8주에서 10주간 실시된 중재가 

37%로 가장 많았다. 

여섯째, 실험횟수는 최소 10회에서 최대 56회로, 10~12회가 4편(14.8%), 12~24회가 11편

(40.7%), 25~56회가 4편(14.8%)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마다 1회당 소요되는 시간은 달랐다. 

일곱째, 유아 스트레스 감소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로는 염현경(1998)의 도구가 20편

(74.1%), Burts, Hart, Charlesworth와 Kirk(1990)의 도구가 4(14.8%)편, Parfenoff와 Jose(1989)의 

도구가 3편(11.1%)이었다. 염현경(1998)의 도구는 한국 사회의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일상적 

스트레스 척도(Korean Preschool Daily Stress Scale: KPDSS)로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 불안-

좌절감 경험함, 자존감 상함’의 3가지 상황에 대한 하위문항으로 구성된 총 23문항이었다. Burts 

외(1990)의 도구는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CCSBI(Classroom Child Behavior 

Instrument)로 소극적 스트레스 행동과 자신, 타인, 물체에 대한 적극적 스트레스 행동으로 체계

화된 57문항의 도구이었다. Parfenoff와 Jose(1989)의 도구는 HSC(The Hassles Scale for 

Children)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일상적 스트레스 측정도구이다. 개인(자존감, 안정

감, 책임감, 자아통제, 건강), 또래관계, 기관, 가족(가족관계, 높은 기대수준) 관련하여 총 32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KPDSS와 HSC 도구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및 자신감과 같은 심리적 요

인을 측정하는 도구라면, CCSBI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행동 요인을 측정하는 도구임을 알 수 있

다. 또한 본 연구대상 문헌에서 사용된 검사도구는 모두 부모 혹은 교사에 의해 측정된 유․아

동용 검사도구였다.

2. 유아 스트레스 감소 효과

  1) 효과크기 

체계적 문헌고찰 질 평가에 포함된 27편의 모든 문헌은 프로그램 실험집단의 전후 스트레스 

총점이 대조집단과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유아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들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유아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보고한 논문 중 질 평가를 통과한 27편 가운데 유의수준 95% 수준에서 이상치(z>1.96)

(황성동, 2014)로 밝혀진 8편의 논문을 제외하고, 총 19편의 논문에 대해 최종 메타분석을 실시

하였다. 전체 평균 효과크기의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에서, 효과크기의 관찰된 분포 Q값은 34.499, 기대분포값 df=18(p=0.011)이므로 효과크

기의 동질성은 중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질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47.8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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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중간 크기의 이질성)로 이질성도 중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주 내 동질성이나 이질성

이 중간 수준이고 각 연구의 중재활동 특성, 중재기간, 횟수 및 유아의 연령이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 효과크기의 모형은 무선효과 모형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프로그램의 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전체 효과크기는 -1.090(95% CI –

1.300~-0.879)로 나타났다. 메타분석에서 효과크기는 표준표차의 단위로 표시된 것이며, 효과크기 

-1의 산출은 두 집단의 평균차이가 -1표준편차 정도로 감소함을 의미한다(Beeson & Robey, 2006; 

Lietz, 2006; 황성동, 2014, 재인용). 효과크기가 절대값 .80이상이면 큰 효과로 보는 기준(Cohen, 

1977, 1988; 황성동, 2014, 재인용)에서 볼 때, 본 연구의 효과크기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변인 모형 k ES(g)
95% CI

Q df p  
Lower Upper

유아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Fixed 19 -1.041 -1.188 -0.893
34.499 18 0.011 47.825

Random 19 -1.090 -1.300 -0.879

* k=number of effect sizes, ES(g)=Effect Size(Hedges' g), 95% CI 신뢰구간, Q=관찰된 분산, 

  df=동일모집단 효과크기에 기초한 분산,  =총 분산 대비 실제 분산의 비율

<표 2> 유아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의 전체 효과크기

최종 메타분석에 사용된 총 19편의 출판 오류 분석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고

정효과 모형으로 출판 오류를 분석한 결과, 좌우 완전 대칭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Duval과 Tweedie(2000)(황성동, 2014, 재인용)의 ‘Trim and Fill’을 이용하여 가상

의 효과크기 값을 대입하고 대칭적으로 교정하여 분석한 결과 adjusted value의 효과크기는  

-1.02364(95% CI –1.16850~—0.87879)로 나타나 observed value -1.02364(95% CI –1.16850~—

0.87879)과 통계적으로 동일하여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출판 오류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

나, 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의심할 수준은 전혀 아니므로 본 연구의 대상 프로그램들이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출판오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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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인 k ES(g)
95% CI

Q df p
Lower Upper

중재활동의

심리적 특성

집중적 

심리치료
3 -2.014 -2.740 -1.287

25.894 4 0.000
심리-자기 4 -1.594 -1.916 -1.273

초인지-명상 3 -0.898 -1.249 -0.548

신체활동 8 -0.852 -1.058 -0.647

기타 1 -0.420 -1.047 0.207

실험집단

인원수

10명 이하 3 -2.014 -2.740 -1.287

7.722 3 0.052
11-19명 1 -1.701 -2.536 -0.866

20-29명 10 -0.979 -1.180 -0.778

30명 이상 5 -0.970 -1.207 -0.733

실험처치

기간

7주 미만 3 -1.291 -1.692 -0.889

0.524 3 0.914
8-10주 10 -1.032 -1.231 -0.832

11주 이상 5 -0.926 -1.224 -0.629

불분명 1 -1.031 -1.579 -0.483

실험처치

횟수

12회 미만 4 -1.125 -1.500 -0.750

0.648 2 0.72313-24회기 11 -1.078 -1.271 -0.885

25회 이상 4 -0.906 -1.195 -0.616

* k=number of effect sizes, ES(g)=Effect Size(Hedges' g), 95% CI 신뢰구간, Q=관찰된 분산, 

 df=동일 모집단 효과크기에 기초한 분산,  =총 분산 대비 실제 분산의 비율

  2) 조절변인에 따른 효과 

조절변인에 따라 연구대상 프로그램들이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Meta-ANOVA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조절변인에 따른 유아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의 효과크기와 조절효과

<표 3>에서 프로그램이 미치는 전체 평균 효과크기와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중재활동의 특성의 경우, 집중적 심리치료에 의한 효과크기는 -2.014, 심리적인 자기 요인이 

포함된 활동들의 효과크기는 -1.594, 초인지 및 명상과 관련된 활동의 효과크기는 -0.898, 신체활

동에 의한 효과크기는 -0.852, 그리고 기타 방과후 실외활동의 효과크기는 -0.420로 나타났다. Q

값은 25.894 (df=4, p<.001)로 나타나 5개 집단 간 효과크기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둘째, 실험집단의 유아 인원수의 경우, 10명 이하의 소집단의 효과크기는 -2.014, 11명~19

명 집단의 효과크기는 -1.701, 20~29명 집단의 효과크기는 -0.979, 30명 이상 집단의 효과크기는 

-0.970, Q값은 7.722(df=3, p>.05)로 나타나 4개 집단 간 효과크기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

할 수 없다. 셋째, 실험처치 기간의 경우, 7주 미만의 효과크기는 -1.291, 8~10주간의 효과크기는 

-1.032, 11주 이상 집단의 효과크기는 -0.926, 그리고 실험처치기간이 불분명한 집단의 효과크기

가 -1.031로, Q값은 0.524(df=3, p>.05)로 나타나 4개 집단 간 효과크기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넷째, 실험횟수의 경우, 12회 이하의 효과크기는 -1.125, 13회 이상 24회 이하의 

효과크기는-1.078, 25회 이상의 효과크기는 -0.906이며, Q값은 0.648(df=2, p>.05)로 나타나 3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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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간 효과크기가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결과에서 유아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의 조절변수 중 연구 간 효

과크기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변수는 중재활동의 심리적 특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뢰받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집중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

반유아를 대상으로 자기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을 포함시킨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발표된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보고한 문헌들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고, 메타분석을 활용하여 향후 보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감소 중재 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먼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연구대상 문헌들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 문헌 고찰을 위해 최종 선정된 유아를 위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의 연구들은 

총 27편으로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2010년 이후에 발표되고 있으며, 최근 점점 더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 이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유아들에게 이미 스트레스는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어버

렸음을 시사하며,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프로그램이 필수불가결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

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개발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도구 개발, 중재자 훈련, 그리고 

관련 이론적 검토를 위한 노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재활동의 유형으로는 

대근육 중심의 신체활동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그 다음으로 자기와 관련된 심리적 요소

를 포함시킨 프로그램과 의뢰된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집중적 심리치료 프로그램, 인지 및 명

상 관련 활동의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이론적 근거 및 개념적 연관

성을 함께 제시한 프로그램은 14편 정도로 이론적 토대에 근거한 프로그램 구성 노력이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프로그램 실시뿐만 아니라 사전-사후 간 프로그램의 효과 검

사과정에 있어서 유아들의 담임교사 혹은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다보니 검사자의 맹검이 진행되

기 어려운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도 대상문헌의 질 평가 검토과정에서 신뢰도 확보를 

위한 검사자의 맹검을 실시한 문헌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대상문헌들의 효과크기가 전반적으

로 매우 높게 나타나더라도 연구처치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추후연구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검

사자의 훈련과정은 제시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는 중재자의 자격이나 훈련과정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러한 부분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 

참여 인원수는 20명 이상 29명 이하의 분포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한 학급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이 실시된 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험처치 기간, 실험횟수, 

회기 당 소요시간은 연구들마다 모두 달라 일관된 기준으로 비교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연구대상 문헌들의 프로그램 효과 및 조절변인에 대해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된 모든 문헌은 프로그램 실험집단의 전후 스트레스 총점이 통제

집단과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 또한 평균 효과크기는 -1.090(95% CI, 

-1.300 ~ -0.879)로 -1표준편차 이상의 감소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80표준편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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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크기는 매우 높은 효과크기(황성동, 2014)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대상문헌들이 

보여주는 유아 스트레스 감소 효과는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

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이를 실제 유아교육

기관에 보급하여 실행하려는 노력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의 조절변수 중 연구 간 효과크기의 차이

를 설명해주는 변인은 중재활동의 심리적 특성이었다. 특히, 중재활동 중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유형은 집중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의뢰받은 6명 혹은 1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된 놀

이치료와 음악치료 프로그램이었다. 집중적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크기가 –2.014 표준편차

였고, 그 다음으로 자기표현 및 자존감과 관련된 심리적 요소가 포함된 프로그램의 효과크기가 

–1.594 표준편차임을 감안해 볼 때 본 연구 대상문헌의 전체 평균인 -1.090 표준편차만큼의 변

화보다 더 큰 감소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각성된 활발한 신체활동이나 이완을 위한 정적인 프로

그램 모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여기에 유아들의 ‘자기’와 관련된 심리정서

적인 요소를 다루는 내용이 더해질 때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Ray(2007)

는 아동중심 놀이치료 기법과 교사 컨설팅을 통해 교사와 유아 간의 관계적 스트레스를 감소시

켰을 뿐 아니라 아동중심 놀이치료 기법을 통해 유아의 자기 회복력을 증진시킨 결과를 밝혀내

기도 하였다. Felsenstein(2013) 또한 일반유아들이 아닌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한 유아들을 대

상으로 음악치료를 실시하긴 하였으나, 외상후 스트레스를 경험한 유아들의 외상후 회복력을 높

이고 이들이 지닌 스트레스를 감소시켰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유아들에게 직접적이며 집중적

인 치료를 실시한 후 손상된 자기를 건강하게 회복시켰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

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집중적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의뢰된 유아들은 일반유아들에 비해 

프로그램 실시 전 이미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 상태였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이고 개별

화된 치료의 효과가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유아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치료 접근

의 프로그램 개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토대로 후속 유아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다

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프로그램에서 실시되는 활동과 스트레스와의 이론적 관련성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설계 

시 중재자와 검사자로부터 객관성,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맹검에 대한 시도와 그 과정을 연구

방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검사자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직접 실시하는 중재자의 적합성과 

훈련과정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아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는 대

부분 염현경(1998)의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Burts 외(1990)의 도구와 Parfenoff와 Jose(1989)

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Parfenoff와 Jose의 도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이지만 

염현경(1998)과 Burts 외(1990)의 도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된 도구였다. 이처럼 스트레스 관

련 도구가 한정적임을 살펴볼 때, 향후 다양한 유아용 스트레스 측정 도구도 개발될 필요가 있

겠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최근까지 이루어진 유아 대상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체

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통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높은 효과를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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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종합적으로 밝혀내었다. 또한 이후의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연구를 위한 방법들을 

제안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앞으로의 유아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헌고찰 연구 방향에 대해 제

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통적인 메타분석 방법으로는 다양한 공변인을 고려한 효과크기를 

산출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공변인을 모두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효과 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재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효과크기를 산

출할 수 있는 메타분석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물은 모두 

국내에서 출간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들이었다. 이에 추후연구에서는 국내 출간물 뿐만 아

니라 국외 연구물을 함께 포함하여 좀 더 다양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비교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이 중재효과와 관련하여 

다소 단편적이고 기술적인 수준에서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와 관련된 질적 자료를 토대로 한 심층적인 분석과 고찰이 이루어지는 메타분석이 병행되길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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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llowing the protocols for meta-analysis process,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the current state and 

effectiveness of stress reduction programs for young children. A population, intervention, 

comparisons, outcomes, study design strategy was established, and 2,322 pieces of literature from 3 

electronic databases of RISS, KISS and DBpia using the key words such as“young children 

stress”were reviewed. Twenty-seven of these references met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for 

systematic review and 19 references were selected for meta-analysis.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1) Most of the literature was published around 2010. Many types of stress reduction programs were 

related to physical activity for 5-year-old children. (2) Stress reduction programs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young children’s stress reduction and especially, psychological therapy activity 

programs are more effective than others. The implications of the systematic review findings are 

discussed in the article. 

▶Key Words : young children, stress reduction program, systematic review, meta-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