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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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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of Self-confid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lated to Sense of Humor and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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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 of sense of humor and music on the self-confidence of elementary 
students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The research found differences between the impact of each participants’ 
sense of humor and sense of music on self-confidence.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mprised 265 
children who were 3rd to 6th grade elementary students who lived in Seoul, Gyeonggi- do and Gangwon- do. The 
participants reported their sense of humor sense, sense of music and self- confidence on three separate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descriptive statistics and t-test, ANOVA and Kruskal-Wallis 
test. Results: The results showed an increase in self-confidence related to the higher income status, young aged 
mothers and birth order. Moreover, academic achievement was shown to relate to a high sense of humor and 
music, and self-confidence. The elementary students with a sense of humor and music and self- confidenc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each other. Conclusion: The abov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source i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pplying sense of humor and music to improve the self-confid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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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초등학교 학생의 특징은 급격한 신체적 발달과 상호의존적 

또래관계 형성, 사회적 공동체의식 및 학업단계별로 이루어야 

할 과업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학교환경에서 집단생활과 부

모,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에서 사회성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학업과정에서의 성취감을 통해 근면성과 함께 자아개념 및 자

신감 등이 성숙되어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을 긍정적으로 직면

하게 된다(Koh, Kim, & Noh, 2000; Sim, 2006). 

최근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아동의 문제로는 학업성취, 사

회적 관계에서의 부담감과 사회적 경쟁 구도 및 부모의 기대

치 상승에 미치지 못하게 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열등감과 같은 위기갈등을 겪

게 된다(Woo & Park,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와 

위기의 상황에서도 긍정적 사고와 자신감 있는 행동적 태도가 

강화 되어 있다면 다양한 문제를 부정적인 결과 없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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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결하며 극복하게 된다(Choi, 2005; Kim, 2014; Kim, 

2012; You, 2010).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아동의 긍정적사고와 

자신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개념은 다양하지만 유머감각과 음악성에 따른 관련성은 매우 

접한 공통의 의미가 존재 하며 긍정적사고와 자신감을 강화 

시켜주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Bennett, 2003; Dowling, 2002; Kim, 2002; Rew & 

Horner, 2003; Sim, 2006; Yang, 2012). 

유머감각은 긍정적 사고와 함께 자신감을 강화 시킬 수 있

는 속성으로 유머감각을 증진하는 것은 아동에게 웃음과 즐거

움을 갖도록 하여 삶의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대처능력의 중요한 근원인 자신감을 강화

시켜준다고 하였다(Kim, 2002; Sim, 2006). 특히 유머의 효

과는 아동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부정적인 불안과 긴장감, 

위축 및 분노의 감정을 완화시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유머의 효과에 대해 설명하였다(Rew & Horner, 2003; Sim, 

2006). 더욱이 초등학교 학생은 급속한 신체적, 심리적 및 정

서적 성장과 더불어 유머감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유머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적용과 유머를 활

용한 중재를 실시할 때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Bennett, 2003; 

Dowling, 2002). 그러므로 아동에게 잠재적 유머감각을 강

화시켜 주거나 개인적 혹은 학교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

회를 주고 이를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교

육과정에서 실행하도록 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른 긍정적인 측면에서 최근에는 자신감을 강화시키기 위

한 방안으로 음악성과 또 다른 예술적 감각수준을 높이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음악성을 가진 아동은 인지적, 창의적, 예

술적인 감각을 생산하여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초등학

교 학생의 학업성취와 사회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며 역시 긍정적 사고와 다양한 음

악적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긍정적 사고 및 자신감을 강화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Hwang & Kim, 2010; 

Yang, 2012). Yang (2012)은 음악성과 정서지능 및 사회성

과의 관련된 연구에서 예체능 영역과 정서적 지지와는 상관관

계가 높은 것을 밝히고 있으며, Ji (2001)의 연구결과에서도 

음악성을 활용하거나 강화시키기 위한 음악활동은 아동의 정

서적 안정과 자기 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

고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성과 함께 음악은 자신의 생각과 감

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며, 음악 감

상이나 연주활동은 초등학교 학생을 위해서도 스트레스 해소

는 물론 내적, 상호교류적인 갈등에 대한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음악활동을 통한 감정

표현은 내적인 안정을 심어주며 편안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서적 자극을 돕는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

다(Lim, 2005). 또한 음악활동을 통해 타인과의 교류기회로 

새로운 외부세계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가지게 되며 성공적

인 활동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갖게 된다. 

즉 멋진 연주 및 음악과 함께 하는 활동은 자신의 기량을 증대

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반복되는 성취감을 통해 자기 가

치를 높이는 것으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어진다(Kim, 2012; Koh et al., 2000 ; You, 2010). 

이와 같이 초등학교 학생의 전체적인 발달과정에서 긍정적 

사고를 강화하고, 학업성취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신감

을 증진 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Han (2004)은 자신감 형성 프

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수줍음 감소에 효과를 보이고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였으며, 곧 자신감 형성은 초등학교 학

생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

로 설명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대부분 학령전기 아동이나 특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활동 및 효과에 대한 연구와 질환

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머중재 적용과 관련된 연구

가 있을 뿐 초등학교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학령기 아동을 대

상으로 하는 유머감각 혹은 음악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문헌을 통해 파악이 되는 것과 같

이 긍정적 사고를 통한 자신감 신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유머

감각과 음악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

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이 발달과

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유머감각과 음악성의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에 초등학생들에게 존재하는 유머감각과 음악성의 정도

를 파악하여 자신감과의 관련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결과를 통

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초등학교 교육환경에서 학

생들의 유머감각 및 음악성의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

는 관심과 추후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목적은 초등학교 학생의 유머

감각과 음악성 및 자신감의 수준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에 

대한 상관관계 및 유머감각과 음악성의 수준이 아동의 자신감

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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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유머감각과 음악성 및 자신감의 정도를 파

악한다.

연구대상자의 유머감각과 음악성 및 자신감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대상자의 유머감각과 음악성 및 자신감 간의 관련성

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유머감각, 음악

성 및 자신감을 측정할 수 있는 관련된 도구를 활용하여 각각

에 대한 아동의 상황을 파악하고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초등학

교 학생의 자신감과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

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초등학생을 3, 4, 5, 6학년 대상으로 각

자에게 존재하는 유머감각, 음악성이 자신감의 정도와 자신감

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대

상을 3학년에서 6학년 아동으로 선정한 이유는 1~2학년 대상

에게는 설문지 내용에 대한 이해와 집중도가 부족하다고 인식

되었고 아울러 초등학교 교사들의 조언을 참고로 이와 같이 구

분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대상은 연구목적, 자율적 동의와 

관련된 내용이 첨부된 설문지를 읽은 후 보호자의 동의와 학생 

스스로 연구참여에 관심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G* 

Powe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출하였고, 유의수준⍺=.05, 

효과크기는 중간크기인 0.15, 검정력은 95%로 설정하여 예측

변수를 10개 정도로 감안하여 파악한 결과 적정 표본 수 172

명 정도가 파악되었으나(Faul, Erdfelder, Lang, and Buch-

ner, 2007) 중도탈락의 우려를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자료

수집인원은 280명의 설문지를 수거하였으나 15명의 설문지

는 코딩 시 설문응답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여 자

료분석 가능한 설문지에 참여한 265명의 대상을 참여자로 최

종 선정하게 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유머감각(MSHS), 음악성 및 자

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측정도구는 

신뢰성과 타당도가 증명이 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유머감각

초등학교 학생의 유머감각을 측정하기 위해서 Thorson과 

Powell (1993)의 다면적 유머감각 척도(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 MSHS)를 Lee (2005)가 번역하여 

수정 ․ 보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유머감각에 대한 

상황, 유머에 대한 자신감 및 유머 활용방법적인 부분이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척도로 사용하였다. 

척도의 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

의 5점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

위는 20점에서 100점까지이고 이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합하

여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유머감각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

고 신뢰도 Cronbach's ⍺는 .91,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8

이었다. 

2) 음악성

음악성을 알아보기 위해 Yang (2002)외 다수 논문에서 사

용된 도구를 Cho (2005)가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 맞도록 

수정 ․ 보완하였다. 본 도구를 선정한 이유는 음악성에 대해 개

인의 흥미도 및 음악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포함하고 있어 

음악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선

정하였다. 측정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매우 그렇

다(5점)'의 5점 척도로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능한 총

점의 범위는 30점에서 150점까지이며 이 척도로 측정한 점수

를 합하여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음악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는 .82, 본 연구에서 

음악성의 도구 신뢰도는 .97이었다. 

3) 자신감

아동의 자신감을 측정하기 위해 Harter가 개발한 척도

(1985)를 기초로 하여 Rhee, Shin과 Song (1992)이 우리나

라 초등학교 아동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초등학교 3~6

학년용 자아지각 척도를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선정 

이유는 자신감을 파악하기 위해 내면적 자신감, 대인관계 자

신감 및 수행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파악하는 세부적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 본 연구의 척도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척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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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의 범위는 40점에서 200

점으로 측정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적 자신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Cronbach's ⍺는 .89이며 본 연구에

서의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1) 자료수집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3월 10일~2014년 5월 30일까지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은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기도에 있는 중소도시 및 지방의 지역적 특성을 고

려해 분포하여 협조를 구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

문하거나 전화로 연구목적을 충분히 후 기관장에게 협조 허락

을 받았다. 연구진행을 허락한 학교에 설문지를 보내어 교사

들의 협조를 얻어 가정통신문을 통해 부모 와 학생의 동의서

를 얻고 설문에 답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수집된 자료는 

탈락자를 제외한 최종 265명의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2)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처리하였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유머감각, 음악성, 자신감은 서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 음악성, 자신감 

차이는 t-test, ANOVA, Kruskal-Wallis test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초등학교 학생의 자신감의 관련성

을 파악하기 위해 다변량 회귀분석으 로 하였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265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아동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아버

지의 연령은 40대가 205명(77.4%)으로 가장 많았고, 30대는 

27명(10.2%), 50대가 31명(11.7%)으로 전체 평균 44.16세로 

파악되었다. 어머니의 연령도 아버지와 같이 40대가 가장 많

았고 178 (67.2%), 30대가 79명(29.8)으로 어머니의 평균 연

령은 41.36로 나타났다. 

아동의 연령은 11~12세가 각각 90명(30.0%), 92명으로

(34.7%)로 가장 많았고, 10세는 41명(15.5%), 13세가 35명

(13.2)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은 비슷한 수준으로 남자는 

123명(46.4%), 여아는 142명(53.6%)이었으며 아동의 전체 

연령은 11.46세이었다. 부모의 경제수준은 300~400만원 미

만이 90명(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 미만이 

77명(29.1%)이었고 100~200만원 미만이 48명(18.1%), 400

만원 이상의 수입이 50명(18.9%)으로 파악되었다.

아동의 종교는 기독교가 148명(55.8%)으로 가장 높은 분

포를 보여주었고 불교는 32명(12.1%), 천주교 17명(6.4%), 

종교가 없거나 그 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68명

(25.7%)으로 많은 분포의 비율을 나타냈다. 형제 수는 아동 

본인을 포함하여 1명이 97명(36.7%), 형제수가 본인 포함해

서 2명은 130명(49.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출생순위는 

맏이인 경우가 153명(57.7%)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학업성

취에서는 중위권 아동(성적 30~60% 해당)이 162명(61.1 %)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위권(성적 30% 이상)이 86명

(32.5%), 하위권(성적 60% 이하)이 17 (6.4%)로 응답하였다

<Table 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 음악성, 자신감 차이

일반적 특성과 관련하여 유머감각과 음악성 및 자신감과

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여러 가지 관련성이 있었으며 이에 대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아동의 자신감은 어머니의 연령

에 따라 유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어머니의 연령대

가 30대인 경우 아동의 자신감이 가장 높았다(p<.05). 아동

의 성별과 음악성과의 관련성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으며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음악성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경제수준과의 관련성에서는 음

악성과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p<.05), 특히 자

신감은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형제 수가 많은 수록 자신감이 높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으며 특히 형제가 5명인 경우 자신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p<.05) 출생 순위에서도 자신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첫째가 가장 자신감이 높았고 넷째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나 출생순위가 늦어질수록 자신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p<.01). 학업성취에 대해서는 유머감각(p<.01)과 음악

성(p<.01) 및 자신감(p<.001)에서도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유머감각이 있었고,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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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6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or M±SD

Father's age
20s 
30s 
40s 
50s 
60s 
Total

44.16±4.507
 1 (0.4)

 27 (10.2)
205 (77.4)
 31 (11.7)
 1 (0.4)

 265 (100.0)

Mother's age
20s
30s
40s
50s
Total

41.36±3.834
 1 (0.4)

 79 (29.8)
178 (67.2)
 7 (2.6)

 265 (100.0)

Age (year)
9
10
11
12
13
14
Total

11.46±0.992
 4 (1.5)

 41 (15.5)
 90 (34.0)
 92 (34.7)
 35 (13.2)
 3 (1.1)

 265 (100.0)

Gender Boy
Girl
Total

123 (46.4)
142 (53.6)

 265 (100.0)

Monthly income
(10,000 won) 

＜200 
200~299 
300~399
≥400
Total

 48 (18.1)
 77 (29.1)
 90 (34.0)
 50 (18.9)

 265 (100.0)

Religion Christian
Buddhist
Catholic
Others & none
Total

148 (55.8)
 32 (12.1)
17 (6.4)

 68 (25.7)
 265 (100.0)

Number of brother 1
2
3
4
5
Total

 97 (36.7)
130 (49.1)
 31 (11.7)
 6 (2.3)
 1 (0.4)

 265 (100.0)

Birth order 1
2
3
4
Total

153 (57.7)
 91 (34.3)
16 (6.0)
 5 (1.9)

 265 (100.0)

Academic 
performance

High level
Middle level
Low level
Total

 86 (32.5)
162 (61.1)
17 (6.4)

 265 (100.0)

성 및 자신감도 아울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음으로 아버지의 연령, 아동의 연령 및 아동의 종교에 따른 유

머감각, 음악성, 자신감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영향

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 과의 상관관계

초등학교 학생의 자신감, 유머감각, 음악성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이 유머감각, 음악성과 자신감은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4.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초등학생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초등학생의 자신감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

서 자기상관 검정과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으

며 연구 통계 분석결과, Durbin-Watson 값이 1.928로 자기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차한계(Tolerance)

는 0.1 이상,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는 10 이하로 분석되어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분석 결과 초등학교 학생의 자신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유머감각, 음악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고, 일

반적 특성 중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 연령, 경제수준, 형

제 수, 출생순위, 학업성취를 독립변수로 한 모형에서 나타난 

결과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F=33.313, p<.001). 

이와 관련된 설명력은 46.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자

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유머감각(β=0.359, 

p<.001), 음악성(β=0.309, p<.001)과 일반적 특성 중 학업

성취(β=0.216,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각 아동의 유머

감각과 음악성 및 자신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변수간의 관련요

인을 파악하고자 시행되었으며 본 연구분석에서 나타난 결과

를 토대로 일반적 특성과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 정도, 유

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 간 상관관계 및 초등학생의 자신감

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주요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논의 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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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Self Confidence by Characteristics with The Humor and Music Sense

Characteristics Categories
Humor sense  Music sense  Self-confidence

 M±SD   M±SD   M±SD

Father's age 20s 
30s 
40s 
50s 
60s 
x2 (p)

98.00±0.00
 73.93±12.60 
 73.47±13.14 
 71.19±11.06 
96.00±0.00
 7.127 (.129)

 72.00±0.00
 110.93±26.85 
 117.06±26.27 
 112.61±25.25 
 83.00±0.00
 6.538 (.162)

124.00±0.00
 150.96±18.82 
 150.10±22.01 
 146.26±20.57 
157.00±0.00
 3.087 (.543)

Mother's age 20s 
30s
40s
50s
x2 (p)

98.00±0.00
 73.19±13.63 
 73.74±12.55 
 64.57±11.41 
 5.502 (.139)

 72.00±0.00
 116.16±27.22 
 115.63±25.97 
 115.43±25.32 
 2.511 (.473)

124.00±0.00
 151.71±23.50 
 149.84±19.78 
 126.00±27.93 
 9.218 (.027)

Age (year) 9
10
11
12
13
14
x2 (p)

 75.25±13.40 
 71.07±13.02 
 74.07±12.74 
 73.57±13.76 
 73.94±11.20 
 73.67±19.76 
 1.828 (.872)

 119.25±22.79 
 110.88±24.57 
 113.70±26.14 
 117.62±26.07 
 117.94±29.79 
144.67±3.51 
 8.204 (.145)

 162.50±21.17 
 144.34±23.69 
 150.46±19.66 
 149.72±21.65 
 152.14±23.49 
 151.33±10.02 
 4.672 (.457)

Gender Boy 
Girl
t (p)

 72.95±13.70 
 73.84±12.31 
-0.551 (.582)

 107.40±29.00 
 122.74±21.44 
 -4.937 (＜.001)

 147.65±24.15 
 151.42±18.80 
 -1.425 (.155)

Monthly income
(10,000 won) 

less than 200
200~299 
300~399 
 400 or higher
F (p)

 70.15±12.81 
 73.23±13.57 
 73.37±12.49 
 76.98±12.43 
 2.321 (.076)

 113.60±24.93 
 109.68±29.04 
 117.09±24.54 
 124.06±24.48 
 3.293 (.021)

 144.00±24.87 
 145.92±21.09 
 153.19±20.11 
 154.54±19.23 
 3.663 (.013)

Child's religion Christian
Buddhist
Catholic
Others & none
x2 (p)

 73.90±13.02 
72.59±9.78 

 76.71±16.10 
 71.97±13.33 
 2.302 (.512)

 119.16±24.83 
 112.00±26.04 
 116.12±29.63 
 109.49±27.96 
 7.229 (.065)

 149.78±21.08 
 151.22±18.30 
 152.65±23.48 
 147.94±23.48 
 0.696 (.874)

Number of brother 1
2
3
4
5
x2 (p)

 72.45±12.27 
 74.40±13.48 
 69.16±12.18 
 74.17±11.46 
64.00±0.00
 9.535 (.090)

 115.12±24.65 
 116.08±27.72 
 112.39±23.55 
 108.17±41.10 
145.00±0.00
 4.046 (.543)

 148.90±21.15 
 150.95±22.16 
 143.23±17.96 
 138.67±21.24 
157.00±0.00
 11.533 (.042)

Birth order 1
2
3
4
x2 (p)

 74.25±13.54 
 73.09±11.61 
 69.56±15.42 
67.50±6.40 
 2.756 (.431)

 115.48±26.40 
 116.48±25.55 
 116.63±25.74 
  97.00±47.74 
 0.549 (.908)

 151.51±22.41 
 150.62±17.27 
 133.94±26.57 
 128.00±16.51 
 12.573 (.006)

Academic 
performance

High Level
Middle Level
Low Level
x2 (p)

 76.26±12.55 
 72.65±13.01 
 66.47±11.36 
 11.612 (.003)

 123.36±26.29 
 112.52±25.56 
 105.94±25.81 
  14.892 (.001)

 160.60±20.14 
 145.75±19.40 
 131.71±23.11 

 44.23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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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mpact of Self-confidence in Humor and Music Sense

Variables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Constant) 73.894 13.910 5.312 ＜.001

Humor sense  0.594  0.084 .359 7.107 ＜.001

Music sense  0.251  0.041 .309 6.125 ＜.001

Mother's age  -0.335  0.273 -.060 -1.226 .221

Monthly income  1.260  1.013 .058 1.245 .214

Number of brother  -0.793  1.344 -.031 -0.590 .555

Birth order  -2.080  1.721 -.066 -1.208 .228

Academic performance  8.161  1.834 .216 4.450 ＜.001

R2=.462, F=33.313, p＜.001

Table 3. Correlation Matrix among the Measured Variables

Variables
Self-

confidence
Humor 
sense

Music 
sense

Self-confidence 1

Humor sense 0.552*** 1

Music sense 0.512*** 0.410*** 1

***p＜.001.

1. 일반적 특성과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 정도

초등학교 아동의 일반적 특성과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

감과의 정도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각 개념과 관련

하여 어머니 연령, 경제수준, 형제 수, 출생순위, 학업성취부

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머니의 연

령은 자신감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평균 연령 30대의 어

머니를 두고 있는 아동의 자신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이유는 어머니의 나이가 젊을수록 학력이 높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의 인식 변

화와 함께 아동의 잠재적인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의 지지를 통한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양육방법에서 나

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이는 Choi (2005)의 연구에서도 초기

에 부모가 사용한 육아방식에 따라 아동 발달의 기본 틀이 형

성되고 그 이후에도 아동의 자신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수준으로 아동의 자신감은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

준은 곧 아동의 양육환경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

거나 아동에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Koh 등 

(2000)의 연구결과에서도 안정되고, 편리하고, 쾌적한 가정

에서 불안감 없이 적극적인 사회 정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은 자신감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서도 

경제적 수준은 아동의 자신감과 매우 접한 관계가 있는 결

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동의 발달과 양육을 위한 지

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아동이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의 자신감 발달을 성공적으로 지

지하기 위해 가족 내의 환경 개발을 위해 부모 및 사회에서의 

지지를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형제 수에 따라서는 형제 수가 많을수록 자신감이 높은 유

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아동의 형제수가 5명인 경우 자

신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형제수가 많을수

록 형제자매와의 관계에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협동심이나 

자율성을 통해 사교적이고 타인과 잘 어울리려고 하는 성향과 

함께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결과와는 반대로 

Kim (2006)의 연구에서는 외동아와 형제아의 학업성취 결과 

및 자신감과 관련된 연구에서 외동아가 형제아보다 학교 적응

능력, 자기조절능력이 있으며 자신감등이 더 높은 것으로 설

명하고 있다. 

출생 순위에서는 첫째 아동이 가장 자신감이 있었고, 출생

순위가 늦어질수록 자신감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역시 부모의 관심이 첫째 아이에게 집중이 되고 적극적인 아

동양육에 대한 책임감과 열의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출생순위를 통하여 알아본 국내 연구가 많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추후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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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이에 대한 조심스러운 해석이 요구된다. 

음악성과의 관련성으로는 아동의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의 성별에서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음악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여

자아동은 남자아동보다 음악에 대한 민감성이 있으며, 음악적 

감수성과 표현력, 음악적 사고력이 높으며, 여러 조건에서 여

자 아동은 남자보다 음악을 접할 기회가 좀 더 많아 음악적인 

성향이 강화되어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특히 초등학교 고

학년 수준에서는 여아들이 먼저 사춘기를 맞게 되고 남자 아

동보다 성숙이 더 빨리 발달되어서 음악적 발표능력이나 음악

활동참여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Siebenaler (2008)의 연구에서도 여자 아동들이 음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남자 아동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

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을 이룬다. 그러나 20세기 초기의 유럽 학자들은 음

악적 소질은 선천적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와서 음악성은 선천

적인 잠재력과 환경 모두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관점으로 변화

되고 있다(Kim, 2010). 이러한 차원에서 선천적 혹은 성별에 

의해 나타나는 수준이지만 지속적으로 환경적 지지 및 아동의 

음악적 사고력을 계발시켜주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제수준도 음악성과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경제수

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음악적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좋은 가

정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아동에게 다양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기초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다. 경제적 수준이 높다

는 의미는 아동의 발달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해 줄 수 있

으며 이는 음악적 활동하고도 연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

적 지지는 아동의 음악적재능을 위한 학습활동을 가능하게 하

며, 이러한 근거를 통해 작고 크게 이루어지는 연주회 참석 및 

스스로의 연주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동들은 스스로의 성취감을 맞보게 되며 이어 자기효능

감이나 자존감이 높아져 결국 자신감을 발달 될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이해된다. 

특히 학업성취와 관련된 결과에서는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학업성취가 높

을수록 유머감각, 음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역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

교 학생은 학교생활에서 학업에 따른 성취와 관련된 스트레

스, 학교 적응간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된다. 이러

한 과정에서 학업성취가 높은 아동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사고

나 대처능력이 뛰어난 대상들이며, 지적능력, 긍정적 사고나 

대처능력은 유머감각이나 음악성과의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

문에(Sim, 2006)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Woo와 Park (2008)의 연구에서도 유머는 긍정적 사고

를 강화시켜 아동의 스트레스 및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이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Kuiper et al, 2004; Silva, 2012). 이러한 연구

결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유머적 의식구조와 긍정성이 

학업과정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특성에서 나타난 결과에

서 아버지의 연령, 아동의 연령 및 아동의 종교와 유머감각, 음

악성 및 자신감과의 영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학생의 자신감과 유머감각, 음악성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에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유머감각 및 음악성과 자신감과

의 연속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

미이며 추후 가족환경 설정 및 학교교육의 방향이나 실무적인 

중재를 위해 근거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결과이다. 

지금까지 여러 선행연구(Bennett, 2003; Dowling, 2002; 

Kim, 2002; Rew & Horner, 2003; Sim, 2006; Yang, 2012)

에서도 유머감각의 특성은 음악적 흥미도에 영향을 주고 있으

며 유머감각은 곧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을 존중하고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의 형성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설

명하고 있다. 유머감각이 있다는 것은 아동에게 웃음과 즐거움

을 갖도록 하며 아동이 스스로 삶의 어려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도우며, 동시에 스스로 자신감 있는 생

각과 행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소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Kim, 2000; Kim, 2002; 

Sim, 2006).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유머는 초등학교 학생의 

자신감을 고취시켜 직면한 과업을 용이하게 해결하도록 도우

며 사회적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돕는다. 

아동의 음악성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음악 감상이나 연주 활동의 기회는 스트

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기 감정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여 내적인 안정감을 심어주어 정서적인 자신감

을 강화시킨다(Lim, 2005).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은 소위 

위기,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불리는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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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으로 음악 활동의 효과는 매우 긍정적이다. Kim 

(2010)의 연구에서도 음악적 수준이 높은 아동은 높은 감수성

과 직감력 인내력, 리더쉽, 독립적인 자율성 및 자신감을 지니

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음악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

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통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기

회를 줄 수 있고 음악과 관련 된 여러 가지 외부활동을 통해 새

로운 환경을 경험할 수 있고 목표달성을 위해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전체 삶의 과정에서 자신감이 있

는 인격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한다(Kim, 2012; Shin, 2001; 

You, 2008). 

유머감각을 통한 행동의 확장과 음악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는 사회적 관계 및 목표 성취 등의 자신의 능

력을 인정하고 조정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고와 행동양상

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각각의 관련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서 파악된 유머감각, 음악성과 자신감 간

의 상관관계에서 정적 관계가 있다는 의미를 확인한 것은 매

우 의미가 있는 연구결과이며 이를 기반으로 추후 교육의 과

정, 교육환경 및 학교 보건 실무에서도 건강증진 적인 차원에

서 긍정적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3.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초등학생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결과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변수로는 유머감각, 음악성, 학업성취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즉 유머감각과 음악성이 있는 초등학교 

학생은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더 자신감이 높아 학교생활에서

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뿐만이 아니라 학업성취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유머감각

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유머감각은 자기 통제력을 강

화시키면서 일상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학교생활에도 잘 적

응하도록 하여 자신감을 얻도록 하는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

(Woo & Park, 2009)을 이룬다. Sim (2006)의 연구에서도 만

성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에게 유머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친구관계형성이 강화되면서 자신감 있는 행동을 나타내었

던 결과는 즉 유머감각과 자신감이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지지하고 있으며 좋은 유머감각이 바탕이 된 자신감은 초등학

교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으며 학업성취는 

물론 사회적 관계형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Cann과 Calhoun (2001)도 유머

감각은 교사 관계 및 교우관계에서도 사회적으로 유능한 능력

이 있고, 특히 외향적, 협동적이고 흥미롭고 창의적이며 지적 

그리고 안정적인 정서를 지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유

머감각의 후광효과는 아동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감있는 행동

을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논

의과정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

로 초등학교 내의 교육방법에 자신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유머감각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일상생활에서도 유머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음악성과 자신감이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성이 있는 초등학교 학생은 자신감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더 자신감이 좋다는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부진아동

에게 방과 후 학교 음악 프로그램이 실제로 유의미하지는 않

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습부진아동들의 사회성발달과 자

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Yun, 2013). 

그리고 Hwang과 Kim (2008)의 선행연구에서도 유아의 음

악성도 연령에 따라 향상될 수 있으며, 음악활동은 아동의 긍

정적인 사회성과 정서능력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

라서 이러한 발달 과정을 통한 초등학교 학생의 음악성이 신

장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은 곧 자신감을 아울러 향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업 성취와

의 관련성이 파악이 되었다. 학업성취능력은 학교 및 일상생

활의 정서적, 행동적 적응에 따라 결과가 매우 상이하게 나타

난다. 학교 내 많은 과업에서 긍정적 사고를 통해 사회적 관계

를 잘 맺고 자기 스스로의 목표 성취를 위해 자기의 통제 능력

과 함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성취감은 학교생활에서의 적응

뿐만이 아니라 자신감을 강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의 유머감

각과 음악성 및 학업성취도는 아동의 자신감과 유의한 상관관

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유머감각과 음악성은 자신

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며 이는 유머감각이 있을수록 

자신감을 높여주며 음악성이 높을수록 활동적인 면에서의 자

신감 있는 사고와 행동양상으로 도움을 줄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유머감각과 음악성은 자신감을 높

이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이에 대한 대안과 관심이 

초등학교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

는 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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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유머감

각, 음악성 및 자신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유머감각과 음악성

과 자신감의 상관관계 그리고 유머감각, 음악성이 자신감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초등학교 3, 4, 5, 6학년 265명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젊을수록 아동의 자신감과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었고 성별에서 여자 아동이 남자 아동에 

비해 음악성이 높았고, 경제적 수준은 음악성과 자신감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자신감에서는 경제수

준이 높을수록 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 수에 

따라 형제가 5명인 경우 자신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출생순

위에서는 첫째가 가장 자신감이 높았고 출생순위가 늦어질수

록 자신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학업성취에서는 학업

성취가 높을수록 유머감각, 음악성 및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버지의 연령, 아동의 연령 및 아동의 종교에 따

른 유머감각, 음악성, 자신감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초등학교학생의 유머감각, 음악성과 자신감에서

는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유

머감각과 음악성이 초등학생의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본 연구 분석 결과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

머감각, 음악성 및 개인의 일반적 특성 중 어머니 연령, 경제수

준, 형제 수, 출생순위, 학업성취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초등학교 학생의 유머감각 및 음악성과 자신

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합적인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연구로 본 연구에서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세대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를 살

아가면서 무한적인 경쟁과 주변 기대치의 상승으로 인해 수많

은 과업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학령기 후기의 아동들은 급

격한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인 자아개념의 발달이 동시에 이루

어짐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

다. 이 시기의 자신감은 급격한 성장과정에서 아동이 성공적으

로 발달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여 사회

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새로운 집단에서 잘 적응

할 수 있으며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신

감은 긍정적인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임과 동시에 유머와 

음악성은 자신감과 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연구의 제한점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의 유머감

각, 음악성 및 자신감에 따른 상관관계와 영향을 주는 요인들

에 대한 몇 가지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세부적 개념을 포함한 항목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학교교육

이나 가정교육, 더 나아가 사회의 환경에서 유머감각을 강화시

켜줄 수 있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언어표현 및 활동을 할 수 있

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필요성 있으며 음

악성 개발을 위해 음악과목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

력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방과 후 학교 음악 프로그램 

및 음악적 흥미와 음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음악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령기 초등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학업 성

취, 사회성 발달 및 올바른 인격형성의 기반이 되는 자신감 있

는 사고로 인생의 한 발달과정을 직면하고 대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더 나아가 긍정적 사회적 적응 

및 창의성 향상과 융통성 있는 사고를 길러 한 아동을 사회적으

로 유능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아동의 유머감각이나 음악성

을 향상시켜 긍정적 자신감을 강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

인 연구개발이 요구되며, 학교교육의 변화와 사회적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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