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1.1 연  필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방 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

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 학교나 고등학교보

다 등학교가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어

그 심각성과 책마련의 필요성이 지 되고 있다[1,2].

등학교 내에서 학생 체를 살피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

르며,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함께 생활을 하다보면 교

육 측면에서 학생들의 교우 계와 사회생활 등을 살피

고 학생 개개인에 알맞게 지도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한다[3]. 학교에서는 변하는 교육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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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과잉경쟁 등의 사회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상 하나로사회성이 결여된 청소년 문제등이그 심각

성으로 부각되고 있다[4].

이러한 부정 인 상황에서 학생들의 만족감은 계속

낮아질 수 있다. 만족이란 다분히 개인 이고 주 인

감정이기는 하나 등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생활만족

이란 학생들이 학교생활 반에 걸쳐 느끼는 정 감

정이나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학교생활만족이란

래집단 속에서의 인간 계, 교육활동, 교사와의 계 등

에서 얻어지는 물리 , 심리 환경에 한 총체 인 만

족도를 의미한다[5]. 이러한 학교생활의 만족은 장시간

학교에서의 체류에서 오는 시간 , 물리 요성만 있

는 것이 아니다. 학교생활의 응, 가족이외에교사 친

구 등 다른 사람들과의 계정립이 시도되고 발 되는

사회성 발달의 시기이므로 사회 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한 기 가 형성되는 요한 시기일 뿐 아니

라 이로부터 오는 만족감이 등학교 학생의 행복과

한 련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도 학교폭력에 한 내용이 수시로 보도되면서

학교생활 반을 걱정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많아지

고 있다. 특히 등 시기는 학교생활을 본격 으로 시작

하면서 친구에 한 심이 증하고교우 계의 향력

이 커지는 가장 요한 시기로 향후 사회 계의 가장

기본 인 부분을 배워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6]. 이

시기에 등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재미와 교우 계에서

즐거움 등의 정 정서를 느끼게 되면 본인 스스로에

한 자신감이 상승하고 진취 인 성격의 형성 발달

이 이루어져 사회성 형성에도 정 인 향을 다. 반

면에 래들과의 계에서 오는 스트 스는 불안, 우울,

분노 등의 부정 정서를 유발하여학교생활부 응을 가

져오고 학교생활 불만족으로 이어지며 심해질경우 반사

회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7,8].

이처럼 학교생활과 련하여 학생들이 경험하게 될

다양한 정서는 향후 인 계 사회생활, 개인의 삶의

질 등과 같은 변인들에 강력한 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

우 요하다. 실제로 한국 · ·고등학생의 2.2%가자살

험군으로분리되는 심각한 실정으로OECD 국가 가

장 높다는 충격 인 보고와 함께 이들이 정서 인 어려

움을 겪는 빈도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9]. 이러한 정서

어려움은 학교 내 폭력과 한 련성을 가지며

래 계를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가는유소년의 경

우 인 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 혼란이 학교 내

폭력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한 시민으로의

양성을 한 사회 인 측면에서도 유소년의 정서교육의

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10,11]의 연구에서도 학교생

활에서 학생들의 창조, 표 조 의 정서는 잠재 인

성장발달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으며, 정서에는 다

양한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의 확립은 나이가 어릴수록그 요성이 더 크다. 신

체 , 정신 으로 미숙한 시기에 놓인 등학생의 경우

어린 시 부터 학교생활에 흥미, 즐거움, 재미 등을 경험

한 학생일수록 학습활동의 지속 인 내 동기가 유발되

며[12], 일상생활 속의 다양한 도 과 경험을 하면 할수

록 정 이고 인 인 발달을 이룬다[13]. 한 어린

시 에 경험하는 신체활동과 음악을 동반한 술 경험

이 되는 무용활동은 풍부한 정서를 제공하게 되고, 이러

한 경험은 건강한 성장 발달의 지표가 되며, 문화 술을

리고 즐길 수 있는 성인으로의 성장 발달에 기 를 제

공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을 해 방안 책 하나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진행하고있으며, 이에 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80%에

달하고 있다. 구체 인 만족요인을 살펴보면 인성과 정

서순화에 한 만족도가 80.8%, 학교생활에 한 만족

도 78%, 체력의 증진에 한 만족도는 76.6%로 나타났

으며, 학교별로는  등학생 81.6%,  학생78.8%, 고등

학생 76.8%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14].

특히 정서와 사회성 발달의 과정 미숙한 시기인 등

학생의 경우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에서의 경험이 개인

정서와 건강 체력 뿐 아니라 학교생활의 반 인 만

족도에 더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된다. 이

듯 신체활동은 인 발달을 도와주는 요한 교육의

과정이 되며, 특히 음악을 동반한 표 인 신체활동인

무용은 움직임을 통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자신의 생

각과 감정을 신체로 표 하는 것으로 몸과 마음에 의해

성립되는 술이다. 무용 활동은 자신의 감정을 비언어

으로 표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여 사

회성을 높이며, [15,16]의 연구결과에서도 무용활동을 통

하여 자심감이 형성되고 서로간의 정 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므로 인 계와 상호교류에도 정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특히 등학생들의 경우 이성

보다 감성 인 면이 앞서는 시기이므로 단순한 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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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가치에서 벗어나 무용을 통하여 심미 , 정서 ,

창의 인 측면의 발달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타인의 가치를 지각하게 되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는

사회 심 체제를 이룰 수 있다[17,18].

이와같이 무용 활동은학생 스스로 내면 표 을 통

해 소통함으로 타인에 한 가치를 인식하게 되어 인

계뿐만 아니라 사회성과도 한 계를지닌다는 무

용의 효과 인 면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용이 주

는 많은 교육 효과에도 불구하고 등교육 장에서 무

용 활동을 진행 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19]은 등학교에서 무용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피력한 바 있다. 재 무

용에 심이 있는 등학교에서는 한국 문화 술교육진

흥원에서 견되는 술강사에 의해 수업이진행되며 시

행되는 무용교육에 상당한 호응을 얻고는 있으나, 모든

학교에서 교육 인 호기심, 신체활동 요구를 지닌 등

학생에게 무용수업을 충분히 경험할 수있도록 해주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 참여

등학생에 을 두어 이와 련된 등학생에게 필요

한 정서와 래 계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 발달에

매우 효과 인 등학생 무용활동 경험에 한 필요성을

확인할 뿐 아니라 등학생들의 신체를 통한 표 활동

참여도를 높여 궁극 으로는 무용을 통한유소년의 행복

감 증진에 기여하는 기 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와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

구문제를 설정하 다.

첫째, 학교스포츠클럽무용활동참여 등학생의 정서

가 교우 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둘째, 학교스포

츠클럽 무용활동 참여 등학생의 정서가 학교생활만족

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셋째, 학교스포츠클럽 무용

활동 참여 등학생의 교우 계가 학교생활만족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가? 이다.

2. 연

2.1 연 대상

본 연구는 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에 참가하는 등

학생들의 정서가 교우 계 학교생활만족에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등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 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2018년 4월 8일부터 5월 10일까지

서울·경기에 소재한 등학교에 재학 인 등학생들을

상으로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을 이용하여

추출하 다. 본 연구는 357명을 상으로 조사하 으며

그 에서 불성실하게 답한 13명을 제외하고 남자 99

명, 여자 245명, 총 344명의 자료를최종 분석에 이용하

다. 학년은 3학년 45명, 4학년 49명, 5학년 193명, 6학년

57명이며, 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 참여 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미만 204명, 1년 이상 2년 미만 48명, 2년 이상

92명으로 나타났다. 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 참가횟수

는 1회 195명, 2회 이상 3회 이하 75명, 4회 이상 74명으

로 나타났다. Table 1은 연구 상자의 개인 인 특성이다.

Characteri
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99 28.8

female 245 71.2

Grade

third year 45 13.1

fourth year 49 14.2

fifth year 193 56.1

sixth year 57 16.6

Participati
on period

more than 6 month and
less than 1 year

204 59.3

more than 1 year and
less than 2 year

48 13.9

more than 2 year 92 26.8

Number
of classes

1 time 195 56.7

2 times ~ 3 times 75 21.8

more than 4 times 74 21.5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   

2.2 조사도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를사용하 다. 설문내용

의 구성은 개인 특성 4문항으로 성별, 학년, 참여 기간,

참가횟수로 구성되었고, 정서 12문항, 교우 계 12문항,

학교생활 응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able 2는 조사도

구의 신뢰도이다.

2.2.1 정

본 연구에서 정서를 측정하기 하여 [20]의 연구를

바탕으로 [21]이 사용한 문항을 사용하 다. 정서는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여 5 척도로 실시하 다. 요인분석

을 통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 삭제하여 부정정

서(6문항), 정정서(6문항)의 12문항으로 구성하여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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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
negative
emotion

positive
emotion

17 .863 -.044

19 .845 -.045

20 .829 -.072

18 .824 -.092

16 .754 -.144

9 .640 -.025

12 -.065 .818

3 -.059 .726

1 -.082 .711

13 -.163 .678

14 .046 .675

4 -.068 .674

eigen value 3.851 3.125

%variance 32.095 26.039

communality 32.095 58.134

cronbach’α .885 .809

Table 2. Factor analysis of emotion

Table 2에서 보면 정서는 부정정서와 정정서의 2요

인이 추출되었다. 하 요인별 요인 부하량은 부정정서

640~.863, 정정서 .674~.818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비율은 58.184%를 보여 타당하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

다. 한 cronbach’ α 계수를 통한 신뢰도는 부정정서가

.885, 정정서가 .809로 신뢰할만한 수 으로 확인되었다.

2.2.2 우 계

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에 참여한 등학생의 교우

계를 측정하기 하여 [18]이 사용한 설문지를 본연구

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Table 3에서 보면 교우 계는 친구 응 공동활동

과 친구유무와 신뢰의 2요인이 추출되었다. 하 요인별

요인 부하량은 친구 응 공동활동 .578~.796, 친구유

무와 신뢰 .603~.875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비율은

67.368%를 보여 타당하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한

cronbach’ α 계수를통한 신뢰도는 친구 응 공동활동

이 .906, 친구유무와 신뢰가 .901로 신뢰할만한 수 으로

확인되었다.

2.2.3 학 생활만족

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에 참여한 등학생의 학교

생활만족을 측정하기 하여 [5,22]이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Table 4를 보면 학교생활만족은 친구 응 공동활

동과 친구유무와 신뢰의 2요인이 추출되었다. 하 요인별

요인 부하량은 교사만족 .691~.810, 학교규칙 .808~.844,

수업만족 .547~.886, 친구만족 .660~.745,의 분포로 나타

났으며, 비율은 69.217%를 보여 타당하게 측정된 것

을 알 수 있다. 한 cronbach’ α 계수를 통한 신뢰도는

교사만족 .723, 학교규칙 .802, 수업만족 .737, 친구만족

.687로 신뢰할만한 수 으로 확인되었다.

Numb.
teacher
satisfaction

school rules
class

satisfaction
friend

satisfaction

1 .810 .300 .005 .070

2 .754 .017 .229 .241

3 .691 .042 .190 .251

11 .166 .844 .119 .259

12 .101 .808 .316 .122

8 .178 ..037 .886 .151

9 ,264 .405 .722 .030

7 .029 ..327 .547 .260

5 .228 .288 .-.030 .745

6 .184 .-.047 .308 .683

4 .195 .375 .178 .660

eigen value 1.967 1.955 1.935 1.757

%variance 17.880 17.774 17.593 15.969

communality 17.880 35.654 53.247 69.217

cronbach’α .723 .802 .737 .687

Table 4. Factor analysis of school life satisfaction

2.3 료 분

본 연구에서 SPSS Ver20.0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를 분석하 다. 연구변인의 타당도를 확

인하기 한 요인분석을, Cronbach’s ɑ 값을 이용한설문

지의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 다. 그리고 각 변인 간상

Numb.
friendly adaptation and

collaboration
friend and trust

6 .796 -.261

7 .770 .282

8 .747 .269

12 .741 .240

5 .714 .339

10 .644 .474

11 ,642 .488

9 578 .322

1 .232 .875

2 .310 .869

3 .427 .794

4 .526 .603

eigen value 4.612 3.472

%variance 38.437 28.930

communality 38.437 67.368

cronbach’α .906 .901

Table 3. Factor analysis of friend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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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분석,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통계 유의수

은 p<.05 수 을 기 으로 하 다.

3. 연 결과

3.1 학 스포츠클럽 무용활동 참여 초등학생  정

가 우 계에 미치는 향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변인 간 상 계 분석결과

는 Table 5와 같다. 변인 간 련성을 분석한상 분석에

서는 부분 으로 유의한 상 계가 있는것으로 나타났

으며, 변인 간의 상 계수의 값이 .753이하로 나타나

다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가 교우 계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을 살펴보면, 정서 정정서가 친구 응

공동활동(β=.506, p<.001)과 친구유무 신뢰(β=.406,

p<.001)에 통계 으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 참여 등학생의 친구

응 공동활동과 친구유무 신뢰의 교우 계에

한 정서의 언변량은 각각 26.7%, 16.2% 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3.2 학 스포츠클럽 무용활동 참여 초등학생  정

가 학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

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에 참여한 등학생의 정서

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에서제시한 바와 같다.

Table 7을 살펴보면, 정서 정정서가 교사만족(β

=.388, p<.001), 학교규칙(β=.396, p<.001), 수업만족(β

=.316, p<.001), 그리고 친구만족(β=.526, p<.001)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인 향을, 그리고 부정정서가 교사

만족(β=-.167, p<.01)과 수업만족(β=-.167, p<.01)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teacher satisfaction school rules class satisfaction friend satisfaction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3.096 .213 　 14.524 .000 2.720 .239 　 11.368 .000 2.271 .261 10.631 .000 2.063 .210 9.845 .000

negative
emotion

-.123 .036 -.167 -3.394 .001 -.037 .041 -.045 -.904 .367 -.146 .044 -.167 -.3.286 .001 -.006 .036 -.007 -.158 .875

positive
emotion

.371 .047 .388 7.888 .000 .416 .053 .396 7.890 .000 .357 .057 .316 6.216 .000 .521 .046 .526 11.263 .000

F=42.845***, R2= .201 F=33.770***, R2= .165 F=29.109***, R2= .146 F=65.696***, R2= .278

***P<.001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Emotion on School life Satisfaction`3

Variables
friendly adaptation and collaboration friend and trust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2.171 .211 　 10.308 .000 2.016 .275 　 7.334 .000

negative emotion -.036 .036 -.047 -.990 .323 .023 .047 .024 .481 .631

positive emotion .499 .046 506 10.751 .000 .490 .061 .406 8.076 .000

F=61.959***, R2= .267 F=33.039***, R2= .162

***P<.001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Emotion on Friend Relationship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1 2 3 4 5 6 7 8

1 1 　 　 　 　 　 　 　

2 -.172** 1 　 　 　 　 　 　

3 -.134* .514** 1 　 　 　 　 　

4 -.046 .402** .753** 1 　 　 　 　

5 -.234** .417** .421** .357*** 1 　 　 　

6 -.114* .404* .541** .377** .363** 1 　 　

7 -.221** .345** .481** .310** .431** .516** 1 　

8 -.098 .527** .569** .431** .518** .494** .466** 1

1.negative emotion 2.positive emotion 3.friendly adaptation and collaboration 4.friend and trust 5.teacher satisfaction 6.school rules 7.class
satisfaction 8 friend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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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 참여 등학생의 친구만족,

학교규칙, 수업만족, 그리고 친구만족에 한 정서의

언변량은 각각 20.1%, 16.5%, 14.6%, 27.8%인 것으로 분

석되었다.

3.3 학 스포츠클럽 무용활동 참여 초등학생  

우 계가 학 생활만족에 미치는 향 

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에 참여한 등학생의 교우

계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하기 하여

다 회귀분석을실시한 결과는 Table 8에서 제시한바와

같다.

Table 8을 살펴보면 교우 계 친구 응 공동활

동 변인이 교사만족(β=.351, p<.001), 학교규칙(β=.594,

p<.001), 수업만족(β=.572, p<.001), 그리고 친구만족(β

=.585, p<.001)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 참여 등학생의 친구만족,

학교규칙, 수업만족, 그리고 친구만족에 한 교우 계의

언변량은 각각 18.1%, 29.5%, 23.7%, 32.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 

본 연구는 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에 참여한

등학생의 정서가 교우 계 학교생활만족에미치는

향을 규명하는데 에 그 목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도출된 부분을 토 로 하여 선행연구를 비

교 논의하며 시사 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클럽 무용활동 참여 등학생의 정서가

교우 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

부정정서는 의미 있는 변인으로 작용하지 못했으나

정정서는 교우 계의 친구 응 공동 활동과 친구유

무와 신뢰의 두 가지 하 변인 모두에 의미 있는 향력

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 무

용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들의 정 인 정서가 친구

들과의 계 응과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요변인

임이 밝 진 것이다. 따라서 무용활동 에 특히 정

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자의 지도방향이 설정되

어 유도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어 수업의 진행 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에 참여하

는 학생들의 로그램 서정 이고 아름다운 음악을

사용하거나, 정 인 정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칭찬이

나 격려의 말을 많이 하거나 하는 작은 변화조차도 참여

학생의 정서를 정 으로 만들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교우 계의 친구 응 공동 활동과 친구유무와 신뢰의

두 가지 하 변인 에 모두 정 인 향을 미쳐 돈독하

고 신뢰할만한 교우 계 형성에 도움을 것이라 사료

된다.

사회 계를 맺는 것에 기본이 되는 요소가 정서표

과 정서조 이며 특히 아동기에 해당하는 등학교 시

에 요한 의미를 갖는다[23]. 특히 정서 발달에 있어

서 요한 시기인 아동기에 정서에 한 인식이나 표 ,

조 능력 등이 부족할 경우 부정 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서인식 표 의 어려움 등은 아동기의 우울,

불안, 사회 기능의 어려움 등과도 련되어 있다[24].

한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표 할 수 있는 능

력은 원만한 인 계로 발 하게 하는 핵심역량이 된다

[25]. 정서능력은 교육과 경험에 의해 향상될 수 있으며

이 정서지능은 유아기와 아동기에 발달과 학습이 가

Variables
teacher satisfaction school rules class satisfaction friend satisfaction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2.645 .197 　 13.399 .000 1.962 .201 　 9.755 .000 1.681 .225 7.463 .000 1.787 .186 9.630 .000

friendly
adaptation
and

collaborati
on

.340 .072 .351 4.713 .000 .633 .074 .594 8.599 .000 .656 .082 .572 7.955 .000 .567 .068 .565 8.342 .000

friend
and
trust

.073 .059 .092 1.238 .216 -.061 .060 -.070 -1.019 .309 -.114 .067 -.121 -1.683 .093 .004 .056 .005 .080 .937

F=37.562**, R2= .181 F=71.347***, R2= .295 F=53.061***, R2= .237 F=81.514***, R2= .323

***P<.001

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Friend Relationship on School life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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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잘 이루어진다는 보고[26,27]등이 본 연구결과를 지지

하고그 과정에 한설명 요성을 확인해 것이라

사료된다. 이를 참고할 때 등학생 시기의 정서교육과

신체활동 겸한 무용활동의 효과에 집 할필요성이 있으

며, 무용활동이 정 인 친구 계를 통한 사회성 확립

과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이상 인 활동임이 확인된 것

이라 단된다.

둘째, 학교스포츠클럽무용활동참여 등학생의 정서

가 학교생활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정정서는 교사만족, 학교규칙, 수업만족, 친구

만족 모두에 정 인 향을, 부정정서가 교사만족과

수업만족에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난 결과로부

터 등학생들의 정정서가 래 계 뿐아니라 교사와

수업에서의 만족까지 모두 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부정정서가 높으면 교사에 한 만족도, 수업

에 한 만족도 낮아질 수 있음이 밝 진 것이다. 이는

[24,25]의 보고로도 그 맥을 같이하며 지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무용활동을 통하여 정 인 상

호작용이 이루어져 상호교류나 인 계 등에 바람직한

향을 미친다는 [15]의 연구결과가 본 연구결과의 과정

을 설명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다른 학 , 다른 학년이 한

자리에 같이 모일 수 있는 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의

참여를 통해 같은 반 친구들과의 계보다 친구의 범

와 역을 넓힐 수있는 장이 마련된다는 에서참여

등학생의 인 계 사회성이 확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을 유추해 볼수 있다. 무용활동에동반되는 음악의 정

서순화 기능 한 정 인 정서를 높이고 부정 인 정

서를 낮추어 교사, 수업, 교우 계 등의 반 학교생활

만족으로 이어지며 이는 곧 학생들의행복감으로 직결될

것이라 사료된다. 성장과 발 을 거듭해갈 등학생들의

무용참여는 평생스포츠의 한 종목으로써도 지속될 가능

성이 높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무용활동의수업을 확 시

켜 참여를 유도하고 독려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 참여 등학생의 교우

계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에서는 친구 응과

공동활동이 교사만족, 학교규칙, 수업만족, 친구만족의

모든 학교생활만족의 하 변인에 정 향을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18]의 등학생의 교우 계가 교사 교우만족, 학

교규칙, 수업만족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는 보고와 [22]

의 래 계가 교사, 학습, 교우 계, 학교 행사, 규칙

수 계 등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본 연구결

과와 일치를 이룬다. 특히 무용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래 계에서 오는 갈등을 신체 , 정서 으로 해소시켜

폭넓은 교우 계 뿐 아니라 반 인 학교생활 만족에

기여함을 그 과정으로 설명한바 있다. 무용활동 유능

감, 자신감 등의 정 인 특성이 학교생활의 응에

요한 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한 은 학교

생활 부 응이 정서 문제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28]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하며 학교스포츠클럽 무용

로그램 진행 지도자는 수업의 기획과 진행시 참고 하여

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를 참고로 본 연구결과를 논의한 바와 같이

등학생 시기의 무용활동은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과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정정서, 사회성을 학

습할 수 있는 교우 계 학교생활에 반 으로 기여

하는 이상 인 활동임이 확인된 것이라 사료된다.

등학생의 경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요한

시기로써 이 시기의 인 계로부터의 갈등 정서

혼란이 학교 내 폭력으로 표출된다는 보고[10,11]와 함께

건강한 시민으로의 성장하도록 교육해야하는 사회 인

측면에서도 등학생의 정서교육의 요성이 강조되며

이 하나로 무용활동이 각 학교에 많이 개설되기를 기

한다. 특히 스포츠클럽 무용활동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있어서 정 인 정서를 높일 수 있도록 과학 이고

문 인 처치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교우 계와 학교생

활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효율 인 취미 종목이 될

것이다. 참여 등학생의 동심을 고취시키고 정서 인

교류가가능해지는 2인이상이 참여할수 있는 소품사용

로그램의 구성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는무용

활동 로그램의 내용 스토리를 추가한 사를 넣는

다거나, 한국 통 설화 등을 이용한 래동요 통

사건을소재로한 구성 한 술 , 역사 , 사회 인 면

의다각 변화와발 을창출할수있을것이라사료된다.

5. 결   제언

본 연구는 스포츠클럽 무용활동 참여 등학생의 정

서가 교우 계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

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서울 경기 지역의 등학생

350명을 유의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며,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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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20.0 통계 로그램으로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 계분석, 다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 다.

도출된 결과는 첫째, 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 참여

등학생의 정서가 교우 계에 미치는 향에서는 정정

서가 교우 계의 하 변인인 친구 응과 공동활동 친

구유무와 신뢰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 참여 등학생의 정서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에서는 정정서가 학교생

활만족의 교사만족, 학교규칙, 수업만족, 친구만족의 모

든 하 변인에 정 향을, 그리고 부정정서가 교사만

족과 수업만족에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 무용활동 참여 등학생의 교우

계가 학교생활만족에 미치는 향에서는 친구 응과 공

동활동이 교사만족, 학교규칙, 수업만족, 친구만족의 모

든 학교생활만족의 하 변인에 정 향을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 의 한계 과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서울과 경기에 한정되어 지역 인 한

계를가지고있으므로 체를설명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둘째, 등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의 무용활동 참여와

련된 정서, 교우 계 학교생활만족 등 이외에 다양

한 련 변인의 계를 악함으로써 무용교육의 참 가

치와필요성을 알릴수 있는깊이있는 연구가 추가된 연

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서와 사회성의 발달단계의 요시 에 있는

등학생들에게 정서순화 사회성, 더 나아가 이와

련된 만족감과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무용교육의

효과 필요성과 함께 많은 학교에서 이러한 교육이 이

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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