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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연 는 과 후 체 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들  아탄 과 또래 재감  학 생활  계  

규 하는  목  다. 러한 연  목  달 하  한 연 상  경 도에 재한 등학 에  과 후 체

활동  실시하는 4,5,6학년 등학생  상  429  료  수집하 다. 수집  료는 SPSS 20.0 프 그램

 용하여 지  신뢰도  타당도검사, 상 분  실시하 , 경 분  AMOS 20.0 프 그램  용하여 

분  실시하 다. 러한 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 과 같다. 첫째, 과 후 체 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  

아탄  또래 재감에  향  미친다. 째, 과 후 체 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  또래 재감  학

생활 에  향  미친다. 째, 과 후 체 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  아탄  학 생활 에 

 향  미친다. 넷째, 과 후 체 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  아탄 과 또래 재감  학 생활  간

에는 과  계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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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mattering and school life adjustments of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The number of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429 who were participating in the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in Gyeonggi-do.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of the questionnaire and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20.0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conducted by using AMOS 20.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go-resilience of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affects their mattering. 
Second, mattering of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affects their school life 
adjustments. Third, ego-resilience of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affects 
their school life adjustments. Lastly there i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mattering and school 
life adjustments of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Key Words : Physical Activity after School, Schoolchild, Ego-Resilience, Mattering, School Life Adjustments

Received 30 April 2016, Revised 26 May 2016

Accepted 20 June 2016, Published 28 June 2016

Corresponding Author: Young-Jun Choi(Dept. of Sport &

Leisure Studies,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cyj@bufs.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ISSN: 1738-1916



과 후 체 활동 참여 등학생들  아탄 과 또래 재감  학 생활  계

478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Jun; 14(6): 477-487

1. 

등학생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 속에서 가정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다양한 경험 속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

육과정 측면 이외에 일상생활을 통한 정 인 경험이

나 부정 인 경험등이포함되어 있다. 이 , 부정 인 경

험들은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 해요인으로

작용됨으로써 학교생활 응에 많은 어려움의 요인으로

작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등학교 아동들로

하여 성인 못지않은 스트 스를 경험하게 하며[1], 이

로 인해 학교생활에 부 응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2].

학교생활의 부 응은 학습활동에 한 흥미결여와 심

하게는 학업 단이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미

2013년 교육기본통계조사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등학

생의 학교생활 부 응으로 인해 나타난학업 단 황이

2010년 11,634명에서 2012년 19,163명으로 증가했다는 조

사결과는 학교부 응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

는 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015년 자료에서 년 비

0.1%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학교생활의 부 응의 문제

는 여 히 상존하고 있는 상태임으로 이에 한 원인규

명과 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 이다[3,4].

등학교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연결시기

임으로 매우 요하다. 그 이유는 이 시기에 학교생활에

잘 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공격 인성향을 보이거나,

등과정에 올라가서도 학교생활을 원활하게 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5]. 한 학교생활 부 응은 성인이 되

어 사회에 진출해서까지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는

바 그 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6,7].

학생들은 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이를 극복하기

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개인차가 인정되기

어려운 교육환경에서는 규범과 규율에 한 억압, 친구

들이나 교사와의 계 등의 어려움은 좌 과 실패에 따

른 상황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학생들

은 그것을 빨리 극복하거나 유연하게 처하고, 다른

학생들은 좌 과 실패를 지속 으로 경험하기도 한다.

이처럼 좌 이나 실패의 상황을 유연하게반응하거나 극

복하기 한 회복속도를 보이는 상을설명하는 개념을

자아탄력성이라고 한다. 자아탄력성은 사회 측면에 따

른 성공 인 응과 련되어 요한요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개념으로[8], 인 계성의 요구나, 사회 지지와

같이 래집단 응의 폭을 넓히기 한 인지 행동

략을 조 하기도 하지만[9,10,11], 자아존 감이나 자기

개념 등 자아의 동기 조 능력을 포 하는 개념이기도

하다[12,13].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응이라는 기능 인 측면과 자

아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측면과 다양하게 연계됨으로 최

근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매우 요한 변인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는 자아

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의 교육 측면이나 규

범 측면, 그리고 인과의 계 측면에 높은 응력

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어 교육 장에서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14,15,16,17].

이와 더불어 최근 연구들에서 자아탄력성이 학교체

육을 포함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고 보

고하고 있어 자아탄력성의 강화요인으로 스포츠 활동의

요성이강조되고있다[18,19]. 이는 학교생활에 있어 문

제시되고 있는 부 응사례에 한 해결의 일환으로 학교

체육활동의 정책 심에 의미를 제공해주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20,21]. 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

생일수록 그 지 않은 학생들보다 변화하는 상황 요구

나 스트 스 상황에 유연하게 처하는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는 학교체육활동과 학교생활 응

에서 자아탄력성의 효과에 한 연구가 시기 함을 나

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자아탄력성은 학교생

활에 하게 계됨을 측할 수 있다. 하지만, 자아탄

력성과 학교생활 응의 계에서 어떠한 측면에 의해 학

교생활이 응되는지에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3년 11월 EBS에서는 등성장보고서라는 다큐멘

터리에서 등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응하는 일상을 방

한 이 있다. 이내용 심 있게 살펴볼 수있는 것

이 바로 아이들의 존재감이었다. 특히 주목할 은 아이

들이 래집단에서의 존재감 인식에 의해 학교생활의 행

복감과 불행정도가 달라짐을 언 하고 있었다. 즉, 이 내

용은 실제 학교 장에서 학생들의 래존재감이 학교생

활 응에 요한 향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래존재감이란 타인들이 자신을 요하게 여긴다는

심리 내 인 인식으로 자신이 타인에게 심의 이

되는 측면과 타인과의 계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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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개념의 한 요소로 제안된 개념이다[22,23,24]. 자신의

요성 인식을 자아와 타자의 에서살펴본다는 에

서 특징 이며, 조직의 응측면에서 정신건강, 스트

스, 우울, 만족 등의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25,26]. 특히, 청소년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교생

활 응에 있어 인존재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이는 래존재감이 자아탄

력성과 같이 래집단 응의 인지행동 략과 하게

계되어 학교생활 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매개

체로서 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 까지 선행연구에 한 분석에서 자아탄력성과 학

교생활 응에 련된 연구들은 비교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었다. 하지만, 자아탄력성을 조 하는데 있어 스

포츠 활동이 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통한 자아탄력성

을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수 이었다. 한, 자아탄력성

에 의해 자아와 타인의 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어떻

게 인식되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 응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에 한 인과 계를 살펴본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등

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래존재감 학교생활 응의

계를 규명하여 등학생들의 학교 응을 한 기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었다. 이에 따

른 연구목 을 규명하기 한 구체 인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래존재감은 계가 있는가? 둘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의 래존재감은 학교

생활 응과 계가 있는가? 셋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

여하는 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응과 계

가 있는가? 넷째, 방과 후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

의 자아탄력성과 래존재감 학교생활 응간에는 인

과 계가 있는가?

2. 연  

2.1 연 상

이 연구는 등학교에서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가했

던 4, 5, 6학년 등학생을 모집단을 선정하여 경기도 북

부 소재 G시(4개교)와 K시(3개교) 지역의 등학교 7개

교를 심으로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440명의 자료를 수집하 다. 한 학

교당 60～65명의 자료를 수집하 으며, 수집된 자료

설문응답에 불성실하게 응답했다고 단되는 자료 11명

의 자료를 제외한 429명의 자료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

다. 이러한 차를 통해 얻어진 연구 상의 일반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Sect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222 51.7

Female 207 48.3

Grade

Fourth grade 140 32.6

Fifth grade 148 34.5

sixth grade 141 32.9

Participation

event

jump rope 85 19.8

Soccer 163 38.0

dodge ball 102 23.8

badminton 79 18.4

2.2 사도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를사용하 다. 설문지의

구성은 배경변인 항목 3문항, 자아탄력성 7문항, 래존

재감 18문항 그리고 학교생활 응 20문항으로 총 54문항

으로 구성하 다. 이에 따른 설문지의 구성내용으로 우

선 배경변인은 성별, 학년, 참여종목으로 문항을 구성하

다. 그리고 그 외 자아탄력성과 래존재감 그리고 학

교생활 응의 문항은 ‘ 그 지 않다(1 )’~ ‘매우 그

다(5 )’의 5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 다. 이 역치

문항으로 구성된 내용은 구성된 척도의 내용에 맞게 재

코딩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다음설문내용의선정으로자아탄력성은Block과Kremen

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를 유

성경, 홍세희와 최보윤의 연구에서 번안 사용한 설문지

를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 사용하 다[10,28]. 총 7문항

( ,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방 괜찮아 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으로 한 개의 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래존재감은 Elliott, Kao & Grant가 개발한 인존

재감 척도를 최한나와 임윤선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

성을 검증한 인존재감 척도를 이 연구 상인 등학

생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22,29]. 이에 따라

변수의 명칭이 인존재감으로 기술하여야 하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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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생임을 감안하여 래존재감으로 재 명명화 하

다. 이에 따른 래존재감은 등학생 래간의 존재감

에 해서 나타내는 내용으로 알아 (7문항), 상호의지(7

문항), 심(4문항)의 3개 하 변인으로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응은 문선모, 이상필의 척도를

참고하여 민병수가 제작한 학교생활 응 척도 학교

행사 련문항(5문항)을 제외하여 사용하 다[30,31][32].

제외이유는 학교행사의 경우 학교 간 차이에 따른 오류

를 최소화하기 해서이다. 이에 따른 최종구성변인은

학습활동(5문항), 학교규칙(5문항), 교우 계(5문항), 교

사 계(5문항)로 4개 하 변인으로 구성하 다.

2.3 지  타당   신뢰도

이 연구에서 연구의 목 에 맞게 구성된 설문지의 타

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해 다음과 같은 차를 실

시하 다. 우선 첫째로, 스포츠심리교육 공 교수와 박

사 2인의 자문을 통해 설문내용에 한 내용타당도의

합성여부를 검토하 고, 지 된 내용은 수정·보완하여

내용을 구성하 다. 다음 둘째로, 구성된 조사도구의 타

당도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과 확인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내 타당성을 확보하 다.

탐색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CA: Principle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실시하 으며, 요인회 방법은 사회과

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각회 (Direct Oblimin) 방법을

이용하 다. 회 에 따른 분석으로 요인추출의 기 은

공통비는 .40이상을 기 으로 하 으며, 기 고유값

(Eigen value)은 .10이상 그리고 요인 재량(factor

loading)은 .50이상을 기 으로 하 다. 이에따른 타당성

과 신뢰성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아탄력성은 단일변수임으로 요인분석을 제외

하 으나, 신뢰도 검증결과는 Cronbach‘s 값이 .876으로

신뢰할 만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래존재감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Table 2>와 같이 18개 문항 공통비가 .40미만인 문

항 3개 문항(상호의지 11번, 13번, 14번)과 요인 재값이

낮게 나타난 1개 문항(알아 2번)을 제외하고, 14개 문

항에서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알아 의 요인부하량

은 .656～.767로 나타났으며, 심은 .670～.835 그리고 상

호의지는 .710～.787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량은 59.60%

로 나타났다. 한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값은

.748～.854로 신뢰할 만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Mattering 

Question awareness importance reliance h²

item 7*

item 4*

item 3*

item 5

item 6

item 1*

.767

.760

.759

.756

.748

.656

.197

.151

.132

.165

.049

.230

.105

.039

.125

.045

.076

.068

.638

.603

.608

.600

.568

.488

item 16

item 15*

item 17*

item 18

.109

.229

.217

.183

.835

.767

.754

.670

.117

.102

.039

.281

.724

.651

.616

.561

item 9

item 8

item 10*

item 12

.054

.030

.094

.129

.166

.154

.031

.087

.787

.739

.727

.710

.650

.570

.539

.528

eigenvalue

variance(%)

accumulation(%)

Cronbach’ α

3.477

24.835

24.835

.854

2.523

18.023

42.858

.802

2.344

16.740

59.598

.748

-

KMO=.852 χ²=2158.216 df=91 Sig=.000 * 역치문항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school

life adjustments

Question
teacher

relation

learning

activity

school

rule
associates h²

item 18

item 20

item 19

item 17

item 16

.824

.811

.759

.752

.707

.192

.062

.151

.246

.248

.177

.089

.133

.297

.276

.155

.222

.411

.165

.122

.780

.735

.795

.745

.639

item 3

item 4

item 1

item 2

item 5*

.108

.224

.171

.121

.123

.844

.777

.713

.697

.663

.189

.175

.167

.194

.116

.182

.204

.197

.146

-.086

.791

.728

.607

.562

.474

item 7

item 9

item 10

item 6

.164

.301

.203

.366

.204

.273

.325

.179

.843

.722

.674

.672

.023

.117

.285

.231

.756

.751

.717

.681

item 11

item 12

item 13

.245

.280

.317

.133

.138

.221

.125

.284

.201

.788

.737

.693

.748

.717

.686

eigenvalue

variance(%)

accumulation(%)

Cronbach’ α

3.501

20.594

20.594

.898

3.248

19.106

39.700

.845

2.786

16.387

56.088

.862

2.377

13.982

70.070

.809

-

KMO=.912 χ²=4333.763 df=136 Sig=.000 * 역치문항

다음으로 학교생활 응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과

<Table 3>과 같이 20개 문항 공통비가 .40미만인 문

항 3개 문항(학교규칙 8번, 교우 계 14번, 15번)을 제외

하고, 17개 문항에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교사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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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1 2 3 4 5 6 7 8 CR AVE

1.ego-resilience 1 .905 .502

2.awaewness .553** 1 .902 .608

3.interest .422** .436** 1 .870 .627

4.mutual .054 .224** .328** 1 .822 .540

5.learning activity .370** .199** .365** .190** 1 .850 .540

6.school rule .479** .355** .313** .085 .546** 1 .889 .620

7.associates .490** .324** .303** .190** .437** .549** 1 .854 .595

8.teacher relation .460** .355** .387** .127** .467** .572** .603** 1 .820 .600

** p<.01

의 요인부하량은 .707~.824로 나타났으며, 학습활동은

.663～.844, 학교규칙은 .672～ .843 그리고 교우 계는

.693～.788로 나타났고, 총 설명량은 70.01%로 나타났다.

한 신뢰도 검증결과 Cronbach‘s 값은 .809~.898로 신뢰

할 만한 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2.4 확  분

이 연구에서는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

해 검증된 측정항목에 해서 변인별로측정모형을 도출

하기 해서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확인 요

인분석의 합도 평가기 은 χ2 값과 합도 지수인

GFI(≥ .90), NFI(≥ .90), CFI(≥ .90), TLI(≥ .90),

RMSEA(≤ .08)을 용하 다. 다음의 <Table 4>는 각

구성개념의 합도가 반 으로 평가기 을 만족시키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by study 

units

χ² GFI NFI CFI TLI RMSEA

mattering 203.186 .937 .907 .938 .924 .064

school life

adjustments
442.577 .902 .899 .923 .907 .081

2.5 료수집  료처리

이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자료수집방법은 연

구자가 직 해당학교에 방문하여, 학교장이나 방과 후

체육 활동 담당교사에게 설문에 한 동의를 구한 뒤,

설문 상에게 설문의 목 과 기입방법을 설명하 다.

이 후 설문 상인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

들 스스로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

여 회수하 다.

이를 통해 회수된 자료 응답결과를 살펴보고, 이

기입이나 무기입 는 무성의하게 기입한 등 응답에 신

뢰성이 떨어진다고 단되는 자료는 분석에 제외시켰다.

최종 으로 선정된 응답자료는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키

고, IBM SPSS 20.0과 IBM Amos 20.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의 목 에 따라 산처리 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

탐색 요인분석, 확인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 분

석,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 으

며, 통계 유의수 은 .05미만 수 으로 설정하 다.

3. 결과

3.1 개념 간  상 분   타당  분

<Table 5>는 이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간의 상 분석

과 타당성 분석을 한 결과이다. 우선 이 연구에서설정한

자아탄력성과 래존재감 그리고 학교생활 응 간의 상

분석결과는 자아탄력성과 래존재감의 하 변인인

심변인간의 상 계수 r=.054 p>.05와 래존재감의 하

변인인 심변인과 학교생활 응의 하 변인인 학교

규칙변인의 상 계수 r=.085 p>.05에서만 상 계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변인간의 상 계(r)는 .190

에서 .603이었으며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한 타당성을 확보하

기 하여 집 타당도와 별타당도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집 타당도를 조사하기 해 개념신

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값(AVE)을 계산한 결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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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Hypothesis testing & The goodness of fit of SEM

Estimate S.E. C.R.(t) P
effect

total effect direct indirect

ego-resilience → mattering .694 .059 12.450 .001 .694 .694 -

mattering → school life adjustments .407 .113 4.111 .001 .407 .407 -

ego-resilience → school life adjustments .338 .097 4.176 .001 .620 .338 .283

The goodness of fit of SEM: χ²=104.176 df=18, p=.001 GFI=.945 NFI=.910 CFI=.924 TLI=.902 RMR=.023

값이 일반 기 (CR=.7이상, AVE=.5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항목들은 집 타당성이 있는것을

명되었다[33]. 그리고 별타당도는 연구단 의 각각에

한 AVE값이 상 계수 제곱값보다 크면 별타당성이

있다고 제안한 내용에 맞게 AVE값의 범 (.502 ～.603)

가 상 계수 제곱값(.036～.363)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별타당성 한 있는 것으로 명되었다[34].

3.2 연 형  가  검

구성개념간 타당성 분석을 통한 검증 결과를 토 로

각 변수간구조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우선 구조모형은 3개 척도(자아탄력성, 래존재감, 학교

생활 응)의 8개 측정변수(자아탄력성, 알아 , 상호의

지, 심, 학습활동, 학습규칙, 교우 계, 교사 계)로 구

성되었다. 이에 따른 이론 모형의 분석결과 χ²

=104.176(df=18, p=.000), GFI=.945, NFI=.910, CFI=.924,

TLI=.902, RMR=.023으로 나타났다. 이 χ²의 p-value

는 표본의 크기와 측정변수의 수에 민감한 성질을 가지

고 있어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은TLI의 지표를 용하

다. 이에 따라 합도 기 인 GFI, NFI, CFI, TLI는 .90

이상 그리고 RMR은 .05이하의 합도 기 을 만족시키

고 있으므로 이 연구모형은 반 으로실증자료로서 무

리가 없는 것으로 단하 다.

따라서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 등학생의 자아탄력

성과 래존재감 학교생활 응에 한인과 계 분석

을 해 설정한 연구문제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결

과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의 자아

탄력성은 래존재감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경

로계수=.694, t=12.45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래존재

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의 래

존재감은 학교생활 응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

(경로계수=.407, t=4.111,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래존재감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에 한 응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의 자아

탄력성은 학교생활 응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

(경로계수=.338, t=4.176,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

생활 응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의 자아

탄력성과 래존재감 학교생활 응의 인과 계는

계가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Table 6>에서와같이 각

각의 잠재변수들에 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변수들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응에 미치는 향은 직 효과(경로계수=.338)

뿐만 아니라 간 효과(경로계수=.283)까지 작용하고 있

어 총 효과(경로계수=.620)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즉,

래존재감에 의한 간 효과(매개효과)가 자아탄력성과 학

교생활 응의 두 변인 사이에서 요한 변인으로 작용하

여 의해 총효과에 향을 미침으로 부분매개모형으로서

인과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논  

이 연구는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 등학생의 자아탄

력성과 래존재감 학교생활 응의 계를 구명하는

데 목 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의 자아

탄력성은 래존재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아탄력성과 래존재감의 계는 아직 보고되

지 않아 심도 깊은 논의가 어렵지만, 개인 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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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에 한 지각과 인식 그리고 평가를 반 하는

인지 념인 자기개념은 개인 자신과 외 환경, 즉 타

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발달되며 인간의삶에 있어

서 경험하는 정서와 행동, 상황에 한 처 그리고 응

등에 향을 다고 보고하여 이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를 들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경우 스트 스나 어려

움에 겪게 될 때 효율 으로 처하고 래 계에서

계를 맺는 능력이 높기 때문에 래 계에서 자신의 의

미 즉 래존재감을 높게 부여하게 된다. 즉,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가치 등에 평가를 의미하는 자기 개

념의 기능 측면인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타인들이 자

신을 요하게 여긴다는 인식을 높여주어 래존재감에

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래존재감은 자아탄력성 확보가 되었을 때 향상될 수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자아탄력성과 공통 으로 많이 나타나는 기질

는 성격 요인으로 낙천성, 유능성, 인 계 능력 등이

며[11], 자아탄력성은 개인의 타고난 성격의 한 유형이다

[10]. 이 연구결과와 같이 방과 후 체육활동 참여 등학

생의 래존재감을 높이기 해서는 자아탄력성이 요

한 역할을 하는 변인임을 확인하 으며, 매우 요한 성

격 자원이 될수 있음을 검정하 다는 데에그 의의가 있

다.

둘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의 래

존재감은 학교생활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존재감이 높을수록

응을 잘하게 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35,36,37]결과와 일

치한다. 한, 자아존 감이학교생활 응에정 인 향

을 미치며[44], 개인이 타인들과의 계속에서 인존재

감을 느끼지 못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우울을 경험하게

되어 응에 문제를 보이게 된다고 보고한 Ellitt, Kao와

Grant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22]. 즉 래 계에

서 자신이 요하다고 느끼는 래존재감이높아지면 자

존감이 높아지고 학교생활에 잘 응하게 되는 것을 의

미한다.

를 들어, 방과 후 체육활동 농구 게임을 한다고

가정할 때 래 계에서 자신이 요하다고 인식되지

않아패스를받지 못하고 슛을 하지못하는등 원활한 상

호작용을 즉, 주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자존감이 낮

아지고 우울 등을 경험하게 되어 학교생활 응에 문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래 계에서 인정을 받지 못

하고 외로움을 느껴서 학교생활에 부 응을 보인다는 결

과와 연 지어 생각해볼 수 있으며[27], 래존재감이

학교생활 응의 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라는 것을 입증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이 연구결과는 학교생활에 응을 하지 못하는

등학생의 경우 래존재감에 한 검사의 필요성을 시

사한다. 학교생활 응에 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이

상존하겠지만 이에 한 검증은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

도록 도와주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

기 때문이다. 이에 해서 Dixon Rayle은 인존재감이

라는 심리내 특성은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담 계에

서 나타나는 요한 치료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

기 때문이다[38]. 즉 래존재감에 한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자인 교사는 내담자인 학생에게 심을 갖

고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과정을 통해 학생생

활 부 응 학생이 요한 존재라는 인식과 함께 래존

재감을 향상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특히 래존재감은 궁극 으로 한 개인의 자신과 자

기개념에 한 내 인식을 형성하게 되고, 자신이 무시

되거나 주목받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심을 얻기 해

사회 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조차도 하게 되는 심리

내 과정을 설명해주기 때문에[29] 자아를 형성하게 되

는 등학생에게는 무엇보다도 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의 자아

탄력성은 학교생활 응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응

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39,45,46]결과와

일치한다. Cicchetti와 Toth에 의하면 자아탄력성은 어려

운 환경에서 부 응을 방지하고 처의 효율성을 증진시

킬 수 있으며[40], 등학생의 경우 자아탄력성은 아동들

에게 취약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학교생활의 부

응에 상당한 정도의 향을 주는 요한 심리 보호요

인(protective factor)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즉, 학교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

응하는 경향인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 응에 도움을 주

게 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학교생활 응은 학생이 학교라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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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 인 방법으로해결하고 조

화를 이 교사, 친구와 정 인 계를 유지하고, 학습

활동에 흥미를 갖고 극 으로 참여하며학교규칙을 잘

수용하여 학교행사에 흥미를 가지고 극 으로 참여함

으로써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래집단과

함께 사회화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41]. 이와 같

은 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래 계는OECD국가와 비교해 평균보다 낮다. 다시 말

하면 우리나라 등학생들은 학교생활 부 응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 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최근에는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따돌림이나

학교규칙 반 도는 수업방해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등학생들의 학교생활 응을 돕기 한 자아

탄력성 증진 로그램 등을 구성·운 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자아탄력성은 유아기 때 형성되어 고정되어버린

특성이 아니라, 지속 으로 학습되고 발달될 가능성이

있는 가변 특성이며, 열악한 환경에 처한 개인이나 가

족도 주변의 개입과 지원 그리고 상호 노력을 통하여 증

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42]. 특히 학령기 인구의 부

분은 · 등학교를 졸업하며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등학생들에게 학교는 가장 요한 사회환경이기 때문

에[43] 더욱 더 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요성으로 인해 최근 자아탄력성 로그

램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로그램 구성

운 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   언

이 연구는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들

의 자아탄력성과 래존재감 학교생활 응의 계를

규명하는데 목 이 있었다. 이에 한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방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의 자아

탄력성은 래존재감에 정 인 향을 미친다. 둘째, 방

과 후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의 래존재감은 학

교생활 응에 정 인 향을 미친다. 셋째, 방과 후 체육

활동에 참여하는 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은 학교생활

응에정 인 향을 미친다. 넷째, 방과후 체육활동에 참

여하는 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래존재감 학교생

활 응 간에는 인과 계가 있다.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

인존재감을 래존재감으로 명명하여 자아탄력성과 학

생생활 응의 계를 검증하 지만, 체육학에서는 검증

되지 않았던 변인이다. 방과 후 체육활동은 래와의 다

양한 상호작용 계를 해야 하고 이에 따른 존재감을

형성하고 발휘하는데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한 검증과 연구의 확장이 필요함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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