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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학제 간 융합연구를 위한 생존수영프로그램 참여 초등학생의 안전의식과 자아효능감 및 생명존중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재학
생 24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신뢰
도,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적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초등학생의 안전의식은 자아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초등학생의 안전의식은 생명존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초등학생의 자아
효능감은 생명존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초등학생의 생존수영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안전의식은 자아효
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생명존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제 간 융합연구 관점에서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주제어 : 생존수영, 안전의식, 자아효능감, 생명존중, 융합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analysis between safety consciousness, 
self-efficacy, and life-respect according to participation in survival swimming progra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interdisciplinary convergence research.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248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selected from registered in Kangwon-do area by the cluster sampling 
method. Frequenc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s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executed using SPSS Statistics 23.0 Version and AMOS 23. As 
the results, First, it was discovered that the Safety Consciousness had static influence to the 
Self-Efficacy. Second, it showed that the Safety Consciousness did not gave static influence to the 
Life-Respect. Finally, it showed that the Self-Efficacy had static influence to the  Life-Respect. In 
conclusion, the safety conscious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 survival 
swimming program influences self-efficacy. It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respect for life through 
self-efficacy. Therefore, various approaches to survival swimming education program are needed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disciplinary fus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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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하여 304명
의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수영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육
부(2105)는 초등학교 3학년 수영실기 교육 10시간 중 
생존수영 2시간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1]. 또
한 교육부(2016, 2017)는 초등 수영 실기교육 확대 운영 
계획을 통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종전 2시간에
서 4시간으로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으며, 10차
시로 구성된 생존수영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여, 2017년
에는 교육대상을 초등학교 3-5학년으로 확대하였으며, 
교육시간 또한 최소 10시간 이상의 생존수영 교육을 실
시하도록 하였다[2, 3].

초등학생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초등학생들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대부분 학교나 집주변
에서 발생하고 있으며[4], 초등학생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높은 반면에 실천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5, 6]. 이
는 의식수준과 실천수준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
다.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믿음과 실천을 위한 조절능력
은 자아효능감으로 이해 할 수 있다[7]. 초등학생들의 자
기효능감에 대한 인식은 안전사고의 내적, 외적요인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7],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행동을 시도하고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8]. Park & Eo[9]는 초등학생의 자아효능감과 안전의
식, 안전실천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안전실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자아효능
감이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자아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일수록 안전한 생활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인간은 자연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생존해 
가고 있다. 인간은 고대시대 이전부터 생존을 위해 호수, 
강, 바다 등과 같은 공간에서 수영활동을 통해 자연과 상
호작용함은 물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탐구
하고 있다. Jang, Koo & Hwang[10]은 유아들이 교실
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비해 교실 밖 자연환경에서 진
행되는 체험활동을 통해서 자아효능감이나 생명존중인식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생
존수영활동과 같은 체험활동이 자아효능감 및 생명존중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운영되어지고 있는 생존수영은 우리 인간이 가장 친숙하
게 접하는 자연환경의 하나인 물에 순응하기 위한 일련
의 과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인 생존수영이 아동 및 
청소년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신체적·심리적·정서적
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면 것은 의미는 일
이다. 그러나 생존수영에 관련된 연구는 학교 수영교육과 
관련된 안전의식 등과 같은 선행연구들은 초등학교수영
수업의 운영실태 분석연구[11], 초등학생의 수영참가 동
기가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12], 한국과 일본
의 생존수영 교육에 관한 비교 분석[13], 초등학교 의무 
수영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및 개선에 관한 질적 연
구[14], 초등학생의 안전의식 및 실천정도와 안전사고 발
생 실태 분석[5], 초등학생 수영수업에서의 수상안전 의
식 관계[15] 등 단순 관계 또는 실태 연구에 국한되어 실
행되어져 왔다. 앞서 기술한 유아기 아동들에게 체험활동
이 자아효능감 및 생명존중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는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에 의하면 생존수영활동에 참가
하는 초등학생의  안전의식과 자아효능감 및 생명존중 
변인 간에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수영교
육과 스포츠 사회학의 학제 간 융합 연구 차원에서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학제 간 융합연구를 위한 초
등학생의 생존수영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안전의식과 자
아효능감 및 생명존중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
육의 교육적 효과를 다양한 학문적 차원에서 검증함으로
써, 생존수영 교육의 효과성 검증 및 다양한 학문적 접근
성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1.2 연구가설
이 연구는 학제 간 융합연구를 위한 생존수영프로그램 

참여 초등학생의 안전의식과 자아효능감 및 생명존중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생존수영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안전
의식은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초등학생의 생존수영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안전
의식은 생명존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초등학생의 생존수영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자아
효능감은 생명존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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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생을 
모집단으로 강원도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280명을 집락무선표집(cluster random 
sampling)을 이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작성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대상
자의 응답치를 제외하고, 이 연구에서는 총 248명의 자료
를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34 54.0

Female 114 46.0

Grade
Grade 3 64 25.8
Grade 4 42 16.9
Grade 5 70 28.2
Grade 6 72 29.0

Frequency
1 time 88 35.5
2 time 54 21.8
3 time 42 16.9

more than 4 times 64 25.8

Term
1 year 162 65.3
2 year 44 17.7

more than 3 years 42 16.9

Swimming Level
Can’t do well 70 28.2
Is average 136 54.8
A good one 42 16.9

Participation 
Satisfaction

Not satisfied 28 11.3
Usually satisfied 146 58.9

Is satisfied 74 29.8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

2.2 조사도구
2.2.1 안전의식
이 연구에서는 안전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Noh[15]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Table 2와 같이 안전의식 설문지는 안전인지, 
안전교육, 안전예방 총 28문항,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
성되었다. 

안전의식 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안전의식 척도의 측정모형에 대
한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이 χ²(df)=58.915(24)/ 
p<.001, RMR=.090, TLI=.885, CFI=.923, RMSEA=.076

로 적합도 기준치에 미세하게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Bagozzi & Dholakia[16]는 적합도 기준이 CFI, TLI 수
치가 .80 - .90 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 연구에서 나타난 안전의식 척도의 결과 값
이 수용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집중타당도
를 보여주는 개념신뢰도는 .799-.925, 평균분산추출(AVE)
은 .594-.806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의식 척도의 내적 일
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536에서 .737까지의 범위로 안정적이었다.

Variables Categories May
question

Background Variable
Gender, Grade

Religion, Frequency, Term, 
Swimming Level, Participation 

satisfaction
7

Safety 
Consciousness

Safety awareness(5)
28Safety education(5)

Safety prevention(18)
Self-Efficacy 17
Life Respect 12

Total 54

Table 2. Component Content of Questionnaire Item  

2.2.2 자아효능감
이 연구에서는 자아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Sherere 

& Maddux et al[17] 개발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Jung[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7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단일변수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자아효능감의 구
성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연구에서는 Jung[18]의 연구와 달리 5개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자아효능감 척도의 측정모형에 대
한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이 χ²(df)=7.870(5)/ p=.016, 
RMR=.022, TLI=.983, CFI=.992, RMSEA=.050로 χ²검증
을 제외한 모든 기준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타당
도를 보여주는 개념신뢰도는 .978, 평균분산추출(AVE)은 
.899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효능감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22로 안정적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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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Question Estmate S.E. C.R(t) sig Standardized
Estmate CR AVE

Self-Efficacy

SE16 1.000 .673

.978 .899
SE13 .979 .117 8.358 .001 .673
SE10 .981 .115 8.525 .001 .690
SE7 .998 .117 8.504 .001 .688
SE6 1.103 .124 8.888 .001 .731

χ²=7.870, df=5, p=.0164, RMR=.022, TLI=.983, CFI=.992, RMSEA=.050, Cronbach's=.822

Safety 
Consciousness

Safety 
education

SC28 1.000 .685
.799 .594SC27 1.456 .208 7.003 .001 .956

SC20 .756 .123 6.158 .001 .411

Safety 
prevention

SC9 1.000 .740
.864 .696SC4 .524 .138 3.800 .001 .397

SC7 .748 .186 4.016 .001 .464

Safety 
awarenes

SC26 1.000 .718
.925 .806SC14 .861 .112 7.708 .001 .748

SC8 .823 .108 7.625 .001 .633
χ²=58.915, df=24, p=.001, RMR=.090, TLI=.885, CFI=.923, RMSEA=.076, Cronbach's=.536-.737

Life-Respect

LR7 1.000 .711

.957 .819
LR6 1.054 .126 8.371 .001 .692
LR5 1.046 .129 8.084 .001 .658
LR4 .904 .120 7.507 .001 .600
LR2 .826 .116 7.112 .001 .563

χ²=14.209, df=5, p=.014, RMR=.049, TLI=.933, CFI=.966, RMSEA=.090, Cronbach's=.774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2.2.3 생명존중
이 연구에서 생명존중 척도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

정신건강연구소[19]에서 개발한 생명존중의식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12문
항 5점 Likert 척도로 단일변수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생
명존중의식의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연구에서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이러한 생명존중 척도의 측정모형에 대한 검증 결
과는 Table 3과 같이 χ²(df)=14.209(5)/ p=.001, 
RMR=.049, TLI=.933, CFI=.966, RMSEA=.090로 χ²검
증을 제외한 모든 기준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
타당도를 보여주는 개념신뢰도는 .957, 평균분산추출
(AVE)은 .819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효능감 척도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774로 안정적이었다.

2.3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였

다. 설문지는 연구대상자가 있는 학교에 연구자와 연구보

조자가 직접 방문하여, 관리자에게 협조를 득한 후, 연구
대상자들에게 설문목적과 내용을 설명한 후 배포하였다. 
그리고 설문지 작성은 자기평가기입법을 이용하였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현장에서 바로 수거하였다. 회수된 설문
지 중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시킨 후 
Windows SPSS 23.0으로 빈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AMOS 23.0 을 이용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상관관계분석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요인간의 관련성을 확
인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안전의식, 자아효능감과 생명존
중의 하위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p<.01 수준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 하위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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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1 2 3 4 5
Safety education(1) 3.94 .90 .594a)

Safety prevention(2) 3.68 .72 .212** .696a)

Safety awareness(3) 3.97 .98 -.099 .040 .806a)

Self-Efficacy(4) 3.80 .70 .198** .300** -.072 .899a)

Life-Respect(5) 4.06 .74 .037 .131* .126* .240** .819a)

*p<.05 **p<.01, a)AVE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among Variables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Kline[20]이 제시하고 있
는 .85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이에 다중공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각 두 
구성개념의 AVE값이 크면 판별타당도가 있다[21]. 이에 
판별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에서 사용된 조
사도구의 하위변인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
었음을 알 수 있다.

3.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위한 생존수영프로그램 참여 초

등학생의 안전의식과 자아효능감 및 생명존중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모수추정방식인 최대우
도법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를 살펴보면 χ²(df)=174.67 
(62)/p=.001, RMR=.062, CFI=.865, TLI=.830, RMSEA=.086
로 나타나 적합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에 의하면 선행연구들[20,22,23,24,25]이 제안
한 적합도 기준인 RMR(Root Mean Residual; <.05),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10), TLI(Tucker-Lewis Index; >.90), CFI(Comparative 
Fit Index; >.90), 중 CFI와 TLI가 적합도 기준치에 미세하
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agozzi & 
Dholakia[16]는 적합도 기준이 CFI, TLI 수치가 .80 - .90 
이상이면 좋은 모델로 평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 
연구에서 나타난 안전의식 척도의 결과 값이 수용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χ² df p RMR CFI TLI RMSEA
174.67 62 .001 .062 .865 .830 .086

Table 5. Goodness of Fit Test

Fig. 1. Structural Equation Model Verification Results

3.3 가설검증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위한 생존수영프로그램 참여 초

등학생의 안전의식과 자아효능감 및 생명존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생존수영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안전
의식과 자아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들 간
의 경로계수가 .604, t값 2.994로 안전의식은 자아효능
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이에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1은 채
택되었다.

둘째, 초등학생의 생존수영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안전
의식과 생명존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가 -.053, t값 -.187로 안전의식은 생명존중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2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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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Standardized Estimate S.E. C.R sig Result
1 Safety Consciousness → Self-Efficacy .604 .389 2.944 .003 Accept
2 Safety Consciousness → Life-Respect -.032 .283 -.187 .852 Rejection
3 Self-Efficacy → Life-Respect .345 .122 2.479 .011 Accept

Table 6. The Result of Path Analysis 

셋째, 초등학생의 생존수영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자아
효능감과 생명존중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들 간
의 경로계수가 .303, t값 2.479로 자아효능감은 생명존
중의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p=.05).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4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위한 생존수영

프로그램 참여 초등학생의 안전의식과 자아효능감 및 생
명존중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었다. 이 연구
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안전의식은 자아효능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들
이 생존수영을 경험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안전과 관련된 
안전의식이 자아효능감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Park & Eo[9]는 자기효능감이 안전
실천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식하는 안전의식이 어떤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성취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력을 결정하는 자아효
능감과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의식 수준이 높은 학
생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하여 생활 속 안전실천
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초등학생의 안전의식은 생명존중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부족
으로 인하여 논의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이 있으나, 이 연
구에서 설정한 안전의식과 생명존중의 관계를 가정하여 
보았을 때 자신의 안전을 위한 안전의식이 타인의 안전 
또는 안위에 대한 생명존중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되는 바 후속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이 두 변인간의 관
련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초등학생의 자아효능감은 생명존중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
하였듯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력과 관련된 자아효능

감은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안전
의식의 함양으로 인해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이렇게 형성된 자아효능감은 나와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대사회에서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생명존중에 위배되는 
행위는 자살과 학교폭력을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다[26]. 
이와 관련하여 Cho(2015)[27]는 학교폭력과 자살예방
을 위한 체육활동 효과성 검증 연구에서 체육활동이 청
소년들의 폭력성향과 자살예방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근 우리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생존수영 
교육이 학교폭력예방과 자살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연
구결과를 통해 생존수영교육이 아동들의 안전의식 함양
과 자아효능감을 높이고, 생명존중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
고 있는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어 질 수 있
도록 만전을 기함으로써, 아동들의 안전의식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은 물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함으로 인해 자
기 스스로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함으로써 미래를 
책임질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학제 간 융합 연구를 위한 생존수영프로그

램 참여 초등학생의 안전의식과 자아효능감 및 생명존중
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2018년 강원도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 재학생 
280명의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이중 총 248명의 자료들
을 실제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
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초등학생의 생존수영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안전
의식은 자아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초등
학생의 생존수영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안전의식은 생명
존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셋째, 초등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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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영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자아효능감은 생명존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안전의식은 자아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효능감을 매개로 생명존중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세월호 사고 이후 2015 개정 
체육과교육과정에서 안전영역이 추가됨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생존수영 교육이 효과
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기관 및 학교현
장에서 생존수영교육을 담당하는 교⦁강사들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상 이 연구를 토대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음과 같다. 이 연구를 통하여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참가에 따른 안전의식과 자아효능감 및 생명존
중의 관계를 살펴본 바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현장의 생존수영 교육
은 시설의 부재, 지도자의 부재, 프로그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그 운영실태가 바람직하지 않음을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생존수영 프
로그램이 확산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생
명존중에 위배되는 대표적 행위인 학교폭력 가해자를 대
상으로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심층적이고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질적연구
기법을 통하여 연구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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