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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생존수영교육 참여를 통한 초등학생의 수중불안,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수상안전 의식의 변화와 변인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생 중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 312명 중 300명을 유효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대응표본 t-검정,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수영교육 참여한 초등학생은 사전·사후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사후 수중불안은 감소하고, 신체적 자기효능감
과 수상안전 의식은 증가하였다. 둘째, 생존수영교육 참여 초등학생의 수중불안은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수상안전 의식
에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수상안전 의식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생존수영교육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질적 확대 방향성에
대해 재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생존수영교육, 수중불안, 신체적 자기효능감, 수상안전 의식, 안전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port the changes in underwater anxiety, physical 
self-efficacy, and water safety consciousnes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participation in 
survival swimming educ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For this purpose, 300 out of 312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survival swimming education in Busan were used as 
valid sampl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spondence sample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5.0 statistical program,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underwater anxie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survival swimming education decreased, and the physical self-efficacy and water 
safety awareness increased. Second, underwater anxie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survival swimming education partially negatively affected physical self-efficacy and water safety 
consciousness, and physical self-efficacy partially positively affected water safety consciousness. Based 
on these results, the effectiveness of survival swimming education could be confirmed, and the 
direction of qualitative expansion of the program could be reconsidered.

Key Words : survival swimming education, underwater anxiety, physical self-efficacy, water safety 
awareness, safety education

*This study revised and supplemented Bae's(2020) master's thesis.
*Corresponding Author : Gun-Sang, Cho(cgs3308@pusan.ac.kr)
Received January 15, 2021
Accepted March 20, 2021

Revised   February 3, 2021
Published March 28, 2021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9. No. 3, pp. 415-423, 2021

ISSN 2713-6434 / eISSN 2713-6442
https://doi.org/10.14400/JDC.2021.19.3.415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9권 제3호416

1. 서론

수영은 학교 교실이 아닌 오직 물속에서만 배울 수 있
으며, 영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에선 이미 영법교육과 
이에 선행하는 수상안전교육이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진
행될 만큼 수영교육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또 인생의 중
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1]. 우리나라 또한 제1
차 체육과 교육과정부터 헤엄, 물놀이 등을 포함한 수영
교육이 지속적으로 명시되어 왔지만 수영실기교육은 인
적, 환경적 인프라 부족 등 열악한 여건 속에 제대로 이
루어지지 못했다[2]. 2015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안
전’이 새로운 교과영역으로 신설되고 수업현장에서 강조
되기 전까지 수영실기교육과 수상 안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2014년 세월호 사건을 통해 수상 
안전수칙 준수와 위급 재난 상황 시 대처 능력의 필요성
이 국가적인 과제로 떠올랐다[3]. 이에 발 맞춰 교육부 또
한 학생안전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선 내용체계에 ‘안전’영역을 신설하고 학교 현
장과 지역 인프라의 협력을 통한 체험과 실제성을 강조
하는 적극적인 수업을 유도하였다[4]. 이런 노력에 따라 
2014년 하반기부터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수영교육과 수상 재난 시 안전한 생존방법
과 연계하는 수상안전교육을 포함하는 ‘생존수영교육’이 
수영실기교육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수영교육대상자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
해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5]. 

생존수영 교육의 새로운 제도의 시행과 함께 정착에 
많은 시행착오가 따랐다. 운영 초반에는 수영장 시설과 
용기구의 부족, 시수의 부족, 비획일적인 프로그램 내용, 
전문적인 지도역량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생
존수영교육의 정착기라고 할 수 있는 2016년까지도 지
역별로 수영장 시설이용에 편차가 심하며 안정적인 수영
장 인프라 구축이 미비함이 사실이었다[6]. 또한 이런 열
악한 상황 속에서 생존수영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을 이용해 연간 12시간이라는 적은 시수로 시행되고 있
으며, 이에 대해 일회성 생존수영 체험학습 형식으로 운
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났다[7].

그러나 수영은 역시 학교 교실이 아닌 물속에서만 배
울 수 있음이 사실이고, 생존수영교육 제도의 개선 및 발
전방안에 대한 여러 연구들[8,9]이 소개됨에 따라 도입 
초기에 비해 생존수영수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수업의 모습으로 개선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렇
듯 안정적인 정착기를 지난 생존수영교육은 현재 그 교
육대상의 범위와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 확대기를 맞이
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의 생존수영교육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생존수영교
육은 5, 6학년 학생들까지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시행
되고 있다[10]. 이러한 시점에, 현재 시행되는 생존수영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물에 대한 두려움 극복, 생존수영
기술 습득, 수상 활동 및 재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안전
의식 및 태도 함양 등과 같은 교육목표의 성취여부 대한 
의문점도 한편으로 제기된다. 생존수영교육이 더 나은 방
향으로 확대 시행되기 위해선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진
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절차이다.

현재까지 생존수영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외국과의 생
존수영 교육 비교 연구[11], 수영 의무교육의 인식에 관
한 연구[12], 생존수영교육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6] 등 생존수영교육의 정책 및 운영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다수이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육 목표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는 기초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
고 있는 생존수영교육이 초등학생의 수중불안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수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 예방, 대처에 관한 수상안전 의식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이 그 교육목표를 점검하여 
현재 생존수영교육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교육목표 간 관
계를 분석하여 확대 시행에 있어 프로그램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데 실증적인 기초자료와 방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생존수영교육 참여 전후 초등학생의 수중불안,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수상안전 의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생존수영교육 참여자의 수중불안은 신체적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생존수영교육 참여자의 수중불안은 수상안전 의
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생존수영교육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수
상안전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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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9년 현재 교육부 정책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생존수영교육의 대상인 초등학교 3-6학
년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관내에 속해있는 14개 초등학교 3-5학년 
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의 하나인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중 응답이 
누락된 설문, 불성실한 응답이라고 판단된 자료 12부를 
제외한 300부의 자료를 본 연구를 위한 최종 유효표본으
로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 Sortation N %

Gender Male
Female

150
150

50.0%
50.0%

Grade
3
4
5

100
100
100

33.3%
33.3%
33.3%

Experience in 
swimming 
education

Yes
No

161
139

53.6%
46.4%

Sum 3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2.2 조사도구
2.2.1 설문지 구성 
생존수영교육 참여가 초등학생의 수중불안, 신체적 자

기효능감, 수상안전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 이외
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수중불안, 수상안전 의식 등의 변
인은 각각 5점 Likert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수중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Martens 등[14]에 
의해 개발된 스포츠 경쟁불안검사(Competitive State 
Anxiety Inventory-2: CSAI-2) 척도를 강주희[13]가 
번안하였으며, 서영선[14]이 사용하였던 척도를 바탕으
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하위요인은 인지적 상태불안 5문항, 신체적 상태불안 4
문항의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행연구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83-.92로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Ryckman 
등[15]이 제작한 것을 표내숙과 홍선옥[16]이 번안한 신
체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하위요인은 인지된 신체
능력 4문항,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 4문항 등 총 8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행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87-.93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안전 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노광열[17]
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던 척도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맞
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하위요인은 안
전인지 의식 3문항, 안전예방 의식 5문항, 안전교육 의식 
3문항의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행연구의 신
뢰도는 Cronbach's α=.67-.75로 신뢰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2 타당성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의 검증을 위

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실시하였다. 첫째,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스포츠교육학 전공 교수와 박사 2인과 함
께 설문지를 검토하고 문항의 적합성을 확인하면서 문항
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둘째,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
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통해 
설문 문항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PCA : Principle 
Component Analysis)과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실
시하였다. 초기 고유값(Eigen Value)은 1.0이상으로, 문
항의 공통비는 .40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요인 
적재량(factor loading)은 ±.50 이상을 기준으로 설정
하였다. 최종 구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시한 본 연구 
조사 자료에 대하여 수집 자료의 적합성과 조사도구의 타
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중불안 변인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
과 2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하위요인별 요인부하
량(Factor loading)을 살펴보면 인지적 상태불안은 
.844-.916, 신체적 상태불안은 .791-.890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α값은 인지적 상태불안 .944, 신체적 상태
불안 .866, 신뢰도 합은 .904로 적합한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신체적 자기효능감 변인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부하량
을 살펴보면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은 .904-.942, 인지
된 신체능력은 .619-.926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α
값은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 .950, 인지된 신체능력 
.853, 신뢰도 합은 .858로 적합한 결과가 나타났다.

셋째, 수상안전 의식 변인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 3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부하량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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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M±SD tpre test post test
underwater 

anxiety
cognitive anxiety 1.92±1.03 1.63±.83 10.284***

somatic anxiet 1.56±.71 1.37±.52 8.092***

physical 
self-efficacy

perceived physical 
ability 3.53±.87 3.81±.81 -13.924***

physical self-expression 
confidence 4.05±.77 4.34±.61 -12.782***

water safety 
awareness

safety prevention 3.62±.80 4.05±.61 -15.453***

safety recognition 4.04±.77 4.42±.54 -13.368***

safety education 3.75±.79 4.22±.64 -18.834***

 ***p<.001

Table 2. Differences in underwater anxiety, physical 
self-efficacy, and water safety awareness 
before and after participating in the survival 
swimming education program

펴보면 안전예방은 .838-.933, 안전인지는 .938-.953, 
안전교육은 .876-.929로 나타났다. Cronbach’s α값은 
안전예방 .905, 안전인지 .957, 안전교육 .918, 신뢰도 
합은 .817로 적합한 결과가 나타났다.

2.2.3 자료 조사 및 처리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을 위해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시작일과 마지막
일에 직접 교육현장에 방문하여 담당교사에게 동의를 구
한 뒤 설문 간 설문의 내용과 목적을 설명한 후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설문내용에 응답하도
록 하였고, 완성된 설문지는 즉시 회수하였다.

자료 처리방법은 SPSS Windows Version 25.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
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생존수영교육 참여 초등학생의 
수중불안,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수상안전 의식의 시기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초등학생의 수중불안이 신체
적 자기효능감 및 수상안전 의식에,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수상안전 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생존수영교육 참여 전후 초등학생의 수중불안,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수상안전 의식의 차이

‘생존수영교육 참여 전후 초등학생의 수중불안, 신체
적 자기효능감 및 수상안전 의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
다.’라는 가설을 검정하는 데 있어 동일 초등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참여 전·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생존수영교육 프로그램 참여 전후에 따른 초등학생의 
수중불안,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수상안전 의식은 통계  
적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중불안에서 사후 인지적 상태불안(M=1.630)은 사전 
인지적 상태불안(M=1.924)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사
후 신체적 상태불안(M=1.373)도 사후 신체적 상태불안
(M=1.568)에 비해 낮게 나타나 수중불안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상태불안과 신체적 상태불안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다음으로 신
체적 자기효능감에서 사전 인지된 신체능력(M=3.539)보
다 사후 인지된 신체능력(M=3.818)이 높게 나타났으며, 
사전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M=4.057)보다 사후 신체
적 자기표현 자신감(M=4.348)이 더 높게 나타나 신체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인지된 신체능력과 신체적 자
기표현 자신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p<.001). 마지막으로 수상안전 의식에서 
사전 안전예방(M=3.625)보다 사후 안전예방(M=4.054)이, 
사전 안전인지(M=4.048)보다 사후 안전인지(M=4.422)가, 
사전 안전교육(M=3.757)보다 사후 안전교육(M=4.226)
이 각각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3.2 초등학생의 수중불안이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생존수영교육 참여자의 수중불안은 신체적 자기효능
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variable

Physical Self-Efficiency

perceived physical ability physical self-
expression confidence 

β t β t
Constant 47.812*** 63.000***

cognitive 
anxiety -.654 -11.822*** -.304 -5.3036***

somatic anxiet -.006 -.115 -.330 -5.459***

F=113.586***, R=.658, R²=.433F=71.413***, R=.570, R²=.325
***p<.001

Table 3. Effects of Underwater Anxiety on Physical 
Self-Efficiency

인지적 상태불안과 신체적 상태불안이 신체적 자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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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감의 인지된 신체능력에 미치는 영향의 검증 결과 회
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13.586, p<.001), 
이에 따른 설명력은 43.3%로 나타났다(R2=.433). 회귀
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인지적 상태불안은 인지된 신
체능력에 통계적 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54, p<.001). 

인지적 상태불안과 신체적 상태불안이 신체적 자기표
현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71.413, p<.001), 이
에 따른 설명력은 32.5%로 나타났다(R2=.325). 회귀계
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인지적 상태불안(β=-.304, p<.001)
과 신체적 상태불안(β=-.330, p<.001) 모두 신체적 자기
표현 자신감에 부(-)적으로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수중불안 중 인지적 상태불안만이 
신체적 자기효능감 중 인지된 신체능력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의 수중불안 
중 인지적 상태불안과 신체적 상태불안 모두 신체적 자
기효능감 중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가설 ‘초등학생의 수
중불안은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 수용되었다.

3.3 초등학생의 수중불안이 수상안전 의식에 미치는 
    영향

‘생존수영교육 참여자의 수중불안은 수상안전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Table 4와 같다.

variable

Water Safety Consciousness
safety 

prevention safety recognition safety education

β t β t β t
Constant 42.449*** 58.170*** 49.638***

cognitive 
anxiety -.189 -2.608* -.133 -1.934 -.420 -6.333***

somatic 
anxiet .008 .110 -.249 -3.614*** -.021 -.309

F=5.188**

R=.184
R²=.034

 F=20.393***

R=.347
R²=.121

 F=34.215***

R=.433
R²=.187

 *p<.05, ***p<.001

Table 4. The Effect of Underwater Unstable on Water 
Safety Consciousness

인지적 상태불안과 신체적 상태불안이 수상안전 의식
의 안전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188, p<.01), 이에 따른 
설명력은 3.4%로 나타났다(R2=.034). 회귀계수의 유의
성 검증 결과 인지적 상태불안은 안전예방에 통계적 수
준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β=-.189, p<.05). 

인지적 상태불안과 신체적 상태불안이 수상안전 의식 
의 안전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20.393, p<.001), 이에 따
른 설명력은 12.1%로 나타났다(R2=.121).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신체적 상태불안은 안전인지에 통계적 
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249, p<.001).

인지적 상태불안과 신체적 상태불안이 수상안전 의식 
의 안전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34.215, p<.001), 이에 따
른 설명력은 18.7%로 나타났다(R2=.187).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인지적 상태불안은 안전교육에 통계적 
수준에서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β=-.189, p<.05). 

따라서 초등학생의 수중불안 중 인지적 상태불안이 수
상안전 의식 중 안전예방과 안전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의 수중불안 중 
신체적 상태불안은 수상안전 의식 중 안전인지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가설 ‘초등
학생의 수중불안은 수상안전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는 부분 수용되었다.

3.4 초등학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이 수상안전 의식에 
    미치는 영향

‘생존수영교육 참여자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인지된 신
체능력,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은 수상안전 의식(안전
예방, 안전인지, 안전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검정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인지된 신체능력과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이 수상안
전의식의 안전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626, p<.01), 이에 
따른 설명력은 3.7%로 나타났다(R2=.037).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은 안전예방에 
통계적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135,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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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Water Safety Consciousness
safety 

prevention safety recognition safety education

β t β t β t
Constant 12.585*** 15.923*** 11.534***
perceived 
physical 
ability

.082 1.242 .006 .089 .525 9.094***

physical self-
expression 
confidence 

.135 2.043* .214 3.254** -.010 -.177

F=5.626**
R=.191
R²=.037

F=7.371**
R=.217
R²=.047

F=54.879***
R=.519
R²=.270

 *p<.05, **p<.01, ***p<.001

Table 5. Effect of Physical Self-Efficiency on water 
safety consciousness

인지된 신체능력과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이 수상안
전의식의 안전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7.371, p<.01), 이에 
따른 설명력은 4.7%로 나타났다(R2=.047).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은 안전인지에 
통계적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214, p<.01).

인지된 신체능력과 신체적 자기표현 자신감이 수상안
전의식의 안전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회귀모
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54.879, p<.001), 이
에 따른 설명력은 27%로 나타났다(R2=.270). 회귀계수
의 유의성 검증 결과 인지된 신체능력은 안전교육에 통
계적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β=.525, p<.001).

따라서 초등학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중 신체적 자기
표현 자신감이 수상안전 의식 중 안전예방과 안전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생
의 신체적 자기효능감 중 인지된 신체능력은 수상안전 
의식 중 안전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연구가설 ‘초등학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은 수
상안전 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는 부분 수용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생존수영교육 참여가 초등학생의 수중불안,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수상안전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규명함으로써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생존수영교육
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생존수영교육 참여 전·후의 초등학생의 수중불
안, 신체적 자기효능감, 수상안전 의식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수중불안은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신체적 자기효
능감과 수상안전 의식은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변태식
[18]은 수영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두려움을 극복해 나간
다고 하였고, 남재식과 이영석[19]은 여학생들의 수영수
업에서 자기효능감이 형성되며, 장은진, 배용진[20]은 안
전교육을 통해 교육참여자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모든 하
위영역에서 긍정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본 연구결과
는 생존수영교육이 열악한 환경, 시수 부족 등의 문제점
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실제 물속에서 이루어지
는 수업인 만큼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는 효과성을 보여
주고 있음을 단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둘째, 생존수영교육 참여 초등학생의 수중불안은 신체
적 자기효능감에 부분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전선혜[21]는 경쟁상태불안이 스포츠 자
신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문윤제와 김
종언[22]은 성·패 경험, 성취동기, 불안 수준이 아동의 자
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운동수행으로 이어진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이처
럼 불안과 자기효능감 간의 부적 관계는 수중운동 상황
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수중에서의 상태불안 수준이 낮을
수록 참여에 있어 두려움보다 재미와 노력과 같은 내적
동기가 작용하게 되고, 긍정적인 내적동기의 형성이 곧 
신체적 자기효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생존수영교육 참여 초등학생의 수중불안은 수상
안전 의식에 부분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미정[23]은 인지적 상태불안과 신체적 상태
불안 모두 수업 수업만족도에 부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으며, 정형훈, 김기중, 최연철[24]은 교육환경에 대
한 만족감이 안전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
과를 보고하여, 교육만족이 불안과 안전의식 사이의 매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교
육만족, 특히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
인 수업참여로 수중불안을 극복함과 동시에 대처방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넷째, 생존수영교육 참여 초등학생의 신체적 자기효능
감은 수상안전 의식에 부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교사가 교육시설에서 책임
져야 할 소방안전에 관한 조래풍, 김선웅, 이창섭, 이원주
[25]의 연구에서 직무만족과 자기효능감은 영유아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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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방안전의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강지숙[26]의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생활, 재
난, 소방안전의식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교육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수상안전 의식이 교육기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실제 안전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이끌고 유지
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존수영교육 참여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수
중불안, 신체적 자기효능감, 수상안전 의식의 변화와 변
인 간의 영향을 규명하여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생존수영교육의 효과성을 분
석하고 확대시행 추진방안에 기초 자료와 방향성을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 소재 14개 초
등학교 3-5학년 학생 312명을 대상으로 비확률 표집방
법의 하나인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였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이라 판단된 12부의 자료를 제
외한 300부의 자료를 본 연구를 위한 최종 유효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3개 문
항, 수중불안 9개 문항, 신체적 자기효능감 8개 문항, 수
상안전 의식 10개 문항 등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자료처리는 SPSS Windows Version 25.0 통계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대응
표본 t-검정,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생존수영교육 참여 전·후의 초등학생의 수중불
안, 신체적 자기효능감, 수상안전 의식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수중불안은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 신체적 자기효
능감과 수상안전 의식은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둘째, 생
존수영교육 참여 초등학생의 수중불안은 신체적 자기효
능감에 부분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생존수영교육 참여 초등학생의 수중불안은 
수상안전 의식에 부분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생존수영교육 참여 초등학생의 신
체적 자기효능감은 수상안전 의식에 부분적으로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
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생존수영교육 제도의 확대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생존수영교육의 효

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열악한 환경, 시수의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대상 확대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이러한 문제점들
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
한 교육목표 간 인과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저학년과 고학년 교육프로그램을 구분하는 등 교육내용
의 확대 및 계열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생존수영교육은 장기적인 안전교육제도이다. 교
육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교
육기간에만 그치지 않도록 교육내용과 전달방법을 다양
한 상황에 맞게 구체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 뿐 만 아니
라, 일생동안의 실제 안전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이
끌고 유지시키는 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
료된다. 

셋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수영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존수영교육을 받는 대상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실제 바
다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생존수영교육과의 비교가 필
요하고,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생존수영교육의 다양화
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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