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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hisstudy wasdesigned to explore the degree ofachievement
motivationandthedegreeofcontentofstudentswhoparticipatedin
experiencingoceanleisuresportsandtoactivateoceanleisuresports.
Thisstudyalsoaimedtogetbasicdatafortheeducationpolicyof
oceanleisuresportsandforthedirectionoflearning-through-experience
programsinthefuture.Thesubjectsofthestudywere400middle
schoolstudents(200boysand200girls)participatinginoceanleisure
sports.
Theywereaskedtogiveanswerstothequestionnairebeforeandafter

theprogram.Inordertotestifythestudyquestions,thecollecteddata
wasanalyzed byastatisticprogram,SPSS12.0.1forWindows.The
variablesofachievementmotivationwerelearninglesion,impediment
subjugation,earnestness,competenceforsportsskills,valueoflearning,
anxiety ofstress-causing circumstances,anxiety ofreality.Thos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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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were socialcontent,psychologicalcontent,facility content,
physicalcontent.
Thefindingsofthisstudy aresummarized asfollows.First,in

reference to the degree ofachievementmotivation,there wasno
significantdifferencebetweenboysandgirls.Butforthedetailvariables
ofcompetenceforsportsskills,anxietyofstress-causingcircumstances,
andanxietyofreality,thereweremeaningfuldifferencesbetweenboys
andgirls.Second,therewasnosignificantdifferencebetweenboysand
girlsintermsofthedegreeofcontent,butthereweremeaningful
differencesbetweenthem indetailvariablesofsocial,psychological,and
physicalcontentbeforeparticipatingintheprogram andfacilitycontent
afterparticipatinginit.Third,theresultsshow thatoceanleisuresports
havepositiveinfluencesonthedegreesofachievementmotivationand
thatofcontent.But,forthegirls,therewasnomeaningfuldifference
betweenbeforeandaftertheirparticipationoftheprogram inreference
tosomedetailvariables:learninglesion,competenceofsportsskills,
anxietyofstress-causingcircumstances,anxietyofrealityandfacility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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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오늘날 급격한 사회의 변화는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이에 따라 학교
교육도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는 실정이다.학교 교육은 평생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
면서 자기 학습과 자기 개발을 통해서 급속한 사회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 주어야 한다.그러므로 창의력,사고력,판단력,상상
력,직관력 등은 그 중에서도 특히 필요한 고등정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조상원
1998).
이와 같은 고등정신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중심,서적․문서 지식 일
변도의 교육 방법에서 학생의 개성,능력,진로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학습방
법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특히 생활 체험과 관련하여 학습 활동을 전개
하므로 학습 활동에 흥미를 갖고 깊이 있는 학습 활동을 하며,생활 주변의 사물과
현상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이러한 가운데 최근 경
제적 풍요와 여 러 가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현장체험 학습은 상상력,창의력과
탐구력,진취적인 기상 함양과 생활의 안정으로 인해 여가시간을 보다 건전한 국민
건강적 정서로 접목시키기 위해 해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경제적,시간적,정서
적 여유를 갖게 됨으로써 해양은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키는 워터 프론트(Waterfront)
로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친환경적으
로 접근되고 있는 실정이다(신동주,1998,윤재백,1999,이정욱,2000).특히 해양공간은
해변,해양,해저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공간마다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각기 다른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사회문화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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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 변화와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lifestyle)의 다양화로 인하여 해양레저 중심의 생
활 패턴이 정착되면서 해양레포츠 참여 등이 확대되고 있다(양진우,송교욱,1998).
해양레포츠의 장(場)인 바다에서는 다양 무상한 영위(榮位)가 펼쳐지고 생활의
활력소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이용하고 있으며,다양한 형태로 우리
의 생활에 연결되어 있다.그러므로 해양레포츠 체험학습은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교육의 주체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끊임없는 교육공학적 연구개발을 통해 청소년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을 진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학습과정(Course-ware
system)이 필요하다.또한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입시 못지않게 중
요한 교육은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
화하고 가능한 빨리 잘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진로를 선택하여 스스로 미래
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다양한 직접 체험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또한 청소년들의 해양레포츠 체험학습이 성취동기 및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은 한국인들의 여가를 보내는 방식에도 크게 관계되는 것으로서 휴
가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과 청소년들의 교육제도 개선에도 중요한 테마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양레포츠를 체험하는 중학생들의 성취동기와 만족도를

알아봄으로써 생활체험학습을 통한 창의력,탐구력,진취적인 기상을 함양하
고 해양레포츠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향후 해양레포츠 관련 교육정책 및 현
장교육 방향의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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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의 해양레포츠 활성화의 잠재수요인 중학생들의 해양레
포츠 체험학습 성취동기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향후 학교 체험학습의 기초 자료와
해양레포츠 관련 교육정책의 방향 제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333...연연연구구구 문문문제제제

중학생들의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참가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1)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2)성취동기의 남․여간 차이 분석.
3)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4)만족도의 남․여간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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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해해해양양양레레레포포포츠츠츠 동동동향향향

고대사회는 규모가 작고 사회적 통합 내지 분화가 비교적 결여된 사회로서 해
양레포츠란 용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그러나 구석기 및 신석기시대에 있어
해양레포츠라고 하는 것은 뗏목을 타고 고기를 잡거나 어패류를 채취하여 생계
를 유지하는 일과 틈틈이 휴식을 취하거나 의식에 참가하는 정도였으며,생계를
위한 수단인 노동과 해양레포츠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다(이원식,1996).
해양은 지구 표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이 광대한 공간과 거기에

존재하는 각종 자원 및 에너지의 개발 이용에 대한 기대는 자원 국가주의 대두
와 과학기술의 진전에 수반하여 세계적인 규모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
다(日本海士弘報協會,1997).이와 같은 해양을 세계의 각국이 장래 공평 유효하
게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질서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이 1982년에 체결
되기도 하였다.이 조약에 의해서 한국도 육안 200해리의 해역에 있어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게 되어 이에 대한 유용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연안해역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된 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성숙

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속에서 해역 이용에 대한 국민들의 요청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스포츠의 선호도가 다양화,개성화,고도화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1980년대를 전후한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국민소득의 향상과 여가선용의
확대로 국민이 바다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도 크게 변하고 있다(어촌문제연구소,
1996).즉 종래는 근면이 최대의 미덕으로 여겨지고 여가는 그 다음 근면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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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휴식이나 기분 전환으로 인식되어 왔다.그러나 근년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생활 면에서 양적인 충족이 진행되는 가운데 질적인 면이 중시되어 정신적
인 풍요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해양레포츠도 적극적으로 평가받게 되었고,여가선
용에 있어서도 개인의 주체의식이 존중되어 단체 여행에서 혈연 지연의 그룹요
소 또는 가족과의 그룹여행으로,단순히 보는 레저에서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레
저로의 이행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체 수동형에서 개인 능동의 자기
실현형으로 진전되어 여가선용은 이제 그 성숙기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의 역점이 주거생활 중심이었으나,최근에는 여가선용을

해양레포츠 쪽으로 우선순위가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근년 여가활동이 진행되
는 가운데 해양레저 레크리에이션도 다양화되어 해수욕,선텐,낚시,해상유람 등
전통적인 것에 비하여 세일링 요트,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수상스키,워터슬래
드 등 최고의 스릴을 맛볼 수 있는 스포츠형의 해양레저 레크리에이션이 등장하
고 있으며,이와 같이 다양화와 함께 즐기는 방법도 개성화되고 있다.이를테면
해양에서는 자연과 대등하기 위해 전술을 이용하여 싸우는 고도의 기술과 팀의
협동심에 의한 경주를 지향하는 것,여유 있게 세일링을 즐기면서 선상에서 낚시
를 하거나 식사를 즐기는 등 폭넓게 즐길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사람들을 해변가로 유인하는 각종 행사도 다채롭게 벌어지고 각종 해양

스포츠 이벤트 등이 개최되기도 하고 마린패션,파도소리,해변의 소리를 담은
환경레코드,비디오의 유행 등 해변의 정서를 즐기는 풍조도 바다를 떠나 있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까지 침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화․개성화가 확산되면서 급속히 보급 발전하고 있는 해양레저

레크리에이션은 국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수요중의 하나로서,또는 금후 매력 있
는 산업의 한 분야로서,그리고 지역 개발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서 각 방면에
서의 기대와 역할이 크다.또한 해양레저 레크리에이션에 사용되는 장비도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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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화려하면서도 기능미 있는 디자인으로 패션화가 진전되고 있으며,그 결과
바다에 대한 이미지도 일변하여 젊은 여성들의 참가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레포츠가 금후 국민생활의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변화 할 것인
가는 단순히 항만 행정면에서 뿐만 아니라,국민전체의 여가선용과 체력향상과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김성귀,1995).특히 여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자유시간의 확대,소득의 향상,도시화의 진전,동원성의 증대라는 사회적
변화,그리고 서구문명의 수용 등과 어우러져 그 종목과 형태도 다양화․개성화
로 확산되고 있으며,해상수욕(海上水浴)이외의 해양레포츠 특히 해상경주용 스
포츠가 폭발적인 인기로 증폭되어갈 것임을 감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레포츠와 관련된 국외 유사 연구로서는 都市環境硏究會(1995)의
沿岸都市とオープンスペース,日本海士弘報協會(1997)의 海洋レクりエーションの現
況と展望,AustralianMaritimeSafetyAuthority(1998)의 SyllabusCertificateof
CompetencyMasterClass4,Kajiki(1996)의 Harmony100MarinasintheWorld
등이며,국내 유사 연구로서는 김경률(2001)의 한국 해양레저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박봉률․강진흥(2001)의 해양스포츠 활성화 방안 연구,지
삼업(1998)의 한국해양스포츠 진흥을 위한 제도화에 관한 연구,정종석(2003)
의 해양레저스포츠 발전을 위한 한국형 마리나 개발방향에 관한 연구,하해
동(2000).한국범선을 통한 요트의 발자취 등이 있으나,이들의 대부분 연구는
해양스포츠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로,중학생들의 해양레포츠 체험학습이 만
족도 및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
으므로 해양레포츠 관련 교육정책 방향의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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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해해해양양양레레레포포포츠츠츠 체체체험험험학학학습습습 종종종목목목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3,200여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고,
해안선의 총 길이는 2,413㎞(국정원,2003)로서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천
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특히 해양도시 부산지역의 경우 약 220km의 수
려한 해안선과 해운대,광안리 등 시 역내 6개의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으
며,해양레포츠 체험학습 활동을 위한 종목 및 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해양레포츠 종목과 특성

구분 종류 특성
추진방법 기관/엔진(hp) 속도(knot) 승선인원(명)

1 세일링 요트 바람/엔진 2.5～300 2～15 1～25
2 모터보트 엔진 2.5～ 5～100 4～12
3 수상오토바이 엔진 55～150 65～75 1～3
4 워터 슬레드 보트 견인 견인시 115이상 15～40 5～10
5 래프팅 인력/페들 없음 2～5 4～12
6 카누 인력/페들 없음 2～10 1～4
7 카약 인력/페들 없음 2～10 1～2
8 스쿠버다이빙 핀(오리발) 없음 1～3 1

111)))세세세일일일링링링 요요요트트트
요트란 상선,어선,군함 등과 같이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용 배
가 아닌,놀이나 스포츠에 이용되는 오락용 배로서 사람이 비교적 힘을 덜
들이고 쾌주할 수 있는 배를 총칭하는 말이다.이를 크게 나누면 엔진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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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추진하는 모터요트(Motoryacht)와,돛에 바람을 받아 운항하는 세
일링 요트(Sailingyacht)로 구분되는데,선실을 갖추지 않은 비교적 작은 보
트에 돛을 단 세일링 보트(Sailingboat)와 선실에 주거시설을 갖춘 비교적
큰 범선 형태인 세일링 크루저(Sailingcruiser)로 구분된다.세일링 보트는
연안이나 호수에서 스포츠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며,오늘날 올림픽과 아
시아 경기대회에서 채택되고 있는 경기정은 모두 이 세일링 보트이다.세일
링 보트 중에서도 비교적 작은 것들은 딩기(Dinghy)라 부른다.
요트의 어원은 16세기 네덜란드에서 시작하여 정식 요트가 나온 것은 17
세기 초엽 희랍어 야겐(Jagen)에서 유래되어 야트(Jacht)로 불리우는 배가 만
들어졌다.이 무렵 네덜란드에 망명 도중 야트를 즐겼던 영국의 망명자 찰
스 황태자가 1660년 왕정복고(王政復古)후 찰스 2세로 즉위하였을 때 암스
테르담 시장이 야트를 선물로 기증하였고,그 이후 영국에 전파되어 지금의
요트로 불리어지게 되었다(정종석 2003).

222)))모모모터터터보보보트트트
넓은 의미의 모터보트(Motorboat)는 동력만으로 타고 즐기는 보트로서
스포츠용 주정(舟艇)을 의미한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중형급(30ft이상)의 보
트를 모터요트라 하며 이는 선실을 가지고 있고,그 선실의 내부는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일반적으로 좁은 뜻의
모터요트는 대개 소형급(30ft이하)을 의미하며,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모
터보트라 부른다.
유럽과 미주에서는 요트를 세일이나 동력에 의하여 움직이며 개인이 타고
즐기기 위한 배라고도 정의하고 있다.그래서 원양을 항해하는 객선과 같은
기선도 모터 요트라 한다.모터보트는 1840년대 이후 증기기관과 내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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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명되면서부터 등장하였고,인간이 기계를 써서 배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18세기 후기에 증기기관이 실용화되고 19세기 초엽에 그것을 선박
에 장치한 동력선을 개발이후 장거리 순항이 가능하게 되었다(Quicksilver
2001).

333)))수수수상상상오오오토토토바바바이이이
수상오토바이(Personalwatercraft;PWC)는 젯트 펌프로 물을 흡입하여
분사하면서 추진력을 얻어 수면을 활주하는 육상에서 사용하는 오토바이 타
입의 소형 젯트 모터보트를 의미하며,서서 타는(Stand up)타입과 앉아서
타는(Sitdown)타입의 두 가지가 있다.이는 1960년대에 고안되어 구미 각
국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다.수상오토바이를 일반적으로 젯트 스키(Jetski)
라고 칭하고 있으나,젯트 스키는 일본 가와사키(川崎)회사에서 소개된 서
서 타는 타입의 1인승 수상오토바이를 의미하며,공식적인 언어는 PWC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그러므로 국내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수상오토바이
라고 사용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다.
수상오토바이는 크게 선체와 엔진으로 구분되는데,선체는 1968년도 캐나
다 봄바디에(Canadabombardier)씨두에서 개발될 당시 목재 또는 합판으
로 제작되었으나,선형과 FRP의 개발로 제품의 질이 향상되고,엔진의 개발
로 인해 획기적인 발전을 하여왔다(Seadoo,2001).

444)))워워워터터터슬슬슬레레레드드드
워터 슬레드(Watersled)는 일반적으로 바나나보트라고 하는데,자체적으로

는 움직일 수 없으며,일반적으로 15～40knot의 속도로 모터보트 또는 수상오
토바이에 의해 견인되어 끌려가면서 단결된 묘미를 맛 볼 수 있는 해양레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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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이는 5～10명이 한번에 승선하며 스피드 보트가 끌어 주는 것으로 최근
가장 인기가 높은 해양레포츠로서 각광을 받고 있으며,이리저리 몸을 돌리며
물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서로간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만끽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땅콩보트가 있는데,땅콩보트는 2인승 바나나보트라고 생

각하면 된다.좌우로 회전 폭이 넓으며 물위를 통통 튀기는 즐거움과 여성들
과 연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555)))래래래프프프팅팅팅
래프팅(Rifting)은 수면 위에서 카누나 카약등 기타 배의 형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종목을 통칭하는 것이지만 현재에는 일반적으로 고무보트를 이
용한 급류타기를 의미한다.이는 뗏목을 이용해 수렵과 채취를 하며 생활했던
원주민들의 지혜로부터 기원이 시작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인간의 역사
속에서 태어난 레포츠라 할 수 있다.처음엔 나무로 뗏목을 만들어 수렵과 이
동의 수단으로 미지의 세계를 찾아나서는 개척의 도구에서 래프팅 보트가 2
차 세계대전이후 남은 군용 고무를 활용하면서부터 고무보트의 래프팅 역사
가 시작되었다.1960～1970년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의 여행사들이 많은 여행
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전 세계적으로 래프팅
이 보급되는 시초가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경호강 래프팅,2003).

666)))카카카누누누
카누(Canoe)는 배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의 CANOA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유래는 원시인이 강이나 바다에서 교통수단 또는 수렵을 위한 도구로서 조그
만 배를 고안하여 사용하였다.그러나 이들이 사용한 배는 초창기에는 통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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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점차 안정감과 활동공간이 넓은 뗏목으로 이어
졌다.
그 후 통나무의 가운데를 파내어 근래 카누의 형태를 갖춘 모습으로 사용하

였으며,카누는 각종 배를 패들로 조작하면서 호수와 같은 잔잔한 정수나 하
천의 급류,격류,해안 등의 코스에서 즐기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격류에서 행
하는 슬라룸은 호쾌하고 스릴이 넘친다.근대적 의미로서 각종 스포츠에 접
목하기 시작은 1865년에 가벼운 카누로 유럽 대륙의 연안과 나일강 등을 젓고
돌아다닌 때부터지만 1907년에 독일의 한스 크래퍼가 접었다 폈다 하는 조립
식 카누를 고안한 후 급속히 확산되었다(대한카누협회,2005).

777)))카카카약약약
에스키모인 들이 카약(Kayak)을 만들어 사용한 이후로 미국,캐나다,영국,

호주,뉴질랜드,유럽 등을 포함한 주요 서양 해양레포츠 국가에서 발달되어
왔다.카약에는 물살이 센 강에서 타는 급류 카약이 있으며,노를 저었을 때
속도를 요하는 바다카약(Seakayak)은 그 길이가 4～5m 정도로 한두 시간의
급류를 즐기는 차원이 아닌 탐험이자 여행이 되는 레저 활동을 강,바다,호수
등지에서 즐길 수 있게 해 준다(래프팅 랜드,2005).카누는 한쪽 블래드를 사
용하는 반면 카약은 양쪽 모두에 블래드가 달린 페들을 사용하여 물살을 저어
가는 페들링(Paddling)스포츠로서 1인승은 발을 뻗고 들어가 앉아 양날의 패
들을 사용하며 2인승은 카누에 비해 작아 조종능력이 뛰어난 반면 안전성이
떨어진다.현재 사용되고 있는 카약은 급류용 레저 카약으로서 유선형 모양의
선저는 합성 프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며 회전 및 조종성이 탁월하여 좁은 장소
에서도 회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파도를 통과하는 기능과 미끄럼이 우수하
여 장애물회전은 물론 급류돌파 파도타기에 많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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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스스스쿠쿠쿠버버버 다다다이이이빙빙빙
스쿠버(SelfContainedUnderWaterBreathingApparatus;SCUBA)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호흡장비를 의미하며,스쿠버 다이빙은 호흡을 할 수 있
는 압축 공기통과 기타의 장비를 착용하여 약 30m이내에서 잠수를 즐기는 것
을 말한다.사람이 잠수를 하기 시작한 역사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수천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다.동물의 위(胃)에 공기를 넣어 입에 물고 얕은 물가에서
물 속으로 길게 내리워 숨을 쉬며 활동한 것이 잠수의 시초라고 할 것이다(교
육인적자원부,2003).이러한 원시적인 방법에서 벗어나 가장 획기적인 잠수방
법은 1680년경 종(鐘)모양의 통을 거꾸로 하여 물 속에 가라앉히고 그 속에서
잠수하는 사람이 종속의 공기를 물속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1943년 프랑스의 해군 중령 출신이며 해양 과학자인 쟈크 이브 쿠스

토(JacquesYvesCouteau)가 동료 과학자와 함께 잠수용 수중호흡기를 개발
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레저스포츠 스쿠버 다이빙이 가능하게 되었다.우리나
라에서는 6.25동란 때 미군에 의해 기술을 배우며 소개되었는데,1960년대에
주로 해군들의 수중 침투용으로 이 기술을 익힌 사람들에 의해 일반인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333...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의의의식식식구구구조조조

개인의 삶과 질,독창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청소년 체험학습에
관한 우리의 교육현실은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구시대적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모두가 나서서 창조적 교육,지(智)․덕(德)․체(體)의 균형적 발달,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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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으로서의 태도 등을 외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 들어서면
이러한 이념들은 모두가 내용이 없는 실속 없는 학습으로 끝나고 만다.특히
청소년 교육현장을 보면 주입식 교육,과열과외,적성과는 관계없는 진로선택,
성적 스트레스와 일탈 등으로 얼룩져 있다(김기오,2001).최근 청소년 체험학
습에는 사회전체에 심각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여기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무조건적인 비난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
피하며,이와 같이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기보다는 자신들은 그 문제와 무관하
다는 도피적인 태도를 취하는 기성세대의 자세는 문제의 해결에 걸림돌이 되
고 있다.
실제로 청소년과 기성세대 모두 한 사회에 속한 동일집단(Ingroup)이라는

인식하에서 어른들의 이해와 관심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을
자신들과는 무관한 외집단(Outgroup)으로 취급하여 자신의 책임감을 회피하
려는 사회 병리적 태도가 기성세대에 만연되어 있다.대부분의 사회문제와 마
찬가지로 청소년 학습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기성세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

이다.그런데 기성세대들이 문제를 청소년 자신들의 책임으로만 돌리거나 일
부 기성세대의 책임으로 몰아치면서 기성세대 전체의 책임을 도외시하게 되
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해진다.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청소년 문제는 사회
문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사회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적 변환기
에는 청소년 문제가 사회에 주는 충격이 더 심각하게 느껴지기 쉽다.구시대
의 패러다임에 젖은 기성세대의 시각과 새로운 시대의 생활방식에 젖은 신세
대 사이에는 문화적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이 문화적 충격이 청소년문제
를 더 부각시키기 때문이다(부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교육실천사례집,
200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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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사회적 변환기에서 우리는 그 동안 청소년 체험학습 문제에 대해 너무
피상적으로,즉흥적으로 그리고 단발적으로 대처해왔다.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눈에 띄지 않게 덮는데 급급했고,임시변통으로 우선
급하게 응급처치만 하고 말았지 문제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치유를 하려는
노력은 게을리 해왔다.이제는 현장 체험학습이라는 꼭 가야할 길을 밟아가야
한다.그 동안 피상적으로,단기적으로 임시변통으로 해왔던 것을 지양하고
기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다.우리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들이 어디서 노는지,누구와 무엇을 하며 노는지,학교와 집에서 부딪치는 문
제는 무엇인지,친구와 부모와 선생님과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공동체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기성세대들이 지켜온 전통적 가치관은 그들
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그들의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십년 동안에 수천년을 내려온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최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로,아날로그시대에서 디
지털시대로,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풍요로운 산업
사회의 후기에 태어나서 정보화시대를 살아가는 사이버세대를 농경사회에서
쟁기질하는 속에서 낳고 어렵게 자라온 기성세대의 생각과 사상으로는 이야
기 할 수는 없다.생각하는 것이 다르고,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노는 것도
다르고,자신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고,모든 것이 다른 세대를 수십 년 전의
낡은 사고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부산광역시 부암 초등학교
시범학교운영 보고서,1998).우리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험학습을 통하여 광범위한 조
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종합실태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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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인간의 인
격 형성과 행동발달에 미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가치관의 정립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들 환경의 영향은 더욱

더 큰 것이다.그러므로 청소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장하
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한
국가적 경제발전 정책은 절대빈곤(Absolutepoverty)을 어느 정도 해소 시켰
다는 순기능(Goodfunction)도 있었지만,반면에 개인주의와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를 가속화 시켰으며,여기에 파생된 문제는 경제적 성취와 불균형,
정치적 격동과 좌절,사회문화적 변화로 인한 청소년의 가치질서의 혼란 등
역기능(Dysfunction)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회 경제적 지위(Social-economic status)로 경험문화(Experienced

culture)의 속성은 그 계층에 있는 청소년의 의식구조에 절대적으로 작용하
고 있다.그러므로 청소년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성장하여 경
험한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앞서야 하며,청소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지위를 파악하여야 한다.한국의 미래는 청소년에게
달려 있으며,청소년들의 의식구조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체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청소년들이 행한 행위가 국가의 의식구조를 형성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므로 모든 사회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행위의 주체인
청소들의 의식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선행적인 조건이 된다.

444...청청청소소소년년년 체체체험험험학학학습습습 및및및 연연연구구구동동동향향향

체험 학습이란 일상적인 학습공간인 교실을 떠나,자연현상이나 사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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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현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장에서 답사⋅견학․면접․조
사․관찰 등 실제적인 활동을 통한 학습방법이다(부산광역시 교육과학연구
원교육실천사례집,2000a).
현장 체험학습은 하태연(2003)에 의하면,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생활 태도

형성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바른 인성과 심성을 가꾸는데 중요한 교육적 역
할을 하며,체험학습의 교육적 의의나 기대 효과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폭넓은 학습경험으로 어려운 사회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자
질을 기를 수 있다.또한 생활 주변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하며 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게 한다.
즉,학습의 공간을 확대해 줌으로써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느끼지만
자기 보다 더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자신의 행동이 직접․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자신의 작은 노력이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최경희,
2001).
또한 의도적으로 자연 환경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넓은

자연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그를 통한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학생들에게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의
확보와 다양한 활동 내용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체력 및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건전한 생활을 습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이러한 경험
활동은 자신감,성취감,상대방에 대한 존경,공동체 의식,끈기,인내,봉사
정신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덕목을 얻을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

장의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특기적성 개발에 도움
이 되는 수준 높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체험학습 및



- 17 -

체험활동 관련 현재 체험학습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
을 개발,다양한 교육주체에 제공하고 있으며,나아가 끊임없는 교육공학적
연구·개발을 통해 청소년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진단,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특별학습과정을 도입하여야 한다.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
에게 입시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은,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잘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진
로를 선택하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므로,이에
다양한 체험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체험학습의 열기에 비해 정작 체험학습이 무엇인가,학교 교육과

정 내에서의 위치가 무엇인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그러
한 논의 없이 체험학습 운영․실태 및 문제점,개선방안 등의 실제적인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이 점만 보더라도 체험학습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느껴진다.체험학습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체험학습에 관한
많은 연구들에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대개 체험활동,책가방
없이 교육경험,교실 밖,생활현장에 직면 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
다.
체험학습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체험학습이 무엇인지 말

해주는 것이 아닌 체험을 실시하는 목적,방법 등이다.체험학습을 정의하는
데 실마리가 될 만한 것이 체험이라고 한다면,체험학습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체험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다(박성희,
2002).
그런데 체험학습을 분석해 보면,교과 무관 체험학습과 교과 관련 체험학

습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리고 각 유형의 체험학습이 가정하고 있는 체험
의 의미가 다르다.교과 무관 체험학습은 체험의 의미가 일상생활에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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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 내지 교과에서 배우지 못하는 구체적인 활동에 있기 때문에,체험학
습을 할 때 교과를 벗어난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반면,교과
관련 체험학습은 체험의 의미가 교과 그 자체를 경험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체험학습을 할 때 교과와 관련지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교육현장에서 체험학습이란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활

동들을 살펴보면,교과 무관 체험학습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과와 관련
있는 체험학습이 대부분이다(하태현,2003).일선 교육 현장에서 체험학습은
이미 교과와 연관지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는 체험학습에 교
과학습이 전제 혹은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체험학습을 맡고 있
는 교사의 존재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왜냐하면,교육사태 속에서 교사는
이미 교과를 내면화한 사람으로서 아이들과 교육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지식이 정보와 판단으로 구분된다는 것은,지식에는 언어에 의한 전달만

이 아닌 그 사람이 명시적으로 언어화할 수 없는 묵시적 차원이 있으며 그
것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전달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특히 판단은 몸을
통해서 밖에 전달될 수 없는 것이므로 학생의 몸과 동일한 종류의 몸을 가
진 교사의 존재는 중요하다.
교사 자신이 체험한,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배인 지식이 학생의 몸을 통해

전해지기 때문이다.많은 교육적 문제가 그러했듯이 여전히 교육현장에는
교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체험학습 또한 본래의 교육적 개념에 어긋나지 않
을 것을 기대한다.오히려 교과가 내면화되어 그것이 자신의 마음과 다른
것이 아닌 정도의 깊이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배움이 실천에 이르게 될 것이
다.또한,체험학습은 이제까지의 내용의 다른 것이 아닌,학교 교과를 통하
여 전달되는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이미 학습한 사람에 의하여 생생
하게 시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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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성성성취취취동동동기기기 및및및 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연연연구구구동동동향향향

성취동기란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성취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의욕,또는 성취하려고 하는 동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최정훈,2001).성취동기
가 높은 사람의 행동은 과업지향성,적절한 모험성,자신감,정열적이고 혁신
적인 활동,자기 책임감,결과에 대한 지식추구,미래지향성이 강하다.성취동
기의 유형(Typesofmotivation)으로서는 큰 뜻과 훌륭한 사람의 추구,어려운
일을 해내는 성취감,정직한 행동,자기존중,자주성,자발성,지도와 영향력,
자기방어,자유와 독립의 주장,타인과의 행동차이,교우관계,협력관계,돕는
일을 믿고 찾는 일,다른 사람을 믿고 동의하는 등이 있다(장안중학교 교육실
천사례집,2000).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거나 성공할 것이라는

느낌이 생기게 되면,성취의 동기를 충족하려고 노력하게 되거나 가치와 목
표 추구 활동을 계속하게 된다.성취동기가 부여된 사람은 습관적으로 언제
나 보다 일을 잘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다.그러므로 성취동기가 강
한 학생은 지능이 비슷하여도 성취요구가 약한 학생보다 일반적으로 성적이
좋다.
그리고 성취동기가 부여된 사람은 승진이나 승급이 더 빠른 경향이 있다

(야후,1998).이는 그들이 일을 보다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항상 생각
하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성취동기에 의하면 인간 동기체계 중의 한
요인으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동기와 압력 두 가지로 보았다.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심리적 요인을 총칭한 것이 동기이며 개인이
외부환경으로부터 지각하는 것이 압력이라 한다.따라서 이 두 가지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행동이 결정된다.심리적 요인인 동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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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의 내부적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외적·환경적 요인인 압력은 인간
행동의 외부적 역할을 각기 맡게 된다.
즉 선택한 학습전략이 어떤 조건,상황에서 더욱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조건적 지식을 알고 있다면 학습자는 그러한 학습전략을 더욱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며,그 결과로 학습전략 활용에 대한 동기수준이 높아지
게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학습자의 동기요인은 학습전략을 다른 상황에 전
이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은 이 동기의 강
약에 의해 결정된다.따라서 동기의 강약은 학업성취도와 깊은 관계가 있으
며(현용선,1998),동기의 개념은 행동과 학습에 관한 어떤 흥미를 자아내는
사실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적절한 도움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행동유발의 수단으로서 동기는 지능이나 선행학습과 마

찬가지로 학생들이 지식,이해,기술을 성취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요
인의 하나가 된다.따라서 성취동기의 여하한 정도는 개인의 학습양식 특성
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변수로 작용하게 되며,학습자의 학습양식은
학습활동을 전개하거나 학업성취의 정도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결론을 내
릴 수 있다(경기도 남양주시 덕소 중학교 봉사활동시범학교 운영보고서,
1998).
만족도란 사전적 의미로서는 마음에 흡족함을 의미하는데,그 일 자체에 즐

거움과 의미를 부여하는 동기에 의해 일을 성취하는 경우를 말한다.학교 교
육의 만족도는 사회적․공공적․조직적 활동으로서 교육에 관한 목표를 정하
고 인적·물적 조건을 정비·확립하여 목표 달성과정에서 가지는 지식기술․지
각․태도 가치관은 물론 그의 지도형태는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
는 청소년들이 자랄 때의 환경이나 아동양육과정과 관련이 있는데 만족도를
높이려면 청소년들이 자신이 하는 행동이나 노력이 주위의 환경을 실제로 바



- 21 -

꿀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황간 고등학교 시범학교운영보고
서(1999)에는 만족도의 수준은 그 당시의 시대상과도 관련이 있으며,당시의
사회가 청소년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교육에 있어서 궁극적
인 목표는 학습자들에게 지식과 기능을 성취하도록 조성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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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 대상은 해양레포츠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1박2일 과정(15시간이상)에 참가하여 체험한 남녀중학
생을 무작위 표본 추출법(Random samplingmethod)에 의하여 남녀 각각
200명씩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은 85명을 제외한
315명의 설문을 비교분석하였다.

222...연연연구구구절절절차차차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작성요령 및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킨 후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method)으로 준비된 설문지를 체험학습 전과 후
에 작성토록 하며,설문지의 응답형태는 Likert5단계 척도로 하며 응답내용
은 ‘전혀 아니다’1점, ‘아니다’2점,‘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아주
그렇다’5점으로 각각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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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

111)))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의의의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로서 <표 2>와 같이 해양레포츠 체험학습에
대한 성취동기와 만족도로 구성하였다.
해양레포츠 성취동기에 대한 질문 문항은 박영희 등(1999)의하면 체육수
업의 성취동기에 사용된 질문지를 재구성하며,체험학습 만족도에 대한 질
문문항은 이철화(1995)가 사용한 스포츠활동 참여만족도의 설문지를 해양레
포츠의 상황에 맞도록 각각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표 2. 조사도구의 구성 내용
변 인 문항수 문항번호
성취동기 33 1～33
만족도 22 34～55

222)))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의의의 신신신뢰뢰뢰도도도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될 설문지의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선행
연구에 의하면 <표 3>과 같이 Cronbach'α=.7346으로서 비교적 높은 신뢰
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개별항목들 재구성하여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표 3. 조사도구의 신뢰도
변 인 cronbach'sα

성취동기 .6638
만족도 .8054
합 계 .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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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자자자료료료의의의 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본 연구에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를 SPSS12.0.1for
Window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
하여 사용된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1)집단에 대한 문항별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5단계 각 응답×인원수 총화
/응답자 수로 평균 및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2)성취동기,만족도의 체험학습 전․후 및 남․여 간의 평균차이에 대하여
대응표본 t-test로 검증하였다.

3)모든 통계치의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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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본 연구의 목적을 구명하고자 해양레포츠 체험학습을 통한 성취도 및 만
족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해해해양양양레레레포포포츠츠츠 체체체험험험 전전전․․․후후후의의의 성성성취취취도도도

111)))학학학습습습장장장애애애의의의 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변변변인인인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의 성취도에 따른 학습장애의 차이 및 대응

비교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학습장애 

*P<.05 **P<.01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후의 성취도 통계량

구분
체험이전 체험이후

평균 표준편차 t-test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t-test

(유의확률)

학습장애
(남․여)

남 2.974 1.039 0.139
(0.709)

3.126 1.065 1.069
(0.301)여 2.997 0.954 3.059 0.964

합계 2.986 0.997 3.093 1.015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대응비교 결과

구분 대응차이 t-test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학습장애
(전․후)

전체 0.108 1.343 3.258** 0.001
남 0.152 1.431 3.208** 0.001
여 0.062 1.254 0.926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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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서와 같이 학습장애의 성취도에서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이전에
남자의 경우 평균 2.974±1.039로 나타났으며,여자의 경우 평균 2.997±0.954
로 나타났다.학습장애에 대한 성취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0.139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또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이후에는 남자의 경우 평균 3.126±1.065
로,여자의 경우 평균 3.059±0.964로 나타났다.학습장애에 대한 성취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
과 1.301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체험학
습 전과 후 학습장애 성취도의 평균치에 대한 대응차이는 0.152±1.431로 나
타났으며,학습장애의 성취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3.208로써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또 여학생의 경우 대
응차이는 0.062±1.254로 나타났으며,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에 학습장
애의 성취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
과 0.926으로써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22)))장장장애애애물물물 극극극복복복의의의 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변변변인인인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의 성취도에 따른 장애물 극복의 차이 및 대

응비교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와 같이 장애물 극복에 대한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이전에 남

자의 경우 평균 3.150±1.032로 나타났으며,여자의 경우 평균 3.108±0.950로
나타났다.장애물 극복에 대한 성취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0.568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또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이후에는 남자의 경우 평균 3.255±1.053
로,여자의 경우 평균 3.297±0.945로 나타났다.장애물 극복에 대한 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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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0.531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장애물 극복

*P<.05 **P<.01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체험학습 전과 후 장애물 극복의 평균치에 대한 대
응차이는 0.105±1.396로 나타났으며,장애물 극복의 성취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2.515로써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또 여학생의 경우 대응차이는 0.189±1.234로 나타났으며,해양레포
츠 체험학습 전과 후에 장애물 극복의 성취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
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3.227로써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33)))노노노력력력과과과 진진진지지지성성성의의의 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변변변인인인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의 성취도에 따른 노력과 진지성의 차이 및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후의 성취도 통계량

구분
체험이전 체험이후

평균 표준편차 t-test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t-test

(유의확률)
장애물
극복
(남․여)

남 3.150 1.032 0.568
(0.451)

3.255 1.053 0.531
(0.466)여 3.108 0.950 3.297 0.945

합계 3.129 0.991 3.276 0.999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대응비교 결과

구분 대응차이 t-test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장애물
극복
(전․후)

전체 0.147 1.315 3.764** 0.000
남 0.105 1.396 2.515* 0.012
여 0.189 1.234 3.227** 0.001



- 28 -

대응비교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서와 같이 노력과 진지성에 대한 해양
레포츠 체험학습 이전에 남자의 경우 평균 3.203±1.005로 나타났으며,여자
의 경우 평균 3.217±0.871로 나타났다.노력과 진지성에 대한 성취도의 남녀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0.001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또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이후에
는 남자의 경우 평균 3.347±0.994로,여자의 경우 평균 3.296±0.850으로 나타
났다.노력과 진지성에 대한 성취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1.111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6. 노력과 진지성 

*P<.05 **P<.01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체험학습 전과 후 노력과 진지성의 평균치에 대한
대응차이는 0.145±1.385로 나타났으며,노력과 진지성의 성취도에 대한 차이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후의 성취도 통계량

구분
체험이전 체험이후

평균 표준편차 t-test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

차
t-test

(유의확률)
노력과
진지성
(남․여)

남 3.203 1.005 0.001
(0.771)

3.347 0.994 1.111
(0.292)여 3.217 0.871 3.296 0.850

합계 3.210 0.938 3.322 0.922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대응비교 결과

구분 대응차이 t-test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노력과
진지성
(전․후)

전체 0.112 1.281 4.118** 0.000
남 0.145 1.385 3.843** 0.000
여 0.079 1.176 1.54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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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지를 대응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3.843으로써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또 여학생의 경우 대응차이는 0.079±1.176으로 나타났으며,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에 노력과 진지성의 성취도에 대한 차이가 있
는지를 대응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1.546으로써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44)))운운운동동동능능능력력력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유유유능능능감감감의의의 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변변변인인인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의 성취도에 따른 운동능력에 대한 유능감의

차이 및 대응비교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에서 와 같이 운동능력에 대한
유능감의 성취도에서 체험학습 이전에 남자의 경우 평균 2.837±1.024로 나
타났으며,여자의 경우 평균 2.742±0.956으로 나타났다.

표 7. 운동능력에 대한 유능감

*P<.05 **P<.01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후의 성취도 통계량

구분
체험이전 체험이후

평균 표준편차 t-test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t-test

(유의확률)

운동능력에
대한유능감
(남․여)

남 2.837 1.024
2.320
(0.128)

2.936 1.089
4.624**
(0.000)

여 2.742 0.956 2.792 1.013
합계 2.790 0.990 2.864 1.051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대응비교 결과

구분 대응차이 t-test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운동능력대
한유능감
(전․후)

전체 0.075 1.408 2.090* 0.037
남 0.099 1.485 1.994* 0.046
여 0.050 1.331 0.717 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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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능력 유능감에 대한 성취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2.320으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또한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이후에는 남자의 경우 평균 2.936±1.089
로,여자의 경우 평균 2.792±1.013으로 나타났다.운동능력 유능감에 대한
성취도의 남녀간 유의차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4.624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체험학습 전과 후 운동능력에 대한 유능감 성취도

의 평균치에 대한 대응차이는 0.099±1.485로 나타났으며,해양레포츠 체험학
습 전과 체험 후의 운동능력에 대한 유능감의 성취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를 대응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1.994로써 유의한 차이가 있었
다.또 여학생의 경우 대응차이는 0.051±1.331로 나타났으며,해양레포츠 체
험학습 전과 후의 운동능력에 대한 유능감의 성취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를 대응표본에 대하여 t-test실시한 결과 0.717로써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55)))학학학습습습의의의 가가가치치치 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변변변인인인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의 성취도에 따른 학습의 가치 차이 및 대응

비교를 분석한 결과는 <표 8>에서와 같이 학습의 가치에의 성취도에서 해
양레포츠 체험학습 이전에 남자의 경우 평균 2.979±1.050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평균 2.930±0.916으로 나타났다.
학습의 가치에 대한 성취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

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0.728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또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이후에는 남자의 경우 평균 3.181±1.041로 나타
났으며,여자의 경우 평균 3.191±0.904로 나타났다.학습의 가치에 대한 성
취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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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결과 0.000으로써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학습의 가치  

*P<.05 **P<.01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체험학습 전과 후 학습가치의 성취도의 평균치에
대한 대응차이는 0.202±1.389로 나타났으며,학습가치의 성취도에 대한 차이
가 있는지를 대응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4.904로써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여학생의 경우 대응차이는 0.261±1.289로 나타났으며,해양레포
츠 체험학습 전과 후에 학습가치의 성취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
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4.266으로써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666)))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야야야기기기 상상상황황황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불불불안안안의의의 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변변변인인인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의 성취도에 따른 스트레스 야기 상황에 대

한 불안의 차이 및 대응비교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후의 성취도 통계량

구분
체험이전 체험이후

평균 표준편차 t-test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t-test

(유의확률)
학습의
가치
(남․여)

남 2.979 1.050 0.728
(0.394)

3.181 1.041 0.000
(0.864)여 2.930 0.916 3.191 0.904

합계 2.955 0.983 3.186 0.973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대응비교 결과

구분 대응차이 t-test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학습의
가치
(전․후)

전체 0.232 1.339 6.385** 0.000
남 0.202 1.389 4.904** 0.000
여 0.261 1.289 4.26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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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스트레스 야기 상황에 대한 불안

*P<.05 **P<.01

<표 9>에서와 같이 스트레스 야기 상황에 불안에 대한 성취도에서 해양
레포츠 체험학습 이전에 남자의 경우 평균 2.776±1.069로 나타났으며,여자
의 경우 평균 2.905±0.900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야기 상황에 대한 불안에 대한 성취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1.996으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또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이후에는 남자의 경우 평
균 3.179±1.049로,여자의 경우 평균 2.944±1.029로 나타났다.스트레스 야기
상황에 대한 불안이 성취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정
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6.497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체험학습 전과 후 스트레스 야기 상황에 대한 불안

의 성취도의 평균치에 대한 대응차이는 0.403±1.513으로 나타났으며,스트레
스 야기 상황에 대한 불안이 성취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에 대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후의 성취도 통계량

구분
체험이전 체험이후

평균 표준편차 t-test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t-test

(유의확률)
스트레야
기상황에
대한 불안

남 2.776 1.069
1.996
(0.158)

3.179 1.049
6.497**
(0.000)여 2.905 0.900 2.944 1.029

합계 2.841 0.985 3.062 1.039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대응비교 결과

구분 대응차이 t-test 유의확률
비고평균 표준편차

스트레야
기 상황에
대한 불안

전체 0.221 1.426 5.109** 0.000
남 0.403 1.513 5.657** 0.000
여 0.039 1.338 0.392 0.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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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5.657로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또 여학생의
경우 대응차이는 0.039±1.338로 나타났으며,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에
스트레스 야기 상황에 대한 불안이 성취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
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0.392로써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777)))실실실태태태불불불안안안의의의 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변변변인인인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의 성취도에 따른 실태불안의 차이 및 대응

비교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실태불안

*P<.05 **P<.01

<표 10>에서와 같이 실태불안에 대한 성취도에서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이전에 남자의 경우 평균 2.550±1.160으로 나타났으며,여자의 경우 평균
2.584±1.088로 나타났다.실태불안에 대한 성취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후의 성취도 통계량

구분
체험이전 체험이후

평균 표준편차 t-test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t-test

(유의확률)

실태불안
(남․여)

남 2.550 1.160
0.234
(0.629)

2.732 1.168
8.084**
(0.000)여 2.584 1.088 2.523 1.209

합계 2.567 1.124 2.628 1.189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대응비교 결과

구분 대응차이 t-test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실태불안
(전․후)

전체 0.114 1.554 2.549* 0.011
남 0.182 1.607 3.416** 0.001
여 -0.062 1.500 -0.777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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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0.234로써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또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이후에는 남자의 경우 평균
2.732±1.168로,여자의 경우 평균 2.523±1.209로 나타났다.실태불안에 대한
성취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8.084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체험학습 전과 후 실태불안 성취도의 평균치에 대
한 대응차이는 0.182±1.607로 나타났으며,실태불안의 성취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3.416으로써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또 여학생의 경우 대응차이는 -0.062±1.500으로 나타났으며,해양
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에 실태불안의 성취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
응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0.777로써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22...해해해양양양레레레포포포츠츠츠 체체체험험험 전전전․․․후후후의의의 만만만족족족도도도

111)))사사사회회회적적적 만만만족족족도도도의의의 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변변변인인인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의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만족의 차이 및 대

응비교를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서와 같이 사회적 만족도에서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이전에 남
자의 경우 평균 3.144±1.012로 나타났으며,여자의 경우 평균 3.054±0.800으
로 나타났다.
사회적 만족에 대한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기 위하
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3.352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또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이후에는 남자의 경우 평균 3.250±1.049로,여자의 경우 평균
3.272±0.910으로 나타났다.사회적 만족에 대한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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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0.503으로써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1. 사회적 만족 

*P<.05 **P<.01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체험학습 전과 후 사회적 만족의 만족도에서 평균
치에 대한 대응차이는 0.106±1.401로 나타났으며,사회적 만족도에 대한 차
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2.792로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또 여학생의 경우 대응차이는 0.218±1.112로 나타났으며,해양
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에 사회적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
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4.515로써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22)))심심심리리리적적적 만만만족족족도도도의의의 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변변변인인인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의 만족도에 따른 심리적 만족의 차이 및 대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후의 성취도 통계량

구분
체험이전 체험이후

평균 표준편차 t-test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t-test

(유의확률)
사회적
만족
(남․여)

남 3.144 1.012 3.352**
(0.001)

3.250 1.049 0.503
(0.478)여 3.054 0.800 3.272 0.910

합계 3.099 0.906 3.261 0.980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대응비교 결과

구분 대응차이 t-test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만족
(전․후)

전체 0.162 1.261 4.510** 0.000
남 0.106 1.401 2.792** 0.005
여 0.218 1.112 4.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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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비교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에서 와 같이 심리적 만족도에서 해양레포
츠 체험학습 이전에 남자의 경우 평균 3.193±1.014로 나타났으며,여자의 경
우 평균 3.100±0.184로 나타났다.

표 12. 심리적 만족 

*P<.05 **P<.01

심리적 만족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4.264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또 해양레포츠 체
험학습 이후에는 남자의 경우 평균 3.302±1.049로,여자의 경우 평균
3.336±0.910으로 나타났다.심리적 만족에 대한 만족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0.503으로써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체험학습 전과 후 심리적 만족의 평균치에 대한 대
응차이는 0.109±1.362로 나타났으며,심리적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3.156으로써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후의 성취도 통계량

구분
체험이전 체험이후

평균 표준편차 t-test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t-test

(유의확률)
심리적
만족
(남․여)

남 3.193 1.014 4.264**
(0.000)

3.302 1.049 0.503
(0.478)여 3.100 0.814 3.336 0.910

합계 3.147 0.914 3.319 0.980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대응비교 결과

구분 대응차이 t-test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심리적
만족
(전․후)

전체 0.172 1.252 5.190** 0.000
남 0.109 1.362 3.156** 0.002
여 0.236 1.141 5.16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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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학생의 경우 대응차이는 0.236±1.141나타났으며,해양레포츠 체험학
습 전과 후에 심리적 만족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에 대
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5.160으로써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33)))시시시설설설 만만만족족족도도도의의의 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변변변인인인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의 만족도에 따른 시설 만족의 차이 및 대응

비교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에서 와 같이 시설 만족에 대한 만족도에서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이전에 남자의 경우 평균 3.080±0.958로 나타났으며,
여자의 경우 평균 3.031±0.860으로 나타났다.

표 13. 시설 만족 

*P<.05 **P<.01

시설 만족에 대한 만족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0.700으로써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후의 성취도 통계량

구분
체험이전 체험이후

평균 표준편차 t-test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t-test

(유의확률)

시설 만족
(남․여)

남 3.080 0.958 0.700
(0.403)

3.221 1.068 3.854**
(0.001)여 3.031 0.860 3.093 0.990

합계 3.056 0.909 3.157 1.029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대응비교 결과

구분 대응차이 t-test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시설 만족
(전․후)

전체 0.102 1.302 3.225** 0.001
남 0.141 1.322 3.221** 0.001
여 0.062 1.281 0.910 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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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이후에는 남자의 경우 평균 3.221±1.068로,여자의
경우 평균 3.093±0.990으로 나타났다.시설 만족에 대한 만족도의 남녀간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3.854로
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체험학습 전과 후 시설 만족의 만족도 평균치에 대
한 대응차이는 0.142±1.322로 나타났으며,시설 만족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
가 있는지를 대응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3.221로써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또 여학생의 경우 대응차이는 0.062±1.281로 나타났으며,해양레포츠 체험
학습 전과 후에 시설 만족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에 대
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0.910으로써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44)))신신신체체체적적적 만만만족족족도도도의의의 통통통계계계학학학적적적 변변변인인인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의 만족도에 따른 신체적 만족의 차이 및 대응
비교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에서 와 같이 신체적 만족에 대한 만족도에
서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이전에 남자의 경우 평균 3.250±0.989로 나타났으
며,여자의 경우 평균 3.160±0.816으로 나타났다.신체적 만족에 대한 만족
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
한 결과 2.964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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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신체적 만족 

*P<.05 **P<.01

또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이후에는 남자의 경우 평균 3.341±1.064로,여자
의 경우 평균 3.362±0.952로 나타났다.신체적 만족에 대한 만족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0.133
으로써 유의한 차이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체험학습 전과
후 신체적 만족도의 평균치에 대한 대응차이는 0.091±1.393으로 나타났으
며,신체적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2.178로써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또 여학생의 경우 대응차이는
0.202±1.243으로 나타났으며,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에 신체적 만족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3.433으로써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후의 성취도 통계량

구분
체험이전 체험이후

평균 표준편차 t-test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t-test

(유의확률)
신체적
만족
(남․여)

남 3.250 0.989 2.964**
(0.001)

3.341 1.064 0.133
(0.715)여 3.160 0.816 3.362 0.952

합계 3.205 0.903 3.352 1.008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대응비교 결과

구분 대응차이 t-test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신체적
만족
(전․후)

전체 0.147 1.318 3.576** 0.000
남 0.091 1.393 2.178* 0.030
여 0.202 1.243 3.43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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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해해해양양양레레레포포포츠츠츠 체체체험험험 전전전․․․후후후의의의 성성성취취취도도도 및및및 만만만족족족도도도 종종종합합합분분분석석석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의 성취도 및 만족도에 따른 차이 및 대응비
교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성취도 및 만족도 분석

*P<.05 **P<.01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의 성취도 및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성취도는 남자의 경우 평균 2.924±0.225로 나타났으며,여자의 경우 평균
2.926±0.214로 나타났다.
성취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후의 성취도 통계량

구분
체험이전 체험이후

평균 표준편차 t-test값
(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t-test

(유의확률)

성취도
남 2.924 0.225 0.000

(0.987)
3.108 0.208 0.493

(0.496)여 2.926 0.214 3.011 0.285
합계 2.925 0.220 3.060 0.247

만족도
남 3.167 0.073 3.070

(0.130)
3.784 0.053 0.038

(0.851)여 3.086 0.057 3.265 0.121
합계 3.127 0.065 3.525 0.087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대응비교 결과

구분 대응차이 t-test 유의확률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전체 0.135 0.105 3.455* 0.036
남 0.184 0.104 4.699** 0.003
여 0.085 0.106 2.211 0.069

만족도
전체 0.398 0.051 7.427* 0.011
남 0.617 0.022 10.346** 0.002
여 0.179 0.080 4.5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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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 결과 0.000으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또 해양레포츠 체
험학습 이후에는 남자의 경우 평균 3.108±0.208로,여자의 경우 평균
3.011±0.285로 나타났다.성취도에 대한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0.493으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체험학습 전과 후 성취도의 평균치에 대한 대응차

이는 0.184±0.104로 나타났으며,성취도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4.699로써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반면,여학생
의 경우 대응차이는 0.088±0.106으로 나타났으며,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과
후에 성취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
과 2.211로써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만족도는 남자의 경우 평균 3.167±0.073으로 나타났으며,여자의 경
우 평균 3.086±0.057로 나타났다.만족도의 남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3.070으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또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이후에는 남자의 경우 평균
3.784±0.053로,여자의 경우 평균 3.265±0.121로 나타났다.만족도에 대한 남
녀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0.038로써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체험학습 전과 후 만족도의 평균치에 대한 대응차

이는 0.617±0.022로 나타났으며,성취도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 10.346으로써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반면,여학
생의 경우 대응차이는 0.179±0.080으로 나타났으며,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
과 후에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대응표본에 대하여 t-test를 실시
한 결과 4.508로써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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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본 연구에서 해양레포츠를 활성화를 꾀하고 향후 해양레포츠 관련 현장교
육 방향의 기초 자료를 얻고자 중학생들의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참여가 성
취도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나타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
과 같다.

111...해해해양양양레레레포포포츠츠츠 체체체험험험학학학습습습 성성성취취취도도도 분분분석석석

해양레포츠 체험학습의 활동은 자연과 문화현상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
지고 자주적으로 학습하려는 의욕을 조장할 수 있으며,집단행동의 훈련과
협력적 태도를 육성할 수 있다.또한 사고력을 조장하여 연구심,탐구심,지
적 호기심 등을 배양하여 자기개발을 가능하게 하며 의도적으로 자연환경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보다 넓은 자연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경험
과,그를 통한 환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고등정신
이 길러지게 된다.
김흥기(1995)는 현대인들은 운동을 통하여 건강과 체력을 유지증진하고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여 작업능률을 높이고,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운동의 심리적,사회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그러므로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다양한 과제를 자기 스스로 창의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과 바른 인
성을 함양한 인간을 필요로 하며,학교는 이에 부응하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일련의 노력이 새 학교문화 창조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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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화되고 있다.시험 점수에 얽매어 날로 교실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기주의가 만연한 학교 현장을 공동체 의식을 키워 더불어 함께하는 공간
으로 만들기 위해 체험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 해양체험 학습은 교실에서 교과서 위주의 추상적 지식의 학습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경험,견학,탐방,실습,수련,봉사,환경보호 등의 활동을
직접 체험하여 구체적,경험적 지식을 통해 살아있는 학습이 되게 하는 것
이다.현장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활동은 집단성원으로서 올바른 의식과 생
활태도를 기르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활동이며,종합적,집단적,실천적 교
육활동이다.구체적인 경험과 추상적인 경험이 조화를 이룰 때 교육의 효과
가 극대화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현장체험학습은 종래의 주마간산(走馬看山)식의 소풍,수학여

행에서 벗어나,어떤 테마를 가지고 교실에서 배운 학습 내용에 대해 다양
한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탐구력,창의력을 키워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인
간을 육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경화(2004)는 수학학습효과 연구에서도 체험중심을 도입한 탐구활

동을 한 연구 집단이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탐구활동을 적용한 비
교집단보다 학생들의 심리적 측면인 수학적 성향에 있어서 모든 능력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부정적인 성향이 살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였다.이는 체험중심 학습을 도입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켜
능동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고 긍정적인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
라고 사료된다.
오경진(2000)은 스포츠 체험학습활동을 포함한 수업 전,후 스포츠활동의

경험정도에 따른 힘과 운동에 대한 개념변화와 과학에 대한 흥미변화를 조
사한 결과 스포츠 활동의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경험이 적거나 없는 학생들



- 44 -

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중학생들의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참여 하기 전의 성취

도와 참여후의 성취도는 성별에 따라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남학생의 있어서 해양레포츠 체험학습을 참여하기 전의
성취도보다 참여한 후의 성취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중학생
들의 해양레포츠 참여하기 전과 후의 성취도에 대한 대응차이 평균을 보면
5점 척도를 100%환산하고 유의수준은 0.05로 할 경우 남학생들의 성취도는
약 3.7% 높아졌으며 여학생의 성취도는 약 1.8%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해양레포츠 체험학습을 중학생들의 성별에 관계없
이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체험학습활동은 학습의 장을 현장으로 옮겨 체험과 활동으

로 현장의 자연을 접촉하게 함으로서 교실에서 익힌 학습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학습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한다.

222...해해해양양양레레레포포포츠츠츠 체체체험험험학학학습습습 만만만족족족도도도 분분분석석석

한정주(1999),박노복(2000)등은 현재 이용중인 스포츠나 스포츠시설에 대
한 소비자 만족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를 발
표하였다.그러나 이성호등(2000)은 현장체험학습실시의 어려움을 교사와 학
생모두 체험학습의 장소와 프로그램의 부족을 들고 있으므로 체험학습장의
수요자인 교사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현장체험 학습공간을 발
굴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존의 시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상은(1994)은 현대의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구조와 생활형태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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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진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체험학습이 요구되는
데 이러한 중학생들의 체험학습이 학교교육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양경환(2002)은 윈드서핑 레저스포츠의 만족도 분석에서 기량수준이 높을

수록 상황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고 스트레스해소 효과가 높다고 보고하
였다.
또 해양스포츠 시범학교 운영보고서(2000)에 의하면 해양스포츠체험학습

을 통하여 바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보다 친근감을 가지고 바다를 사랑하
게 되었고 해양기능 훈련을 통해 진취적이고 탐구적인 정신과 함께 언제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
는 좋은 인성교육의 장의 될 수 있다고 하였다.학교에서 청소년들의 한 교
실에 갇혀 하루 종일 책과 씨름하며 공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적
인 교육방법이 아닐 수 있다.그래서 체육은 운동장에서하고 찰흙공작은 뒷
마당에서 하며 생물 관찰은 꽃밭에서 하지만 역시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만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학교의 모습이며 대부분의 학생
들의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지금도 역시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교육학자들은 새로운 교육을 제안하고 있다.바로 우리 삶의
현장전체가 교육장소라는 것이고,해양체험학습은 바로 이러한 교육론에 기
초하고 있다.가능하면 교실에서만의 학습이 아니라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체험하면서 현장에 기초한 지식을 찾아 나가는 활동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살아 있는 지식을 배우고 나아가 자신의 필요한 지식을
찾는 방법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현장 학습동기를 스스로 유발시키면 호
기심에 의해 나름의 학습과제를 설정하고 다양한 작업과 반영을 통해 새로
운 지식을 만들어가며 학습현장의 상황과 연계하여 지식의 기억을 장기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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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삶의 생활방식까지 터득하게 한다.
친구들이나 다른 성인들과 같이 가면서 새로운 인간관계형성도 가능하며

감정의 순화까지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다.즉 현장에 가서 직접경험 함으
로써 어떤 지식을 기억하면 단순히 교실에서 책만 보고 외우는 것보다는 몇
배 커다란 효과가 있다.체험학습 현장학습은 이러한 시청각적인 교육효과
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현장에서 다양한 호심을 불러일으키
고 스스로 호기심에 의해 자발적으로 마음속의 의문점들을 풀어나가는 효과
까지 기대할 수 있다.그렇기에 현장학습의 만족은 단지 교실보다 효과적인
지식교육의 장소를 찾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습방법과 생활태도까지 자
율적으로 배우는 방법이므로 교육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적극적
인 장려정책이 필요로 한다(정종열,2000).
본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해양레포츠의 참여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중학생

들의 해양레저 스포츠 체험학습의 참여하기전의 만족도와 이에 참여한 후의
만족도는 남여 성별에 따라서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해양레포츠 체험학습참여 전의 만족도보다는 참여
한 후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중학생들의 해양레포츠
체험학습에 참여하기전과 참여후의 만족도에 대한 대응차이 평균을 보면 5
점 척도를 백분률로 환산 할 경우 남학생들의 만족도는 2.2% 높아졌으며
여학생의 만족도는 약3.6%가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해양레포츠
체험학습은 중학생들의 성별에 관계없이 만족도에는 성취도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해양체험학습의 효과에 대하여 많은 연구 자료들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고 본 연구결과 에서도 성취도 및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하였
다.따라서 보다 나은 현장체험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교사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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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현장체험학습 공간을 발굴 확대하는 것이 필
요하고 기존의 시설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이승호 등,2000).최근 들어
해양레포츠가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고 있으므로 현제 방
학기간에만 활동하는 제도를 학기 중에도 이용 활수 있는 공공 교육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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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성취동기 및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1박2일 이상 해양레포츠 체험 학습을 수료한 중학생 315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조사지의 성취도 변인으로는 학습장애,장애물
극복,노력과 진지성,운동능력에 대한 유능감,학습의 가치,스트레스야기
상황에 대한 불안,실태불안으로 설정하였으며,만족도 변인은 사회적 만족,
심리적 만족,시설 만족,신체적 만족으로 설정하여 설문조사 및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성취도에서는 체험학습 이전에는 남녀간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체험 이후에는 운동능력에 대한 유능감,스트레스
야기 상황에 대한 불안,실태불안 변인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해양레포츠 체험학습 만족도는 체험학습 이전에는 남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체험 이후에는 남녀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서며 시설 만족 변인에서만 체험 이후의 남녀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에 비하여 체험학습 후에 남녀모두 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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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만족도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승되어 통계적으로 유의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여학생의 경우 성취도에서 상승되었으나,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22...제제제 언언언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앞으로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연구 대상의 측면에서 현재 해양레포츠 미래의 잠재고객,즉 비참가
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 본 연구보다 광범위한 지역적의 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현장적응 가치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연구대상자가 필요하며
세부적인 유형화에 대한 계층적 군집의 접근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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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록록록---
질질질 문문문 내내내 용용용

111...해해해양양양레레레포포포츠츠츠 체체체험험험학학학습습습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성성성취취취동동동기기기 및및및 만만만족족족도도도에에에 관관관한한한 질질질문문문입입입니니니다다다...본본본인인인의의의 느느느
낌낌낌과과과 생생생각각각에에에 가가가장장장 적적적합합합한한한 것것것을을을 선선선택택택하하하여여여 ○○○표표표 하하하세세세요요요...

도도도시시시(((예예예,,,부부부산산산시시시))) 학학학 교교교 명명명 학학학 년년년 성성성 별별별 나나나 이이이

①①①①        ②②②②        ③③③③ 남남남 여여여

내내내 용용용 전전전혀혀혀
아아아니니니다다다

아아아니니니
다다다

보보보통통통
이이이다다다

그그그렇렇렇
다다다

아아아주주주
그그그렇렇렇다다다

1
내가 해양레포츠 체험학습을 할 때,나는 내
가 얼마나 잘했는지 또는 얼마나 잘못했는지
에 대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육상에서 운동하는 종목보다는 해상에
서 운동을 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전에,나는 예전에 실패
했던 일이 생각나 불안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4 해양레포츠를 체험하는 동안,나는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떤 해양레포츠든지 잘하기 위해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한다. ① ② ③ ④ ⑤



- 55 -

6 나는 무조건 나를 잘 가르치는 사람의 충분
히 진지하게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다른 학생들보다 모든 해양레포츠에 뛰
어나 자주 칭찬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해양레포츠라면 어떠한 종목이든지 잘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해양레포츠 체험학습 중 나는 내가 잘할 것
이라는 생각보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해양 체험학습을 시작하기 전에,나는 해양레
포츠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습관
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해양 체험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다면 연습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해양 체험학습을 할 때,나는 내 동료들
이 만든 규칙을 엄밀하게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13 해양 체험학습을 잘한다는 것은 공부를 잘하
는 것만큼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해양 체험학습이라면 결석을 하지 않는
다. ① ② ③ ④ ⑤

15 해양 체험학습 전 바닷물이 두려워서 걱정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비록 힘든 해양 체험학습이라도 잘 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해양 체험학습이라면 강사선생님이 말
씀을 잘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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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나는 지금까지 노력 없이도 해양 체험학습을
잘 해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해양 체험학습을 잘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해양 체험학습시 나보다 친구들이 잘하
면 박수갈채를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가능하면 많이 강사님과 뛰어난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해양 체험학습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진지하게 해양 체
험학습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비록 해양 체험학습에서 잘하지 못하더
라도,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세워서
노력을 계속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해양 체험학습을 잘할 수 있다는 자신
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해양 체험학습을 할 때,다른 사람들보
다 더욱 긴장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해양 체험학습 규칙을 정확하게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28 해양 체험학습은 다른 과목만큼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해양 체험학습 중 긴장하고 있어 보통
하는 것만큼 잘 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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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나는 해양 체험학습 전에 항상 몸을 성실하
게 푼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해양 체험학습을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해양 체험학습을 할 때,나는 실수를 할까 두
려워서 자주 주저하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33
해양 체험학습 중 상대선수가 경기에서 졌을
때,나는 항상 그를 위로해 줄 어떤 말을 해주
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내가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활동은 흥미 있다 ① ② ③ ④ ⑤

35 내가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활동은 나의 건강에 관
련된 지식을 얻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36 내가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활동은 나의 건강을
지켜 준다고 믿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내가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활동을 통해서 나의 신
체적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내가 해양레포츠 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신선
하고 깨끗하다 ① ② ③ ④ ⑤

39 내가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활동은 나로 하여금 자
부심을 갖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0 내가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활동은 새로운 것을 시
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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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나는 해양레포츠 활동을 할 때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42 내가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
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43 내가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활동은 체력을 증진시
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 내가 해양레포츠 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마
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45 내가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활동은 나에게 자신감
을 심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46 내가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활동은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7 내가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활동을 통해서
만난사람들은 친근감이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48 내가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활동은 사회생활에 활
력소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9 내가 해양레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시설 및 장소
는 보기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50 나는 해양레포츠 활동을 할 때 다양한 기량과 능
력을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51 내가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활동은 내 자신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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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내가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활동은 다른 사람을
이해 할 수 있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3 내가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활동은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할 수 있게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54 나는 내가 하고 있는 해양레포츠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55 내가 해양레포츠 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잘
꾸며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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