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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세계화다,지식 기반 사회다 하여 문명 전환의
큰 물결이 밀어닥치고 새로운 삶과 사람을 요구한다.이러한 새로운 환
경의 변화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사회 구성원인 인간 또는 개인은 끝없
는 사회적 변화하의 환경을 인식하고 적응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에
놓이게 되었다.

더구나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이므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적응도 순조
롭지 못하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어지는 사
춘기이므로 인생의 재출발이 시작되는 시기요,정신과 생활양식의 재체
계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다(이선엽,1984).또한 청소년기는 그들의 가치
관,인생관에 가장 크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가정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그 만큼 학교교육은 청소년들의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것
이다. 특히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어가는 과도기에 놓여 있는 청소
년들에게 학교 환경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대부분이 상급학교 진학 자격의 선별과정
으로 밖에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학생의 창의성을 계발하고 자율성․협
동성․극기심을 길러주는 전인교육이 아닌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극도의



-2-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교우 관계에 있어서는 적대감을 형성시키고 있으며
더군다나 학생 수의 과다,업무의 과다 때문에 교사들은 고민하는 청소
년과 대화하고 상담할 기회가 거의 없다.청소년들은 불가피하게 대화의
상대로 친구를 택하게 되고 가치 판단에 있어서 우월성이 없기 때문에
함께 비행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다고 했다(윤흥한,2004).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성장 과정 속에서 자신의 희망과 적성
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개척해 나가기보다는 부모 및 학교에
의해 인위적으로서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청소년기를 인정해주고,생활의 폭을 넓혀
주며,활동 경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스포츠와 같은 활동을 보장해 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
제라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최근에 이르러서는 일반 대중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 및 요구가
증가되고,여가시간의 상당 부분을 스포츠 활동에 할애함으로써 스포츠
의 대중화 및 보편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이와 같은 일반 대
중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참여 욕구의 증대는 생활체육이
라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이는 스포츠가 현대사회의
일부분으로 발전 및 정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임번장,1991).

한편 학교생활에의 적응이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하여 자기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박정현,1999).

지금까지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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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수준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데,윤국진(1994)에 의하면 여학생의
적응 수준이 남학생보다 현저히 높았으며,백종흠(1984)에 의하면 교사관
계,급우관계,수업참여,자기통제의 학교생활 적응 영역에서는 성별과
지역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고,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감은 여
학생이 남학생보다 의의 있게 높았다(류상철,1982).그리고 학교생활 일
반,학교수업,교사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이었다(안
규복,1986).또한 학급 담임교사가 인지하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점수
를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여학생이 교사관계,급우 관계는 높았으나 수
업참여는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순복,1994).
이처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은 다른 외적 요인 즉,성별,가정환경,

학급환경,자아개념, 학업성취,사회적 지지등의 요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임경혁,1994;고순복,1994;유윤희,
1994).반면 체육활동 참가를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인내심,자신감,협
동심,양보,규칙의 준수,리더쉽,동료애,경쟁심,페어플레이 정신 등은
학교생활을 원만히 적응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따라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가를 통한 학교생활 적응과 인간 형성을 위한 전인
적인 성장에 중점을 둔 이상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올바른 방향
을 제시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가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를 경험적으로 입증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본 연구를 시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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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중학생의 체육활동 참가 정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즉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생활 중 대인
관계나 학교의 규정,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게 조화된 행동을 유도하
며,올바른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교사들의 학
생생활 지도에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333...연연연구구구 문문문제제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이를 규명
하고자 한다.
첫째,개인적 특성에 따른 체육활동 참가의 차이를 규명한다.
둘째,개인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규명한다.
셋째,체육활동 참가 정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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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학학학교교교생생생활활활 적적적응응응

111)))적적적응응응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적응이란 원래 생물학에서 나온 용어로 생물 개체가 해당 환경에 따
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알맞은 행동이나 태도를 취하는 일을 의미한다.
선인장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줄기와 잎을 가시로 변화시키거나,
나비나 메뚜기가 자신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주위의 색채에 맞
는 색으로 변하는 것 등 동물이나 식물이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형태나
기능을 자연환경의 조건에 적합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그러나 인간의
적응은 이보다 복잡하여 생물학적 적응 이외에 심리적,사회적 적응이
필요하다.인간은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에도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그러므로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과의 조
화로운 관계,즉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환경에 자신을 맞추어 마찰 없이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개체와 환경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하여 안정과 균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적응은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갖다 맞추어 익숙해져 가는 것,단
순한 순응 이상의 독자적인 적응을 필요로 한다.바람직한 적응이란 자
신을 외부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 이외에 바람직하지 않거나 적절하
지 못한 환경을 자기 자신에게 맞도록 변화시키고 개선하여 최대한 이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즉,적응은 환경의 요구나 조건을 전면적으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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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욕구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작하고 변화시켜 나가기도 한다.
따라서 적응은 그 결과가 사회나 개체에 있어서 안정을 초래하고 발전
에 공헌하는 것이어야 한다.인간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의 가치,규범
질서 등과 합치되는 행동을 통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에
게 주어진 일정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동시에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활에 만
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다 명확하게 의식하여 자신의
숨은 잠재력을 찾아내고 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그
러므로 적응이란 내,외적 요구들을 제대로 인식하여 환경을 또는 자기
자신을 맞추어 나가는 일로서 인간 행동이 외부 세계의 기준에 어느 정
도 부응하고 있느냐 하는 척도로 뿐만 아니라 내적인 자아실현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
인간은 적응해 가는 동안에 계속 성장 발달하기 때문에 적응은 인성형
성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과학문명이 급속도로 발달되고
사회생활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오늘날 적응은 모든 개인에게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또한 적응은 어느 발달시기에 있어서나 일어나는 불가결의 문제이지만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적응을 곤란하게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일이 많은
청소년기에 더 중요시되고 있다.청소년기에 각 개인이 습득하고 형성한
적응양식은 그 후 일생을 통하여 그의 적응기제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있어서 적응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강주태,1976).
한편 적응이라는 말의 어원은 영어의 동사 adjust 로 라틴어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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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나타내는 접두사 ad와 형용사 just의 합성어에서 왔다.따라서 이
말은 생활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환경과 만족한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정영홍,1984).
적응(adjustment)이란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우리의 욕구를 환경의 요
구에 대해 균형을 맞추며,현실적인 가능성에 비추어 신중히 고려하고
또한 상황의 한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처하려
는 성공적인 또는 비 성공적인 시도를 말한다(Morris,1986).
Allport(1961)는 적응이란 환경에 대한 자발적,창조적 행동이며 그 필
수조건으로 행동의 결과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사회의 가치,규범,질
서에 합치되는 상태라고 하였으며,Lazarus(1969)는 적응을 주어진 환경
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222)))학학학교교교 생생생활활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기의 욕구를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 하는 적응
의 문제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기
는 아동에서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에 있으므로 신체적인 변화에 정서
적인 불안정으로 인해 적응이 순조롭지 못하다.더구나 청소년들은 가정
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학교생활에의 적응은 그들에게
더욱 중요하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은 크게 가정,학교,사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 학교에서 학생이 받은 교육적 영향을 통틀어 학교생활이라고 한다.
넓은 의미에서 학교에서 받는 비교육적 영향도 학교생활에 포함된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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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전편찬위원회,1992).
학교 기관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
주는 역할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기관으로 학교에서의 교과 활동,특별
활동,기타 여러 행사 등의 학교생활에는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학생 상
호간의 관계가 있다.
먼저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안영복(1984)은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
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학교생
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람직하게 수용하는 것이라 하고,학교생활에
잘 적응한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
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여 학업 성적이 향상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과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민영순(1978)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대인 관계나 학교의 규칙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학교생활 적응으로 보아 조화와 만족에 초
점을 두었으며,장호성(1987)은 학교의 교육적 상황에서 적응적 개념을
지적․도덕적 성장을 위해 교육적인 과정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
는 것을 학교생활 적응으로 보아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이란 학생들이 학생,교사,학급 생활 등의 관계에
서 자기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는 조화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별 및 가
정 환경 변인에 따라 연구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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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었는데,윤국진(1994)에
의하면 여학생의 적응 수준이 남학생보다 현저히 높았으며,백종흠(1984)
에 의하면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교사 관계,급우 관계,수업
참여,자기 통제의 학교생활 적응 영역에서는 성별과 지역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고,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감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
의 있게 높았다(류상철,1982).그리고 학교생활 일반,학교 수업,교사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이었다(안규복,1986).
또한 학급 담임교사가 인지하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점수를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여학생이 교사 관계,급우 관계는 높았으나,수업 참여는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순복,1994).

222...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111)))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스스스포포포츠츠츠 참참참가가가

청소년은 스포츠를 통하여 신체의 성장․발달 및 건전한 오락 기능을
발달시키며 나아가 지적 능력과 함께 창조적 재능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
다.특히 급격한 발달로 인해 사회로의 창조적인 통합이 매우 어려운 현
대 사회에서 스포츠는 아동에게 집단에 잘 적응하고,사회의 행동 규범
을 준수하며,사회의 규칙들을 이행 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 주게 되어
(Ciuciu,1974)아동의 사회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임번장,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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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참참참가가가의의의 형형형태태태
스포츠 참가 유형은 스포츠 참가방법,참가시간,참가 장소 등에 의해

달라지며 스포츠를 통한 역할 또한 다르기 때문에 참가 형태를 여러 각
도에서 세분화시킬 수 있다(임번장,1986).스포츠 참가는 스포츠 현상과
관련지어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동인데 첫째는 각 개인이 체계적이고 계
획적인 스포츠에 직접 참가하는 일차적 참가이고 둘째는 신체 활동에 직
접 참가하지는 않지만 경기장에 가서 운동경기를 직접 관람하거나 일상
생활 중에 타인과 스포츠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 TV나 라디오를 시청하
거나 신문을 보는 것 등을 포함하는 간접 참가 즉,이차적 참가가 있다.
Kenyon(1969)은 스포츠 참가의 형태를 인간의 외면적․내면적 행동 차
원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스포츠 참가 내용의 설정에 따라 행동적
참가,인지적 참가,정의적 참가로 구분하였다.또한 스포츠 참가의 역할
에 의해 참가자,생산자,소비자로 세분화하고 있다.
첫째,행동적 참가란 직접 관람자 즉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과 같은 경
기 현장에 가서 직접 스포츠를 관람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간접 관람자는
매스컴이나 대화를 통하여 스포츠와 관계를 맺는 참가이다.즉 사람들이
스포츠라는 맥락과 관련된 다양한 지위와 규범을 이행함으로써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인지적 참가는 학교,사회 기관,매스컴,대화 등을 통하여 스포
츠에 관한 일정 정보를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참가이다.다시 말하면,
스포츠에 관해 일정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실의 정도를 의미한
다.현대 사회에서 대중매체는 스포츠의 인지적 참가에 많은 역할을 하
고 있다.
셋째,정의적 참가는 실제 스포츠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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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 어떤 특정 선수나 팀에 대하여 감정적 태도성향을 표출하는 참가라
할 수 있다(오순근,1994).

(((222)))참참참가가가의의의 정정정도도도
참가의 정도는 참가의 빈도,기간,강도를 의미하며 각 요인에 따라

참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참가 빈도는 특정 개인이 스포츠에 직접 참가하고 있는 횟수를 의미하
며 일반적으로 스포츠에 얼마나 자주 참가하고 있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하다.참가 기간은 특정 개인이 스포츠에 참가한 시기의 경
과 정도를 나타내며 특정 종목의 스포츠에 얼마나 오랫동안 참가하였는
지를 조사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다.
참가 강도는 특정 개인이 스포츠에 직접 참가,개입 또는 몰입하는 정
도로 정의되며,스포츠 참가의 역할이나 지위를 알아보거나 일회 스포츠
에 소요하는 시간 또는 참가한 경험이 있는 종목의 수를 알아봄으로써
측정 할 수 있다.
한편,참가의 빈도,기간,강도의 배함 정도는 특정 스포츠 상황에 대
한 각 개인의 관여도의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
일한 빈도,기간,강도로 스포츠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 참가의
유형 또한 달라진다.

(((333)))참참참가가가의의의 수수수준준준
스포츠 참가의 수준은 조직적 스포츠 참가와 비조직적 스포츠 참가로

크게 나눌 수 있다.이 두 가지 참가의 특징은 스포츠 자체의 활동 범위
와 조직의 복잡성에 따라 구분된다(양성아,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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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①① 조조조직직직적적적 스스스포포포츠츠츠 참참참가가가
조직적 스포츠는 역할 학습이나 수행 결과에 초점을 두고 스포츠 경

험을 제공하는 구조적으로 안정된 활동이다.Coakley(1980)는 조직적 게
임의 참가자는 활동 그 자체 및 개인적 관련성에 흥미를 갖지만 보다 중
요한 것은 경기 결과와 개인 및 팀의 효율성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였
다.경기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일면 중의 하나는 행위와 참가가 성
인의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며 선수의 활동 또한 특정화된 규범과 역할에
의해 엄격히 유형 지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체로 조직적 스포츠 참가 경험이 많은 청소년은 사회화 경험이 풍

부한 것으로 나타난다.이에 대하여 Mantel과 VanderVendel(1974)은 경
기에 대한 태도의 전문화는 조직적 스포츠 참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
고,조직적 스포츠의 참가자는 경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
과 승리를 강조하는 반면 비조직적 스포츠의 참가자들은 공정성을 강조
한다고 주장한다.

②②② 비비비조조조직직직적적적 스스스포포포츠츠츠 참참참가가가
조직적 스포츠에 반해 비조직적 스포츠는 활동 자체에 만족을 얻기 위
한 자율적인 활동으로서 구성원들의 참가도는 자유의사,시간,장소,경
제적 이유 등에 따라 달라지며 무엇보다도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다.따라서 비조직적 스포츠 참가의 특성은 참가 인원,참가자간의 친분
관계,팀의 성립 특성,경기 규칙의 적용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스포츠 내의 사회계층 구조에 있어서도 조직적 스포츠의 의사 결정 과
정은 일반적으로 사회계층이 위치하게 되는 탁월하고 고도의 기능을 소
유한 선수들이 주도하게 되지만 비조직적 스포츠의 경우에는 구성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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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가장 인간관계가 깊은 사람이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따라
서 기능이 낮은 선수도 개인적 감정을 상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팀이나 조직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반면 형식적인 체제를 정비하지 못한 결점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
에 쉽게 붕괴되거나 와해되는 경향을 때게 되며 이러한 점이 비조직적
스포츠의 불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임번장,1994).

222)))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스스스포포포츠츠츠 참참참가가가에에에 기기기여여여하하하는는는 요요요인인인

Leonard(1980)는 스포츠 참가와 스포츠 역할 학습의 과정에서 각 개인
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객체를 중요타자(significantothers)혹은 준
거집단(referencegroup)이라고 하였다.이들의 사고 및 행동은 피사회화
자의 태도,가치관 형성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중요타자는 단수적 개념으로서 언어나 예를 이용하여 피사회화자의 태
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에 대한 동일시를 말한다.따라서
중요타자는 고도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코치)일 수도 있고 행동이 발
생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직접적인 역할과는 무관한 의미 있는 개인
(부모)일 수도 있다.준거집단은 복수적 개념으로서 사회화 과정에 영향
을 미치는 집단을 말한다(권민혁 1994).

(((111)))가가가족족족
가족은 상호간에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가치,

지식,행동 유형의 내면화에 관한 역할 모형 및 스포츠 참가의 기회도
제공해 준다.그러므로 교육,종교,정치 경제,자원 봉사 기구,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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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요소들이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가족은 어린이에게 있어 아직도 중요한 사회화 주관자로서 이해되고
있다(임번장,1994).
McPherson과 Kenyon(1974)은 스포츠 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적

변인으로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들고 있다.즉 지위가 높은 가정과 높은
성취 지향적인 사업가의 부친을 둔 가정의 자녀가 스포츠 참가가 높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①①① 부부부모모모
Kenyon과 Grogg(1970)는 여러 사회화 주관자 중 부모의 영향이 스포
츠 사회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Snyder와
Spreitzer(1974)는 고등학교 여성 선수에 있어서 부모는 스포츠에 참가하
도록 격려해 준 가장 강력한 사회화 주관자라고 하면서 특히 이성의 부
모보다 동성의 부모에게 스포츠 참가의 영향을 더 받으며 부친의 관심이
모친의 관심보다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McPherson(1973)은 대학교의 테니스와 하키 선수들의 스포츠 참가요
인에 대한 연구에서 스포츠에 대한 최초의 관심을 가족에 의해서이며,
그 중 부모의 격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또한
Kenyon과 Grogg((1970)가 Wisconsin대학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배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 부모의 형제자매,친구,코치 등의
여러 사회화 주관자 중 부모의 영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②②② 형형형제제제자자자매매매
부모의 스포츠 참가,기대,권유가 자녀의 스포츠 참가에 의미 있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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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고 있듯이,형제자매간의 영향력도 참가의 중요한 변인으로 인
식되고 있다.예를 들어 조직적인 스포츠에 참가하고 있는 손윗형제는
동생에 관한 스포츠 참가 동기로 작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제자매의 관계가 스포츠 사회화에 영향을 주는 주된 원인
은 근접한 연령차 때문이라고 밝혔다.즉 이들은 유년기의 놀이 상대로
서 상호 밀접하게 작용하고 관계함으로써 부모와는 별개의 영향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형제자매가 스포츠 참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부분의 관심은 주로
형제의 수와 출생 서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가족 구조 내에서의 형
제자매 관계는 스포츠 사회화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이는 주로
남자의 경우에 국한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임번장 1994).

(((222)))동동동료료료 집집집단단단
동료 집단은 동년배로서 같은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집단을 뜻한
다.동료 집단은 아동기 및 청소년에게 평등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친구는 친척에 비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정서적 도움이 필요할 때 훨
씬 더 도움이 되지만 영속성이 약하다.그래서 사교적 활동이나 자아 강
화 및 사회 기술 습득에는 친구가 더 유익하고 노력이 요구되거나 장기
간의 보호가 요구되는 경우는 친척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
특히 성원들의 응집성과 조직성이 높은 경우에 집단 자체의 특유한

규범,가치관,제도 등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의 하위문화에 통합될 가능
성이 높다.그리고 성인 동료집단은 주로 직장동료들 사이에서 구성되는
데,이러한 경우 스포츠에 대한 가치관의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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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333)))학학학교교교
교사는 학교에서 아동의 사회화를 촉진하여 그들의 후원자로 상호관

계를 확립하고 아동의 장래에 중요한 모델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Loy,McPherson,Kenyon,1978).또한 학교에 진학할 경우 청소년은 자
신의 자유로운 주장이나 표현을 저해하는 새로운 규율 속에서 제도적인
압력에 적응해야 하는 등 가정에서와는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된다.사회
제도로서의 학교 체계는 스포츠 사회화에 있어서 다른 사회 환경과는 구
별되는 특성을 가지며,가족,동료 집단과 함께 스포츠 사회화의 중요한
주관 기관이라 할 수 있다.

(((444)))대대대중중중매매매체체체
현대 사회는 정보화 시대나 대중매체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대중 매

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TV,라디오,신문,잡지 등의
대중 매체는 스포츠에로의 사회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특히 아동 및 청소년들은 역할 모형의 기능을 담당하는 스포츠 영
웅에 큰 영향을 받아 그들의 행동을 흉내 내거나 우상으로 삼기도 한다.
따라서 행동을 모형으로 해서 사회의 관습과 규범적인 행동 및 성원의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하지원,1993).

(((555)))지지지역역역사사사회회회
지역사회란 일정지역을 근거로 그 지역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의 사회

로 사회적인 일체감이나 생활양식,생활기회,교통 문제 등 많은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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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다.
지역사회의 스포츠 조직의 참가는 사회로부터 인정,통찰력,행복,안

정 추구 등의 만족감과 관련이 있기도 하며,특히 아동에게 있어서 스포
츠 조직은 중요한 스포츠의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기도 하다.특히 아동
에게 있어서 스포츠 조직은 중요한 스포츠의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스포츠 역할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역
할 모형으로서 코치를 제공하며,대부분의 부모는 지역사회의 스포츠 프
로그램에 하나 이상 참가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임번장,1986).

333)))방방방과과과 후후후 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방과 후 체육활동 주제공자인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 내 방과 후 자
율체육활동과 자율스포츠클럽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와 학
교 외 사회체육관련기관이나 시설이 주제공자가 되어 운영하는 프로그램
에 참여하게 되는 방과 후 학교 외 체육활동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
데,방과 후 학교 외 활동은 다시 사회체육관련기관에 참여하는 조직적
인 활동과 자신이 자발적으로 가족 또는 친구들과 학교시설물이나 기타
지역사회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활동에 참여하는 비조직적 활동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방과 후 체육활동은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으로 학업생활에서 받

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기분전환이나 정신적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또한 참가자 스스로 참가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운동기능의 수준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으며 정규체육시간에 배
운 학습내용을 실제로 시간의 제약이나 심리적인 부담감 없이 적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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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스포츠의
긍정적인 의미를 가까이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목표를 이해하게 하고 스
포츠활동에 대한 그들의 흥미를 계속 발전시켜,개념화할 수 있으며 또
한 학교체육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지 않는 새로운 스포츠종목들을
경험하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이를 통해 운동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
으며 수행능력이 약한 학생들에게 규칙적인 스포츠활동에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폭넓은 움직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대사회는 인간생활에 편리함과 풍요를 제공하는 반면 여러 가지 병

리현상 즉,운동부족,인간소외문제,환경오염 등을 초래하고 있다.특히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는 인간의 감정과 이성을 마비시켜 많은 비행
청소년문제를 가져오며 학교폭력,사교육비의 무절제를 가져왔다.입시위
주의 교육풍토로 인해 신체활동의 기회가 사라지는 현 상황에서,학교체
육뿐만 아니라 방과 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체육활동은 질적인 체육활
동 참여시간의 확보를 통해 평생체육활동의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
해서 일차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프로그램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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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중학생의 체육활동 참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이를 규명하기 위해 2007년 3월부
터 2008년 3월까지 사전 연구를 통한 설문지 작성과 설문지 배부,회수,
통계 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조사도구,자료 분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

본 연구의 대상은 U광역시에 소재한 D,J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무선표집방법으로 선정하였다.학년별로 3개반
600명의 학생을 추출하였다.설문자료 중 응답을 하지 않은 자료와 불성
실하게 응답하였다고 추측되는 자료 21부를 제외한 579명의 자료를 통계
처리하였으며,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남학생

300명(51.8%),여학생 279명(48.2%)으로 남학생이 많았으며,학년별로는 1
학년 195명(33.7%),2학년 219명(37.8%),3학년 165명(28.5%)으로 2학년이
더 많이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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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 1. 1. 1.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대상의 대상의 대상의 대상의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일반적 특성특성특성특성

특성 집단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300 51.8
여 279 48.2

학 년
1학년 195 33.7
2학년 219 37.8
3학년 165 28.5
전체 579 100.0

222...조조조사사사 도도도구구구

본 연구는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설문지 조사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의도성과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
구에서 검정된 조사도구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안면타당도 검정과
예비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사용할 설문지를 최종 완성하였다.본 조사
도구의 구성 및 응답방법,그리고 신뢰도와 타당도는 다음과 같다.

111)))설설설문문문지지지 구구구성성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구성내용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항목 2문항,
체육활동 참가에 관한 항목 3문항,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문항 32문항 총
3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전문가의 조언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2차례
의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되었으며 설문문항 변인 및 구성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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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설문문항의 응답형태는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
지 않다’1점으로 부여하는 5점 척도(5Likertscale)로 구성하였으며,점
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표 표 표 표 2. 2. 2. 2. 설문지 설문지 설문지 설문지 문항 문항 문항 문항 구성구성구성구성

변 인 설문 문항 구성 문항수

개인적 특성 성별 (1) 학년 (1) 2

체육활동 참가
참가 빈도 (1) 참가 기간 (1)
지속시간 (1)

3

학교생활 적응 교사 관계 (8) 교우 관계 (8)
학교 수업 (8) 학교 규칙 (8) 32

총 계 37

(((111)))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연구 대상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별,학년
을 질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모든 문항은 개방형으로 작성하였다.

(((222)))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본 연구에서 체육활동 참가를 분석할 설문지는 임번장(1986),박정현

(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바 있는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문항 수는 참가 빈도 1문항,참가 기간 1문항,지속시간 1문
항 등 총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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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학학학교교교생생생활활활 적적적응응응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 적응을 분석할 설문지는 유윤희(1994),박정현

(1999),윤흥한(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바 있는 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하위요인은 교
사관계,교우관계,학교수업,학교규칙의 4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질문지의 변수별 문항 수는 교사관계,교우관계,학교수업,학교규칙

각 8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다.각 문항은 5Likert평정척도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박정현(1999)에 의하면 하위척도별로 Cronbach's α계수가 .601~.758이

었으며 본 연구자도 사전검사를 통해 신뢰도 및 타당도 검사를 실시 한
후 사용하였다.

222)))신신신뢰뢰뢰도도도

표 표 표 표 3. 3. 3. 3. 설문지의 설문지의 설문지의 설문지의 변인별 변인별 변인별 변인별 신뢰도신뢰도신뢰도신뢰도

변인 문항수 Cronbach'sα
교사관계 8 .785

.846
교우관계 8 .697

학교수업 8 .711

학교규칙 8 .725

<표 3>은 설문지 신뢰도 분석을 살펴본 결과표이다.
단,부정문항 (15,21,25,26,27,28,30,31)은 역점수화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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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하위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697～.785으로 중학생의 체육활동
참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척도로 신뢰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333...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체육활동 참가가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관
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집된 설문 자료를 입력시킨 후 SPSSVersion
12.0Window Program을 통해 전산처리 하였으며 각 분석에서의 통계적
인 유의수준은 ɑ<.05수준으로 하였다.
첫째,수집 자료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α값을 검정

하였다.

둘째,남․여 중학생의 체육활동 참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x2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남․여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학년과 체육활동 참가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사후검증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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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 결결결과과과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체육활동 참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집된 자료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11...개개개인인인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정정정도도도의의의 차차차이이이

111)))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정정정도도도의의의 차차차이이이

(((111)))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빈빈빈도도도

표 표 표 표 4. 4. 4. 4.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참가 참가 참가 참가 빈도빈도빈도빈도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일 46 7.9
주 4~5일 92 15.9
주 2~3일 172 29.8
주 하루 정도 146 25.2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23 21.2

합 계 579 100.0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들이 체육활동 참가 빈도에서
매일 46명(7.9%),주 4~5일 92명(15.9%),주 2~3일 172명(29.8%),주 하루
정도 146명(25.2%),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23명(21.2%)으로 나타나 비교
적 매일 참여하는 학생보다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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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기기기간간간

표 표 표 표 5. 5. 5. 5.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참가 참가 참가 참가 기간기간기간기간

구 분 빈도(명) 비율(%)
1~3개월 미만 292 50.4
3~6개월 미만 64 11.1
6월~1년 미만 46 7.9
1~2년 미만 59 10.2
2년 이상 118 20.4
합 계 579 100.0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들이 체육활동 참가 기간에서
1~3개월 미만 292명(5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2년 이상 118명
(20.4%),3~6개월 미만 64명(11.1%),1~2년 미만 59명(10.2%),6월~1년 미
만 46명(7.9%)의 순으로 나타났다.

(333)))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지지지속속속시시시간간간

표 표 표 표 6. 6. 6. 6.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지속시간지속시간지속시간지속시간

구 분 빈도(명) 비율(%)
30분 미만 87 15.0
30분~1시간 미만 180 31.1
1~2시간 미만 157 27.1
2시간 이상 38 6.6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17 20.2

합 계 579 100.0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 대상자들이 체육활동 지속시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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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미만 87명(15.0%),30분~1시간 미만 180명(31.1%),1~2시간 미만
157명(27.1%),2시간 이상 38명(6.6%),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17명
(20.2%)으로 나타나 체육활동 지속시간은 30분~2시간 미만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222)))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정정정도도도 차차차이이이

(((111)))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빈빈빈도도도 차차차이이이

성별에 따른 참가 빈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2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표 표 표 7. 7. 7. 7. 성별에 성별에 성별에 성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참가 참가 참가 참가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차이                        차이                        차이                        차이                                                (   (   (   (   ))))안은 안은 안은 안은 %  %  %  %  

구 분 남 여 전 체 df xxx222
매 일 33(11.0) 13(4.7) 46(7.9)
주 4~5일 78(26.0) 14(5.0) 92(15.9)
주 2~3일 96(32.0) 76(27.2) 172(29.7) 4 80.510***
주 하루 정도 50(16.7) 96(34.4) 146(25.2)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43(14.3) 80(28.7) 123(21.3)
전 체 300(100.0) 279(100.0) 579(100.0)

***p<.001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체육활동 참가 빈도는 주
2~3일 96명(32.0%),주 4~5일 78명(26.0%),주 하루 정도 50명(16.7%),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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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참여하지 않는다 43명(14.3%),매일 33명(11.0%)순이며,여학생의 경우
체육활동 참가 빈도는 주 하루 정도 96명(34.4%),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80명(28.7%),주 2~3일 76명(27.2%),주 4~5일 14명(5.0%),매일 13명
(4.7%)순으로 나타났다.이는 체육활동 참가 빈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참가 빈도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주 2~3일 172명(29.7%),주 하루 정도 146명(25.2%),전

혀 참여하지 않는다 123명(21.3%),주 4~5일 92명(15.9%),매일 46명
(7.9%)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22)))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기기기간간간 차차차이이이

성별에 따른 참가 기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2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표 표 표 8. 8. 8. 8. 성별에 성별에 성별에 성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참가 참가 참가 참가 기간 기간 기간 기간 차이                            차이                            차이                            차이                            (   (   (   (   ))))안은 안은 안은 안은 %%%%            

구분 남 여 전체 df xxx222
1~3개월 미만 100(33.3) 192(68.8) 292(50.4)
3~6개월 미만 40(13.4) 24(8.6) 64(11.1)
6월~1년 미만 34(11.3) 12(4.3) 46(7.9) 4 77.170***
1~2년 미만 37(12.3) 22(7.9) 59(10.2)
2년 이상 89(29.7) 29(10.4) 118(20.4)
전체 300(100.0) 279(100.0) 579(10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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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체육활동 참가 기간은 1~3
개월 미만 100명(33.3%),2년 이상 89명(29.7%),3~6개월 미만 40명
(13.4%),1~2년 미만 37명(12.3%),6월~1년 미만 34명(11.3%)순으로 나타
났으며,여학생의 경우 체육활동 참가 기간은 1~3개월 미만 192명
(68.8%),2년 이상 29명(10.4%),3~6개월 미만 24명(8.6%),1~2년 미만 22
명(7.9%),6월~1년 미만 12명(4.3%)순으로 나타났다.이는 남학생에 비하
여 여학생은 체육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적으
로는 1~3개월 미만 292명(50.4%),2년 이상 118명(20.4%),3~6개월 미만
64명(11.1%),1~2년 미만 59명(10.2%),6월~1년 미만 46명(7.9%)순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333)))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지지지속속속시시시간간간 차차차이이이

성별에 따른 체육활동 지속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2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표 표 표 9. 9. 9. 9. 성별에 성별에 성별에 성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지속시간 지속시간 지속시간 지속시간 차이                            차이                            차이                            차이                            (   (   (   (   ))))안은 안은 안은 안은 % % % %         

구 분 남 여 전 체 df xxx222
30분 미만 26(8.7) 61(21.9) 87(15.0)
30분~1시간 미만 92(30.7) 88(31.6) 180(31.1)
1~2시간 미만 110(36.6) 47(16.8) 157(27.1) 4 51.724***
2시간 이상 27(9.0) 11(3.9) 38(6.6)
전혀참여하지않는다 45(15.0) 72(25.8) 117(20.2)
전 체 300(100.0) 279(100.0) 579(100.0)

***p<.001



-29-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체육활동 지속시간은 1~2
시간 미만 110명(36.6%),30분~1시간 미만 92명(30.7%),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45명(15.0%),2시간 이상 27명(9.0%),30분 미만 26명(8.7%)순으로
나타났고,여학생의 경우 체육활동 지속시간은 30분~1시간 미만 88명
(31.6%),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72명(25.8%),30분 미만 61명(21.9%),1~2
시간 미만 47명(16.8%),2시간 이상 11명(3.9%)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30분~1시간 미만 180명(31.1%),1~2시간 미만 157명

(27.1%),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17명(20.2%),30분 미만 87명(15.0%),2시
간 이상 38명(6.6%)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33)))학학학년년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정정정도도도 차차차이이이

(((111)))학학학년년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빈빈빈도도도 차차차이이이

학년에 따른 참가 빈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2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학년의 경우 체육활동 참가 빈도는 주
2~3일 68명(34.9%),주 하루 정도 57명(29.2%),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35
명(18.0%),주 4~5일 24명(12.3%),매일 11명(5.6%)순으로 나타났으며,2
학년의 경우 체육활동 참가 빈도는 주 2~3일 59명(26.9%),주 4~5일 55
명(25.1%),주 하루 정도 49명(22.4%),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29명(13.3%),
매일 27명12.3%)순으로 나타났고,3학년의 경우 체육활동 참가 빈도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59명(35.8%),주 2~3일 45명(27.3%),주 하루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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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0. 10. 10. 10. 학년에 학년에 학년에 학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참가 참가 참가 참가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차이                             차이                             차이                             차이                             (   (   (   (   ))))안은 안은 안은 안은 %%%%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전 체 df xxx222
매 일 11(5.6) 27(12.3) 8(4.8) 46(7.9)

주 4~5일 24(12.3) 55(25.1) 13(7.9) 92(15.9)

주 2~3일 68(34.9) 59(26.9) 45(27.3) 172(29.7) 8 57.171***
주하루정도 57(29.2) 49(22.4) 40(24.2) 146(25.2)

전혀참여하지않는다 35(18.0) 29(13.3) 59(35.8) 123(21.3)

전 체 195(100.0)219(100.0)165(100.0) 579(100.0)
***p<.001

도 40명(24.2%),주 4~5일 13명(7.9%),매일 8명(4.8%)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주 2~3일 172명(29.7%),주 하루 정도 146명(25.2%),전

혀 참여하지 않는다 123명(21.3%),주 4~5일 92명(15.9%),매일 46명
(7.9%)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222)))학학학년년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기기기간간간 차차차이이이

학년에 따른 참가 기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2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학년의 경우 체육활동 참가 기간은 1~3
개월 미만 93명(47.7%),2년 이상 31명(15.9%),3~6개월 미만 29명
(14.9%),1~2년 미만 22명(11.3%),6월~1년 미만 20명(10.2%)순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으며,2학년의 경우 체육활동 참가 기간은 1~3개월 미만 86
명(39.3%),2년 이상 65명(29.7%),1~2년 미만 26명(11.9%),3~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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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1. 11. 11. 11. 학년에 학년에 학년에 학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참가 참가 참가 참가 기간 기간 기간 기간 차이                            차이                            차이                            차이                            (   (   (   (   ))))안은 안은 안은 안은 % % % %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전 체 df xxx222
1~3개월 미만 93(47.7) 86(39.2) 113(68.5) 292(50.4)

3~6개월 미만 29(14.9) 24(11.0) 11(6.7) 64(11.1)

6월~1년 미만 20(10.2) 18(8.2) 8(4.8) 46(7.9) 8 43.218***
1~2년 미만 22(11.3) 26(11.9) 11(6.7) 59(10.2)
2년 이상 31(15.9) 65(29.7) 22(13.3) 118(20.4)
전 체 195(100.0)219(100.0) 165(100.0) 579(100.0)

***p<.001

24명(11.0%),6월~1년 미만 18명(8.2%)순으로 나타났다.3학년의 경우는
1~3개월 미만 113명(68.5%),2년 이상 22명(13.3%),1~2년 미만 11명
(6.7%),3~6개월 미만 11명(6.7%),6월~1년 미만 8명(4.8%)순으로 유의하
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1~3개월 미만 292명(50.4%),2년 이상 118명(20.4%),3~6

개월 미만 118명(11.1%),1~2년 미만 59명(10.2%),6월~1년 미만 46명
(7.9%)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33)))학학학년년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지지지속속속시시시간간간 차차차이이이

학년에 따른 체육활동 지속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x2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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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2. 12. 12. 12. 학년에 학년에 학년에 학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지속시간 지속시간 지속시간 지속시간 차이                             차이                             차이                             차이                             (   (   (   (   ))))안은 안은 안은 안은 %%%%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전 체 df xxx222
30분 미만 30(15.4) 33(15.1) 24(14.5) 87(15.0)

30분~1시간 미만 64(32.8) 72(32.9) 44(26.7) 180(31.1)

1~2시간 미만 55(28.2) 73(33.3) 29(17.6) 157(27.1) 8 32.908***
2시간 이상 13(6.7) 13(5.9) 12(7.3) 38(6.6)

전혀참여하지않는다 33(16.9) 28(12.8) 56(33.9) 117(20.2)

전 체 195(100.0)219(100.0)165(100.0) 579(100.0)
    

***p<.001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학년의 경우 체육활동 지속시간은 30
분~1시간 미만 64명(32.8%),1~2시간 미만 55명(28.2%),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33명(16.9%),30분 미만 30명(15.4%),2시간 이상 13명(6.7%)순으
로 나타났고,2학년의 경우 체육활동 지속시간은 1~2시간 미만 73명
(33.3%),30분~1시간 미만 72명(32.8%),30분 미만 33명(15.1%),전혀 참
여하지 않는다 28명(12.8%),2시간 이상 13명(5.9%)순으로 나타났다.3학
년의 경우 체육활동 지속시간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56명(33.9%),30
분~1시간 미만 44명(26.7%),1~2시간 미만 29명(17.6%),2시간 이상 12명
(7.3%)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30분~1시간 미만 180명(31.1%),1~2시간 미만 157명

(27.1%),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117명(20.2%),30분 미만 87명(15.0%),2시
간 이상 38명(6.6%)순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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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개개개인인인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학학학교교교생생생활활활 적적적응응응의의의 차차차이이이

111)))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학학학교교교생생생활활활 적적적응응응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표 표 표 13. 13. 13. 13. 성별에 성별에 성별에 성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학교생활 학교생활 학교생활 학교생활 적응 적응 적응 적응 t-t-t-t-검정검정검정검정

구분 성별 N M±SD df t
학교생활
적응

남자 300 3.27±.35
577 7.412***

여자 279 3.08±.25
***p<.001

<표 13>에 의하면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t-검정 결과 남자
(3.27±.35)가 여자(3.08±.25)보다 유의하게 나타났다.

222)))학학학년년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학학학교교교생생생활활활 적적적응응응의의의 차차차이이이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 의하면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일원분산분석 결과
(F=10.782,p<.001)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학년에 따른 만족도는 1학년이 2,3학년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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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표 표 표 14. 14. 14. 14. 학년에 학년에 학년에 학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학교생활 학교생활 학교생활 학교생활 적응 적응 적응 적응 일원분산분석일원분산분석일원분산분석일원분산분석

구분 학년 N M±SD df F Duncan

학교생활
적응

1학년(A) 195 3.26±.37

2 10.782*** B,C<<<A2학년(B) 219 3.11±.27

3학년(C) 165 3.16±.31
***p<.001

333...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정정정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학학학교교교생생생활활활 적적적응응응의의의 차차차이이이

111)))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빈빈빈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학학학교교교생생생활활활 적적적응응응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체육활동 참가 빈도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
시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표 표 표 15. 15. 15. 15. 참가 참가 참가 참가 빈도에 빈도에 빈도에 빈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학교생활 학교생활 학교생활 학교생활 적응 적응 적응 적응 일원분산분석일원분산분석일원분산분석일원분산분석

구 분 빈 도 N M±SD df F Duncan

학교생활
적응

매 일 (A) 46 3.28±.44

4 3.784** E<<<A

주 4~5일 (B) 92 3.21±.30

주 2~3일 (C) 172 3.21±.31

주 하루 정도 (D) 146 3.14±.31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E) 123 3.10±.30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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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에 의하면 체육활동 참가 빈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일원
분산분석 결과(F=3.784,p<.01)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체육활동 참가 빈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은 매일
(3.28±.44)참여한다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3.10±.30)보다 더 높게 나타
났다.

222)))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기기기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학학학교교교생생생활활활 적적적응응응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체육활동 참가 기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
시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표 표 표 16. 16. 16. 16. 참가 참가 참가 참가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기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학교생활 학교생활 학교생활 학교생활 적응 적응 적응 적응 일원분산분석일원분산분석일원분산분석일원분산분석

구 분 기 간 N M±SD df F Duncan

학교생활
적응

1~3개월 미만 (A)292 3.11±.29

4 6.292***A<C,D,E

3~6개월 미만 (B) 64 3.20±.30

6월~1년 미만 (C) 46 3.25±.36

1~2년 미만 (D) 59 3.26±.35

2년 이상 (E)118 3.25±.34
***p<.001

<표 16>에 의하면 체육활동 참가 기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일원
분산분석 결과(F=6.292,p<.001)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체육활동 참가 기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은 6월~1년
미만(3.25±.36),1~2년 미만(3.26±.35),2년 이상(3.25±.34)이 1~3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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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9)보다 학교생활 적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333)))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지지지속속속시시시간간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학학학교교교생생생활활활 적적적응응응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체육활동 지속시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
시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표 표 표 17. 17. 17. 17.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체육활동 지속시간에 지속시간에 지속시간에 지속시간에 따른 따른 따른 따른 학교생활 학교생활 학교생활 학교생활 적응 적응 적응 적응 일원분산분석일원분산분석일원분산분석일원분산분석

구 분 지속시간 N M±SD df F Duncan

학교생활
적응

30분 미만 (A) 87 3.11±.27

4 2.981** A<D

30분~1시간 미만 (B)180 3.18±.32

1~2시간 미만 (C)157 3.22±.33

2시간 이상 (D) 38 3.26±.32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E)117 3.13±.34

**p<.01

<표 17>에 의하면 체육활동 지속시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일원분
산분석 결과(F=2.981,p<.01)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체육활동 지속시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은 2시간 이상
(3.26±.32)이 30분 미만(3.11±.27)보다 학교생활 적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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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 의의의

중학생의 성별,학년에 따른 체육활동 참가 차이 및 성별,학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중학생의 체육활동 참가 정도(빈도,기간,지속시
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학교 교육 발
전에 본 연구 결과가 가지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논의 하였다.

111...개개개인인인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정정정도도도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중학생들의 성별,학년에 따른 체육활동 참가 정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학년에 있
어서는 1,2학년이 3학년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이는 전반적으로 남학생
이 여학생 보다 체육활동 참가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1,2
학년이 3학년 보다 체육활동 참가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김은경(2004)은 중학생의 체육활동 참여와 학교생활 만족도의 관계 연

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체육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최정희(2006)는 중학생의 자율 체육활동 참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체육활동 참가에 더
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위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되는 것으로,남학생과는 달

리 여학생들은 체육활동에 대한 흥미나 관심이 적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
발적으로 체육활동에 참가하는 경향이 낮기 때문으로 사료된다.또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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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활동 자체가 힘,기술이 강조되며 남성위주로 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
여학생들은 체육활동이 어렵고 힘들다는 인식이 청소년기에 심화되는 것
도 참가율이 낮은 이유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은 학교생활에서 교복(치마)착용으로 인해 체육

활동을 하는데 참가 제약요인이 되며,2차 성징의 신체변화로 인한 신체
활동 부담감의 증가도 체육활동 참가에 제약요인이 된다고 사료된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비교적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활동적인 체육

을 좋아하고 정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여학생이 신체적으로 지속적인 움
직임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또한 1,2학년은 진학이라는 부
담을 가지고 있는 3학년에 비해 체육활동 참가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3학년들이 진학 문제로 쌓인 스트레스를 해결하도록 체육활동을 적
극 권장하고 여학생의 체육활동 참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체육활동 운
동 기능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
능과 게임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육
활동이 힘들다는 편견을 버릴 수 있도록 사회적 뒷받침이 있어야할 것으
로 여겨진다.

222...개개개인인인적적적 특특특성성성과과과 학학학교교교생생생활활활 적적적응응응의의의 관관관계계계

중학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학년에 있어서
는 1학년이 2,3학년 보다 더 높게 나타나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전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학교생활 적응
에서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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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순(2002)은 중․고등학생의 체육 참여와 학교생활 만족도 연구 결
과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 적응에서 높게 나타나 부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이연주(1994)는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따른 체육 참여 유형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적응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또한 이미라(2000)는 남․여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
로 한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 체계에 관한
연구결과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학교생활 적응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임현철(2002)은 중학생의 체육특기적성 교육활동 참가와 학교생활 적응
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 1학년이 2학년 보다 학교생활 적응에 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이는
남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반면 여학생들은 움직이
기 싫어하며 정적인 활동을 선호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또한 1학년이
2,3학년 보다 학교생활 적응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진학과 입시에 부
담을 가지고 있는 2,3학년 보다는 자유스럽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1학년
이 2,3학년 보다 학교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남학
생 보다 상대적으로 움직이기 싫어하는 여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시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며,1학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
학과 학업성적에 시달리는 2,3학년들에게도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나 가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
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333...체체체육육육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학학학교교교생생생활활활 적적적응응응의의의 관관관계계계



-40-

중학생의 체육활동 참가 정도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체육활동 참가 정도가 높은 학생이 학교생활 적응에도 높게 나타났
다.또한 박정현(1999)은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의 체육
활동 참가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연구에서 체육활동 참가집단이 비참
가집단보다 학교생활 적응이 높은 결과를 제시하여 본 논문의 연구 결과
를 지지하여 주고 있으며,오순근(1994),이상철(1999)의 연구 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길(2002)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체육활동에 참

가 경험이 있는 학생이 참가 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학교생활 적응에 유
리하게 적용되어 진다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최대식
(2001),김유리(2004),안영복(1984)은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가가 비참가집
단보다 참가집단이 학교생활 적응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도 본 연구 결과
를 지지하여 주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체육활동은 자신의 존재의 불안정성을 인정

해주며,평소 충족되지 못한 신체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하고 협동심
과 단결심을 체육활동을 통해 배움으로써 청소년의 이상적인 발달을 추
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학교생활에서도 높은 적응을 보
이는 것으로 사료된다.이에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가가 학교생활 적응에
높은 연관성이 있으므로 재미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자발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을 전인교육이 아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내몰고 있는
교육정책의 변화와 학부모들의 인식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며,체육활동의
중요성을 극대화하여 청소년들을 체육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신체적,정
신적,사회적으로 조화로운 전인적인 성장에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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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중학생들의 체육활동 참가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를 실
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본 연구의 대상은 U광역시에 소
재하는 중학교 1,2,3학년 남녀 학생 579명을 표본 추출을 하였다.자료
의 검증을 위하여 SPSSVersion12.0Program을 사용하였고,변인별 평
균차 검증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일원변량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다.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성별에 있어서 체육활동 참가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학년에 있어서는 2학년이 1,3학년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성별에 있어서 학교생활 적응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학년에 있어서는 1학년이 2,3학년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체육활동 참가 정도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 보다 학교생활 적
응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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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제제제 언언언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는 학문적,실용적 측면에서 많은 효용
성이 기대된다.그러나 본 연구는 수행 과정상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과 앞으로의 연구 과제에 대한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U광역시 소재의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

였기 때문에 보다 여러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본 연구에서 사용된 체육활동 참가와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영역

이 포괄적으로 구성되었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적용 가능성을 신중히 검
토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이상과 같은 후속 연구과제의 수행을 통하여 구축된 이론이나

관련 정보는 학교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연구 대상
및 학생 유형을 다양화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그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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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bbbssstttrrraaacccttt

Theinfluenceofphysicalactivityparticipationonmiddle
schoolstudents'adaptationtotheschoolenvironments

LLLeeeeee,,,SSSooooooHHHooo

MMMaaajjjooorrriiinnnPPPhhhyyysssiiicccaaalllEEEddduuucccaaatttiiiooonnn
GGGrrraaaddduuuaaattteeeSSSccchhhoooooolllooofffEEEddduuucccaaatttiiiooonnn
KKKooorrreeeaaaMMMaaarrriiitttiiimmmeeeUUUnnniiivvveeerrrsssiiitttyyy

Thisresearchisaimedatexaminingcloselytheinfluenceofmiddle
schoolstudents'physicalactivityparticipationontheschoollife.
Inotherwords,thisresearchwillprovideteacherswithpreliminary

datatoleadthestudentstohaveasoundinterpersonalrelationship,
adesirableattitudetowardschoolrulesandorder,sothatteachers
canproperlyteachthestudentstoadapttotheschoollifebygetting
studentsinvolvedinphysicalactivities.

Alsothisresearchisaimedatprovingobjectivelytherelation
betweenthemiddleschoolstudents'physicalactivityparticipation
andtheadaptationtotheschoolenvironments.
Theobjectofthisresearchis579students,thefirst,thesecond,andthe
thirdyearboysandgirls,ofoneschoollocatedinU metropolitan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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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SVersion12.0Program wasusedtoverifythevalidityand
reliabilityoftheresearch,andt-testandOne-WayANOVAwere
carriedouttoexaminetheaveragegapaccordingtothefactor
variables.Theresultsfrom themethodsmentionedsofarwereas
follows.

First,thephysicalactivityparticipationfiguresofboysandthesecond
yearstudentswerehigerthangirls'andtheotheryearstudents.

Second,middleschoolboysandthefirstyearstudentswereshown
to have a tendency to adapt more properly to the school
environmentsthangirlsandtheotheryearstudents.

Third, the students with the high degree of physical activity
participationwereshowntohaveatendencytoadaptmoreproperly
totheschoolenvironmentsthanthestudentswiththelow degreeof
physicalactivity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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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부 록록록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가와 학교생활 적응에 관하여 조사
하기위해 작성되었습니다.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되며,연구 목적 이외의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
리오니 느끼시는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묻는 질문에는 정답이 없
으니,개인적인 생각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하여 주십시오.감사합니다.

한한한국국국해해해양양양대대대학학학교교교 교교교육육육대대대학학학원원원 체체체육육육교교교육육육전전전공공공
석석석사사사과과과정정정 이이이 수수수 호호호
☎☎☎ 000111777---555777222---222555999888

〈다음 설문문항은 학교 체육수업을 제외한 자율체육활동을 의미 합니다〉
문 1.성별 :① 남자 ②②② 여자
문 2.학년 :( )학년
문 3.현재 학교 체육시간 외에 체육활동에 얼마나 자주 참가합니까?

① 매일 ② 일주일에 4~5일 ③ 일주일에 2~3일
④ 일주일에 하루 정도 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문 4.현재 참가하고 있는 체육활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 왔습니까?
① 1~3개월 미만 ② 3~6개월 미만 ③ 6월~1년 미만
④ 1~2년 미만 ⑤ 2년 이상

문 5.학교 체육시간 외에 체육활동에 1회 지속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① 30분 미만 ② 30분~1시간 미만 ③ 1~2시간 미만
④ 2시간 이상 ⑤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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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문항을 잘 읽고 자신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하나를
골라 ○표 하세요.

번
호 내내내 용용용 매우

그렇다.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나는 선생님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2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한다. ⑤ ④ ③ ② ①

3
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
표한다.

⑤ ④ ③ ② ①

4 나는 학교에서 조용하게 생활한다. ⑤ ④ ③ ② ①

5
내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편
이다.

⑤ ④ ③ ② ①

6 학교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7 나는 학교생활 중에서 수업시간이 가장 즐겁다. ⑤ ④ ③ ② ①

8 나는 복도나 층계를 다닐 때 좌측통행을 한다. ⑤ ④ ③ ② ①

9
나는 선생님을 길에서 뵈면 반가 와서 달려가
인사를 한다.

⑤ ④ ③ ② ①

10
나는 친구 집에 놀러가기도 하고 친구들을 나
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⑤ ④ ③ ② ①

11
나는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12나는 주변활동(청소,봉사)을 열심히 한다. ⑤ ④ ③ ② ①

13나는 선생님에게 귀여움을 받는 편이다. ⑤ ④ ③ ② ①

14나는 학업문제를 친구들과 의논할 때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15나는 숙제가 너무 많고 벅차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16나는 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히 사용한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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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내내내 용용용 매우

그렇다.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7
우리 학교에는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한분 이
상 있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18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친구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19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 한다. ⑤ ④ ③ ② ①

20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⑤ ④ ③ ② ①

21우리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명령적이고 딱딱하다. ⑤ ④ ③ ② ①

22나는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23나는 수업내용에 흥미가 많다. ⑤ ④ ③ ② ①

24
나는 화장실이나 수도를 사용할 때 질서를 잘
지킨다.

⑤ ④ ③ ② ①

25
선생님은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
으신다.

⑤ ④ ③ ② ①

26나는 다른 학교로 전학 갔으면 좋겠다. ⑤ ④ ③ ② ①

27나는 수업시간 중 딴 생각을 많이 한다. ⑤ ④ ③ ② ①

28우리학교는 질서와 규율을 너무 강조한다. ⑤ ④ ③ ② ①

29
우리학교에는 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선생
님이 한 분 이상 계신다.

⑤ ④ ③ ② ①

30우리학교에는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31나는 수업 중 질문을 받을까봐 두렵다. ⑤ ④ ③ ② ①

32나는 등교시간을 잘 지킨다. ⑤ ④ ③ ② ①

---감감감 사사사 합합합 니니니 다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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