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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causal relationship developmental activity 
of the marine sports among the educational value and barrier's factors in a middle school 
teachers in Busan.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352 questionnaires which participated in 
the survey chosen by convenient sampling from the middle school teachers who working 
the area of Busan. A total of 338 responses were used in data analysis; 14 questionnaires 
were excluded form data analysis because of incomplete or missing data. To conduct this 
stud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by SPSS 10.0. The result of this study 
disclosed; first, The factors of educational value such as self-concept development, 
collaboration, human relationship, and emotional development were statistically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developmental activity of the marine sports. The other factors of 
creativity, leisure activity, and health were not statistically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development activity of the marine sports. Second, the barrier's factors of facility and 
weather were statistically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developmental activity of the marine 
sports. The other barrier's factors of safety accident, program, and participation expense 
were not  statistically causal relationship with the developmental activity of the marine 
s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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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가사회에 있어 미래의 일꾼을 육성할 청소년 

교육이 주요 관심사다. 교육부는 7차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21세기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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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이라는 표

명아래 전통적인 교과 위주의 학습만으로는 부족

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교육전문가들의 

중론이다(류연수, 2002). 교육은 지적, 정의적, 신

체적으로 조화롭고 균형을 이룬 전인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윤정일, 허 형, 이

성호, 이용남, 박철홍, 박인우, 2006). 이에 7차 교

육과정에서는 학급활동, 클럽활동, 학교활동의 3

대 영역으로 구분하던 특별활동을 자치 활동, 적

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활동, 행사 활동의 5대 

영역으로 확대 개편하였다(임경희, 고병오, 2001) 

5대 영역 중 계발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

부분의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적인 편성으로 과오를 범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임경희, 고병오, 

2001). 그 이유로는 학기 초에 계발활동에 관한 

상황을 종료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각 학교 실정상 

각 부서별로 인원 수 채우기 급하기 때문이다.

교육부(2001)의 계발활동의 개념을 보면 ‘흥미, 

취미, 소질, 적성이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집단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능력과 창의

성을 계발, 신장시켜 나가는 자율적인 활동’이라

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종래에 계발 활동을 클

럽활동이라 지칭하였다. 클럽이란 개념에는 학년

이나 학급에 구애됨이 없이 공통의 흥미와 관심

을 가진 학생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으로 클럽 구

성원들의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

신의 흥미와 관심사를 추구하는 활동을 클럽 활

동이라 하였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으로 개편되

면서 집단 활동 중심의 개념을 가진 활동을 내용 

중심의 교육활동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계발활동

이란 용어를 도입하게 되었다(임경희, 양권우, 고

병우, 2002).

특별활동 교육과정 운영 지침서에는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교육부, 

1997). 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된 활동

을 통하여 획일성을 지양하고 ‘전인적 성장의 기

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제7차 교

육과정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계의 의지

가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교육부, 

1997). 그러나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계발활동

은 지역의 차별성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윤이중, 박철수(2001)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

라는 3면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해양 

국가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교

육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해양에 대한 

친화감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스포츠 교육이 적극

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해양스포츠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갖

는 의의로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폐쇄적인 여가활

동(PC 방, 비디오방, 노래방 등)으로부터 자연인 

바다에서 할 수 있는 해양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호연지기를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 스포츠 

교육이 학교체육 현장에서 소외된 장애요인이 있

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육상에서 행하

는 스포츠보다 비교될 때 위험요소가 많다고 지

적하고 있고,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려면 시설과 

장비들이 필요하고,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뒷받

침되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 때문에 교육

관계자들이 해양스포츠 교육의 실천에 대한 부담

감과 관심의 의욕 저하로 보고 있다(윤이중, 박철

수, 2001).

국내 최대의 해양도시 부산은 우수한 자연환경

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해양스포츠를 통하여 모

험심 배양과 심신연마의 장을 펼칠 수 있는 친환

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부산 중등학교 계발활동으

로 해양스포츠가 채택이 되어 청소년들의 여가선

용 활동의 장과 참된 교육의 장이 되고 있지 않

은 실정이다. 

특기․적성교육으로서의 계발활동 선행연구는 

김옥소(1997), 김기수(2000), 서수옥(2001) 등이 있

는데 이들 연구는 해양스포츠 계발활동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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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기에 해양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과잉보호 

속에 있는 청소년들이 협동심과 성취감을 체험하

고 동료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뢰, 성실, 친근

감 등 인격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계발활동이라는 

점에서 중등학교 계발활동의 영역에 관한 전략 

수립에 기초자료가 되리라 판단되어 이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스포츠 활동의 교육적 

가치와 장애요인이 중등학교 계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1) 교사들의 해양스포츠  교육적 가치요인이 

계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교사들은 해양스포츠 장애요인이 계발활동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상

이 연구의 대상은 부산에 위치한 중학교 교사

를 모집단을 선정하였다.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

본 추출법(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중

의 한 방법인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학교는 해운대 

교육청 산하 중학교 중 10개 학교를 편의로 선정

하였으며, 각 학교를 방문하여 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서 각 학교 당 40부의 설문

지, 총400부를 배포하여 작성케 한 후 현장에서 

352부를 회수하였다. 수거한 설문지는 스크린을 

통하여 불성실 한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338명의 

설문지를 이 연구의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인구 통계학 대상을 살펴보면 총 

338명중 남자 127명(37.6%), 여자 211명(62.4%)으

로 나타났고, 연령은 20세에서 60세 이상 사이에 

분포되었으며, 교직경력은 5년 이하에서부터 21

년 이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표 1>은 인구통

계학 대상을 나타낸 것이다.

구 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27 37.6

여 211 62.4

연령

20-29 12 3.6

30-39 93 27.5

40-49 165 48.8

50-59 65 19.2

60-69 3 .9

교직

경력

5년 이하 14 4.1

6-10년 46 13.6

11-15년 56 16.6

16-20 119 35.2

21년 이상 103 30.5

계(%) 338 100.0

<표 1> 인구 통계학 상

2.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관한 부

산지역 중학교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모든 문항들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관한 유사한 선행연구가 

없었던 관계로 부산에 위치한 P 대학교 해양스포

츠학과 교수 및 부산시교육청 계발활동 담당자로

부터 자문을 얻어 연구자가 자체 개발하였다.

자체 개발한 문항은 사전조사를 통하여 교육적 

가치와 참여 장애요인에 대하여 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이 연구에서 구성한 설

문지의 구성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구성 구성 내용 문항수

교육  
가치

성계발, 창의성, 동심, 인간
계, 여가선용, 

심신의 건강, 정서 발달
7

참여 
장애요인

안 사고, 참가비용, 시설, 로
그램, 계   날씨

5

<표 2> 설문지의 구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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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구성은 선행연구의 

전무로 인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설문지이기 때문

에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

도 검사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 

목적에 적합하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판별하기 위

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타당도 검사는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와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로 실시하였다. 내

용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해양스포츠 분야 전

문 교수 2명과 박사과정학생 2명이 이 연구의 적

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내용 타당도를 보았으며, 

내용 타당도를 거친 설문지를 사전조사를 통해 

개념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00명의 사전조사 중 유효표본으로 94부가 이

용되었다. 먼저 표본의 적합도를 알아보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지수를 보았다. KMO 

= .796으로 표본을 충족시켰고, 변인간의 상관 행

렬을 측정하기 위해 Bartlett's test를 본 결과 p 

= .00으로서 단위행렬이 아니라고 측정되었다. 탐

색적 요인분석 시 지교회전 방식 중 베리맥스

(varimax) 방식을 사용했고, 고유치(eigenvalue) 

값이 1이상인 요인들로만 채택되었다. 신뢰도 검

사를 위해 Cronvach's ɑ Coefficient 값을 보았다.

  1 2 3 4 5 6 7

교육
1

-

교육
2

.142** -

교육
3

.176** .114* -

교육
4

.050 .040 .142** -

교육
5

.141** .097 .125* .143** -

교육
6

.165** .085 .083 .068 .098 -

교육
7

.188** .099 .114* .094 .140* .127* -

<표 3> 교육  가치 요인 상 계

1 2 3 4 5

장애

요인1
-

장애

요인2
.065  -

장애

요인3
-.017 .061 -

장애

요인4
.058 .027 .078 -

장애

요인5
.058 .114* .035 .035 -

<표 4> 장애 요인 상 계

또한 다중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문제를 검증 

실시 전에 각 변인간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단순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변인 간 상관계수

가 각 변인들 간 .80보다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

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조사를 통행 이 연구에 사용될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여 유효한 설문지로 사

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자료 처리

이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338부의 설문

지를 이용하여 각 특성에 맞게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운영체제는 

빈도분석을 이용하였고, 신뢰도 분석 방법에서는 

Cronbach's α를 이용하였으며, 구성 개념에 대

한 것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보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PSS ver 10.0

을 이용한 다중회기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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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 1 요인 2

교육  가치 1 .832

교육  가치 2 .694

교육  가치 3 .821

교육  가치 4 .830

교육  가치 5 .720

교육  가치 6 .808

교육  가치 7 .732

장애요인 1 .686

장애요인 2 .577

장애요인 3 .710

장애요인 4 .681

장애요인 5 .566

고유치

분산(%)

(%)

신뢰도

4.308

35.897

35.897

.887

2.136

17.799

53.69

.645

<표 5> 교육  가치와 참여 장애요인에 한 

요인분석결과

Ⅲ. 결과  논의

1. 결과

이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가 중학교 계발활동

으로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와 해양스포츠가 중

학교 계발활동으로 장애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다중 회귀

식의 가정에 충족한 조건을 갖춘 것인지 확인하

기 위해 분산의 동질성, 다중공선성,  잔차의 독

립성 등을 검증한 결과 이 연구에 사용된 회귀식

이 적절한 조건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적 가치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표6> 장애요인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

에 미치는 영향은 <표7>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구성하

고 있는 7가지 하위요인인 적성계발, 창의성 발

달, 협동심 발달,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여가 선

용, 심신의 건강, 정서 발달에 대하여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계발활동

성계발

창의성

동심

인간 계

여가선용

심신건강

정서발달

.75

.33

.69

.83

.33

.46

.11

.03

.03

.03

.03

.03

.04

.03

.110

.056

.123

.131

.047

.064

.165

1.98
*

1.03

2.24*

2.41*

.86

1.18

3.01*

R2 = .27 F =3.817 * 

<표 6> 교육  가치 요인이 해양스포츠 계발

활동에 미치는 향

이 회귀모형의 총 설명력(R2)은 27%로 나타났

으며,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으

로 판명되었다(F = 3.817, p<.05). 총 7가지 교육

적 가치의 요인 중 4가지 요인(적성계발, 협동심, 

인간관계, 그리고 정서발달)에만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요인(창의성, 여가선

용, 그리고 심신건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적 가치 요인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면 적성계발(β = .110 ; t = 

1.98, p < .05) 이고 협동심(β = .123 ; t = 2.24, 

p < .05)으로 나타났고,  인간관계(β = .131 ; t 

= 2.41, p < .05)으로 나타났으며, 정서발달 (β = 

.165 ; t = 3.01, p < .05)으로 나타났다.

나.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참여 장애요인

이 회귀모형의 총 설명력(R2)은 28%로 나타났

으며, 이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모형으로 

판명되었다(F = 5.85, p<.05). 총 5가지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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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2가지 요인(시설부족, 계절 및 기후)에만 통계

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3요인(안

전사고, 참가비용,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난 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애요인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시설부족(β = .167 ; t = 3.16, 

p < .05) 이고 계절 및 기후(β = .202 ; t = 3.80, 

p < .05)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 β t

계발활동

안 사고

참가비용

시설부족

로그램

계 ․기후

.14

.31

-.99

-.55

-.12

.03

.03

.03

.03

.03

.023

.055

-.167

-.085

-.202

.44

1.03

3.16*

1.61

3.80*

R2 = .28 F = 5.85 * 

<표7> 장애요인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미

치는 향

2. 논의

이 연구는 부산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 선생님

들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중학교 계발활동으로 

해양스포츠가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가 있는지

를 파악하고, 또한 해양스포츠가 계발활동으로서 

장애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를 중

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해양스포츠의 교육적 가치가 중학교 계

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적성계발, 

협동심, 인간관계, 그리고 정서발달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요인(창의

성, 여가선용, 그리고 심신건강)에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나 이 세 가지 요인들도 모두 통계적으로는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긍정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계발요인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이 학생들에의 적성 계발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적성 계발은 학

교 교육에 있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적성

은 ‘지능, 학습능력, 그리고 창의력과 같이 한 개

인의 인지적 영역에 속하는 능력을 의미함과 동

시에 내재되어있는 관심과 흥미정도, 그리고 장

차 직업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능력으로 그 구성

요소가 지능과 매우 유사하다(한국진로교육학회, 

2000).라고 지적하고 있다.

창의성 요인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박순옥(2000)에 의

하면 창의성은 ‘문제 상황이나 난점, 결핍요소, 

부조화, 불완전한 것, 등을 민감하게 지각하는 과

정이며 그 결정들에 대해 추측이나 가정을 설명

하여 검증한 후 그 결과를 유추하는 데까지의 심

리적 과정 모두가 창의적 사고’라고 지적하고 있

다. 그러나 창의성의 경우 소수의 영재나 국한된 

예술가 등 후천적인 교육이 아니라 선천적인 능

력으로 여기는 경향으로 사료된다(임갑빈, 박영

란, 2007).

협동심 요인과 인관관계 요인이 해양스포츠 계

발활동에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스포츠 전문 서적을 바

탕으로 살펴보면 같은 맥락을 지지한다. 특히 지

삼업(2006a)에 의하면 해양스포츠는 청소년기에 

희생과 봉사정신을 길러주어 현대사회의 특징인 

개인화되는 속성들을 치유할 수 있는 협동심을 

길러주는 아주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하

고 있다. 또한 해양스포츠 활동을 통해 사회성의 

함양과 동시에 자신이 사회 속에서 위치를 깨닫

고,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도움을 준다

고 한다.

여가선용과 심신건강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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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러나 긍정적인 관계의 

수치로 지적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영향이 없지만 

여가 선용과 심신건강 요인들이 해양스포츠 계발

활동에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된다고 사료된다. 

박미석(2004)은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에서 나타

나고 있는 심리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심

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아의 정체성을 일으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 특성중 하나가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신조어가 생긴 운동 부족증(hypokinetic diseases)

의 원인이 되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비만도 질병이다라고 하여 

보험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스포츠를 

통하여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도 도움을 주어 삶

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질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고 한다(지삼업, 2006b).

정서발달요인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잡하

고 다양한 현대사회와 우리나라 교육의 제도로 

인한 정신적인 노고와 육체 피로 등으로 탈피하

여 정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서는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

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신경 호르몬계의 

개입을 받아 나타나며, 각성이나 불쾌감의 느낌 

같은 정의적 경험을 일으킬 수 있고, 정서와 관

련된 지각, 평가 및 분류와 같은 인지과정을 유

발할 수 있고, 자극적인 조건에 대해 광범위한 

생리적 조절을 할 수 있으며, 표현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적응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

(Kleinginna & Kleingninna, 1981).

둘째, 장애요인들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계절 및 기후 요인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장애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양스포츠 

활동이 우리나라는 사계절로 인한 기후 제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중등학교가 2학기제로 운영되어 해양스

포츠의 활동의 최적기는 여름이지만, 학교 운영

상 여름에는 방학을 맞이하여 해양스포츠가 계발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있다.

시설 요인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통계적으

로 장애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부족

에 대해서는 계발활동의 참여 장애요인 중 시설

부족(61.1%)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정규

윤(2002)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프로그

램 부족에 대해서는 체육계발활동의 참여 장애요

인으로 프로그램 부족(74.0%)을 꼽은 윤재현

(2003)의 결과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윤

이중, 박철수(2001)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해

양스포츠 시설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학교 체

육 혹은 계발활동의 시설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해양스포츠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

치단체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이 시급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을 학교현장에 보급하여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장애요인으로 인

식하고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개선 및 대처방안

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개선 및 대처

방안이란 실행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우선적

으로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시범학교를 지정하

여 직접 운영해 보도록 함으로써 해양스포츠 계

발활동의 제반 사항들에 대하여 질적 연구를 수

행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라 사료된다.

Ⅴ. 결론  제언

1. 결 론

이 연구는 중등학교 교사들이 계발활동 중 해

양스포츠 활동의 교육적 가치요인과 장애요인이 

해양스포츠 계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부산지역 해운대 교육

청 산하 중학교 중 10개 학교를 편의로 선정하여 

338부의 설문지를 토대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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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고 있는 7가지 하위요인 중 적성계발, 협

동심, 인간관계, 정서발달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

요인(창의성, 여가선용, 그리고 심신건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요인이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미치

는 요인은 시설부족, 계절 및 기후 요인이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하면, 중등학교 계발활동

으로 해양스포츠가 교육적 가치로서 인정된다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해양스포츠 계발활동에 있어 

장애되는 요인들이 밝혀진 만큼 향후 이 부분만 

보안하여 교육적 의미로서 해양스포츠가 활성화 

된다면 보다 나은 계발활동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사료된다.

2. 제언

이 연구의 시사 과 한계   향후 연구과제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부산지역의 전체 교사들을 대

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라 해운대의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한 것으로 

표본의 대표성을 갖추어 일반화 하는 데에는 다

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 추후 연구에서는 부산 전

역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연구 진

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양스포츠가 교육적 의미로서의 연구가 

미흡한 수준이라 앞으로 보다 많은 요인들을 선

별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스포츠가 계발활동으로서 청소년들

에게 지대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진정한 교육적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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