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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교양 스스포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스트 스를 어떻게 해소하여 학업성 에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알아보는데 있었다. 연구 상은 K지역에 치한 교양 스스포츠 수업에 참여한 학

생 8명이며, 자료 수집은 2012년 4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심층면 과 참여 찰 등을 통해 이루어졌고, 

면  시간은 1-2시간 정도 실시하 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수강 동기는 재미, 즐거움, 매체

의 력, 주변사람들의 권유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스포츠의 매력은 트 와 함께 춤을 추고 움직임

이 많아서 좋다고 하 다. 셋째, 학생들의 스트 스 주요인은 취업, 원거리 통학, 등록  걱정 등으로, 

학업성 변화에 향을 미친 요인은 자신감 향상, 생활습 의 변화, 체력향상, 스트 스 감소 등으로 나타

났다. 추후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을 상으로 확 하고, 남녀 학

생들의 고민과 심 역이 다른 을 감안하여 따로 분리해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중심어 :∣교양댄스스포츠∣스트레스∣학업성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iscuss how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 liberal 

dancesports class were to relieve stress and academic performance was affected. The 

participants was conducted on eight college students who took part in a liberal dancesports 

class. The data was collected via in-depth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from 19th April 

to 20th August 2012. The interviews was flexible, lasting between one and two hou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ents were motivated to take the classes because they were 

fun and joy, inspiration from the mass media, and the encouragement of fellow participants. 

Second, the students enjoyed dancing together in a spirited and energetic manner. Third, the 

students stated that major causes of stress were over gaining suitable employment, long 

distance commuting and tuition fees ets. While this study has provided positive conclusions, it 

is suggested that any future research in this field should target male and female students from 

a variety of geographical regions with a wide range of concerns and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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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불건 한 여가문화로 낙인 혔던 스스포츠가 최

근에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건 한 여가활동으로 자

리 잡아가고 있다. 2010년 12월 기  스스포츠 생활

체육동호인 클럽  회원 수는 각각 580개와 40,036명

으로 매년 꾸 히 증가하고 있으며, 한체육회에 등록

된 선수도 1,032명에 이르고 있다. 한 국 3개 학

에 스스포츠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부분의 학

에서 공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11]. 

무용  체육 공자와 일부 마니아층의 유물로 여

겨지던 스스포츠가 학의 교양체육수업으로 자리매

김하는 데는 사회분 기와 사람들의 인식변화에 기인

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교양 스스포츠 참여가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지식과 더불어 올바른 인간

형성과 건 한 정신  신체를 단련하는데 합한 과목

이라는 인식에 근거한다. 

Siedentop[36]은 학에서 개설하는 신체 지향  교

양수업은 학업에 쫓기는 학생들에게 신체를 단련시

키고 사회성을 함양하며 도덕  정신  훈련을 함양하

는데 매우 요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하 다. 

이처럼 학에서 교양 스스포츠 수업의 가치와 

요성이 입증되면서 인기 강좌로 부상하고 있으며, 지

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스스포츠 련 선행

연구들이[4-8][16][22][28][29] 스스포츠가 왜 학에

서 학교양체육수업으로 확 되었는지에 한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 외에 스스포츠 자체에 한 이해를 높이기 해 

스스포츠 련 연구동향 분석[31][32], 스스포츠의 

화 과정[27], 춤 문화에 한 한국사회의 편견을 다

루는 연구[24], 등도 스스포츠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

움을 제공하고 있다[15]. 

한편, 문재우와 박재산[10]의 등학교 학생의 비만

스트 스, 사회성  학업성 간의 련성 연구에 따르

면 비만스트 스를 받는 학생이 비만스트 스를 받지 

않는 학생에 비해 사회성이 떨어지고 학업성 이 조

하다고 제시하 다. 아동기의 학업스트 스와 학업성

[9][13]에 한 연구와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통한 

스트 스 해소  비행의 계[12][14][17][21][23] 

[25][26][30]에 한 연구에서도 스트 스는 학업성 과 

비행에 지 않은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스트 스와 학업 응[20]과 련된 연구에서

도 스트 스가 높으면 학업 응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 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보면 부분의 학

생들은 스트 스가 쌓이면 건강한 방식으로 해소하기 

보다 선후배들과 술을 마신다거나, 늦잠자기, 컴퓨터 게

임하기, 친구들과 수다 떨기 등과 같이 회피 이며 소

극 인 방식을 통해 스트 스를 해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처럼 스트 스에 한 회피 략의 의존도가 높다

는 것은 그만큼 학생활의 응도가 낮고 결국 학교생

활에 불만족하여 학업성 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

될 가능성이 높다[20]. 다시 말해 스트 스가 많으면 사

회성이 떨어지고 학교생활에 한 응이 힘들다는 선

행연구 결과는 학생들도 건 한 방식으로 스트 스

를 해소하지 않고 방치하면 학업성 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학업성 으로부터 자

유로운 사람은 많지 않다. 학업성 은 상 학교진학, 취

업, 그리고 우리의 반 인 삶에 인 향을 미

친다. 특히, 학생 때 학 은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정

도로 막 한 향을 미친다. 학 이 개인의 삶에 미치

는 향이 지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

들은 학업성 향상을 해 늦은 밤까지 공부와 씨름하

며 생활하고 있다. 

그 다면 이러한 학업성 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물론 여러 복합 인 요인들이 

학업성취에 향을 미치리라 짐작되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으로 학업성취를 언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요인은 지능과[1][2],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어지

는 부정  스트 스를 어떻게 정  에 지로 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물론 지능은 학업성 을 언하

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일부 밖에 

설명해주지 못하고, 놀지 않고 공부만하는 사람은 바보

가 된다는 격언처럼 최근엔 어떻게 놀고 즐기느냐가 최

의 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노는 것 자체를 찬

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백 즉 건 한 휴식을 통해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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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해소해야 창의 인 생각과 더불어 생산성이 향

상된다는 수많은 경험  증거에 따른 결과이다. 

한편, 요즘 학생들은 세계 인 경기불황의 여 로 

일자리가 감소하여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

각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성취지양주의, 경쟁주의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진로문제, 이성  동성 

간의 인 계, 경제문제, 가족문제, 외모문제, 졸업 후 

어떤 직장에 취업할 것인지에 한 걱정은 스트 스를 

가 시키는 요인으로 지 되고 있다. 고교시  입시지

옥에서 탈피하면 보다 자유로운 생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 했던 학생들은 고교시 의 기 와는 달

리 오히려 학생활에서 더 많은 스트 스 상황에 노출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스트 스는 학교생활에 

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학업성 에 악 향을 미치며 결

국에는 학업을 도 포기하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많은 스트 스를 효과 으로 리

하기 해선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하기 힘든 학생들

에게 학교에서 개설하는 교양체육수업을 통해 자신의 

성과 신체  조건에 맞는 운동을 히 실행하여 일

상생활에서 성취감, 흥미, 즐거움을 느끼고 좋은 자세의 

유지  교정, 스트 스 해소를 할 수 있다면 상첨화

일 것이다. 특히 신체  움직임이 많은 교양 스스포츠

는 땀을 흐르게 하고 내장 운동을 증가시켜 체내 노폐

물의 배출을 돕는가 하면, 뇌에서 엔돌핀을 증가시키고 

스트 스를 완화시켜 다는 에서 심각한 스트 스 

상황에 노출되어 학업성 이 조한 학생들에게 권

장할 만한 운동이다. 그러나 지 까지 이루어진 부분

의 연구들은 과도기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집 되

어 왔고, 상 으로 학업과 진로문제, 가족과 경제문

제, 가치 과 종교문제 등의 다양한 스트 스를 받고 

있는 학생 상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의 경험을 과도하게 일반화하려

는 양 연구와 달리 특정집단의 “특정한 것”을 있는 그

로 이해하고 연구 상이 갖고 있는 속성을 면 하게 

악할 수 있는 질  연구[18]를 통해 교양 스스포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스트 스를 어떻게 해소하고 

학업성 이 향상되었는지를 생생한 증언을 통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K지역에 치한 H 학교에

서 교양 스스포츠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었다. 총 

180명의 수강인원  먼  극 인 호감과 주 이 뚜

렷한 학생 20명을 선별한 후 스스포츠에 한 호감도

와 수업 참여목 , 동기 등을 고려하여 최종 8명을 선정

하 다. 학생들의 성 향상 정도를 알아보기 해 연구

의 목 을 상세하게 설명한 후 직  학기 성 과 교양

스스포츠 수강이후 성 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알아보았다. 

이는 성  향상이 개인의 주  느낌이 아닌 개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본 논문의 신뢰도  타당도를 높

이기 함이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와의 계에서 

라포(rapport)와 공감의 요성을 형성하기 해 스

스포츠의 에티켓과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실수담, 재미

있던 경험들을 쉬는 시간과 공강 시간을 이용해 많은 

화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에게 연

구의 목 을 밝히고 사  동의를 구하 으며 참여동의

서를 받은 후 연구를 실시하 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연구참여자 학년 성별 공
권병준 4 남 사회복지
박연찬 4 남 국제통상
김수민 4 여 영문학
오종식 3 남 보건관리
서유리 3 여 음악
최유경 3 여 아동보육
김동관 2 남 신학
송호영 2 남 경영학

2.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방법과 참여 찰방

법을, 면담방식은 반구조화  비구조화된 면담을 혼합

으로 사용하 다. 연구참여자에게 체험기술서를 추

가 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 으며, 추가 자료가 필요

할 경우 e-mail과 화로 수집하 다. 

개별면담은 2012년 4월부터 6월까지 연구참여자가 

편한 시간에 3회에 걸쳐 실시하 고, 단체면담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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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다. 면담의 신뢰성  타당성을 높이기 해 

면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녹음 후 문자로 표기

하 고, 면담기술 향상을 해 사 에 충분한 연습을 

실시하 으며 숙련된 연구자와 동료의 비평도 참고하

다. 한 간헐 으로 휴 폰 동 상 녹화와 비디오 

 동 상 자료를 연구참여자와 함께 시청하면서 보다 

심도 있고 생생한 체험의 재 을 도와주려고 노력하

다.  

3. 자료분석
질  연구의 자료분석은 면담자료와 참여 찰 자료 

등의 체계 인 정리나 배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Bogdan & Biklen[34]의 방법을 사용하여 원

자료를 근거로 조직화, 체계화, 범주화시키는 작업을 실

시하 다.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 다. 

인터뷰 내용은 사방법을 통해 작성하 고, 다른 종류

의 문서는 문서별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제별 코딩 작업

을 실시하 다. 범주화를 통해 주제를 설정하고 의미 

있는 해석으로 결과를 도출하 다. 

4. 자료의 진실성
질  연구는 신뢰성과 타당성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가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수

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주 성을 최소화하

고 질  연구의 내 타당도  진실성을 높이기 해 

Denzin과 Lincoln[35]의 삼각검증법  다각도 분석법

을 사용하 다. 연구결과는 동료연구자와 문가를 통

해 구성원간의 검토와 동료 검토를 사용하여 도출되었다. 

5. 연구의 윤리성
연구에 한 동의를 구하기 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정확한 본질과 목 을 설명하 으며,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로 인한 불이익

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 하 으며 개인의 비

보장  익명성을 보호하기 해 가명을 사용하 다.  

Ⅲ. 결과 및 논의

1. 수업 수강 동기
1.1 재미와 즐거움
스스포츠는 일반주지과목과 달리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행해지는 도  활

동이다. 이런 신체  움직임을 수반하는 스스포츠는 

강인함의 상징인 스포츠요소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아함과 술  감각이 포함된 춤의 성격을 띠고 있어 

강인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체험하여 재미와 즐거움이 

배가된다. 교양 스스포츠 수업을 신청한 일부 학생들

은 처음에는 막연한 기 감으로 신청하지만 부분의 

학생들은 빠른 라틴 음악을 통해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

기 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이니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만 공부하면 

무 삭막하고 매마를 수 있잖아요. 이런 교양과목을 통해 공

과 다른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제 학교생활에 조 의 여유

를 가지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학  따기가 그리 쉬울 것 같지 않은데 재는 재미있으니까 

즐겁게 참여하는 것 같아요(박연찬).

교양과목이라고 해서 그냥 멍청하게 앉아 있고 싶지 않았어

요. 그리고 단순히 책만 보는 이론수업은 많잖아요. 가만히 앉

아있는 수업보다는 활동 으로 움직이는 수업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 스스포츠가) 무엇인지 궁 하기도 했고

요(서유리).

우리학교는 교양과목의 선택의 폭이 좀 좁은 것 같은데 그

래도 배우고 싶었던 과목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배울 수 있어

서 좋은 것 같아요. 지  배우고 있는 라틴 스가 신난다는 것

도 알았는데 마땅히 배울 곳을 못 찾았거든요.  배우려면 비

용이 만만치 않고요. 근데 수업이 있으니까 해보고 싶었던 과

목을 선택해서 이런 것이 스스포츠구나 싶고요, 역시 해보

니까 신나요(최유경).

1.2 대중매체의 위력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날씬하고 쁜 연 인들이 스

스포츠를 멋지게 추는 모습이 여러 TV 로그램  매

체를 통해 방송되면서 춤에 한 인식이 상당히 개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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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과거 춤은 불량한 사람이나 바람난 사람들만 추

는 부정  인식이 강해 춤을 추는 것 자체를 상당히 기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멋지고 품  있게 춤을 

추는 연 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퇴폐 향락 이라는 인

식보다는 나도  사람들처럼 멋지고 우아하게 추고 싶

다는 욕망을 자극하면서 춤에 한 인식이 새롭게 조명

되고 있다. 특히 화려함과 자유분방함을 추구하며 연

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즘 학

생들에게 연 인들이 참여한 스스포츠 경연 회는 

자기표 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선망의 스포츠로 각

 받으면서 학교 교양체육수업에까지 인기가 확산

되고 있다.

에 무한도 이라는 로그램에서 스스포츠를 연습해

서 회까지 나가는 장면을 본 이 있었는데 정말 재미있었

어요. 학교 교양 수업에 이런 과목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신

청하게 되었고 정말 재미있어 보여서 망설임 없이 신청하게 

되었죠(오종식).

에는 춤이라는 장르에 해 정말 무지했어요, 근데 TV

에서 보니까 배워보고 싶은 설 임이 생기더라고요. 배워보면 

색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았죠. 역시 재미있었고 버스나 지하

철을 기다릴 때는 입으로 음악을 맞추면서 나도 모르게 스텝

을 밟아보곤 했죠(김수민).

1.3 주변사람들의 권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처럼 교양 스스포츠 수

업에 참가한 부분의 학생들은 작년 스스포츠 수업

을 수강했던 주변의 선배나 친구들한테 권유를 받았다

고 진술하고 있다. 

공수업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체 으로 좀 딱딱해

요. (교양수업은) 공처럼 빡빡하지 않고 공 지식 이외에 우

리가 살아가는데 있으면 더 좋은(?) 다양한 지식을 배울 수 있

어서 좋아요. 그리고 그냥 듣는 이론 수업이 아니라 몸을 움직

이니까 좀 색다른 느낌도 있구요. 처음엔 수강할지 말지 많이 

고민했는데 친구들이 재미있다고 권유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송호 ).

이와 같은 주변사람의 평가와 과거의 수업평가가 다

음 학기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향을 끼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수들은 때우기 식 

수업이 아닌 철 한 비와 내실 있는 강의 비로 학

생들의 강의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스스포츠 수업에 

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2. 댄스스포츠의 매력
스스포츠는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트 를 배려

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을 표 하는 분야

이다. 특히, 스스포츠는 동심, 책임감, 포용력, 그리

고 자제력을 기르는데 효과 이며, 단순히 책상에 앉아 

외우고 이해하는 교과와 달리 몸의 움직임을 많이 수반

하여 주지과목과는 다른 특성과 매력을 갖고 있다. 

학생들은 스스포츠의 매력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2.1 파트너십
트 십이란 ‘둘 혹은 그 이상의 행 자가 짝이 되

어 함께 력하여 일을 하거나 춤을 추는 것’을 말한다. 

스스포츠는 트 와의 호흡이 매우 요한 스포츠

이다. 둘  한 사람이 호흡을 맞추지 못하면 스스포

츠 본래의 매력과 묘미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다. 부

분의 학생들은 낯설고 난해한 동작이 나오면 응하기 

쉽지 않다고 투덜 면서도 서로 트 십을 발휘하면

서 잘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처음엔 잘되지 않았던 동

작이 매끄럽게 연결되고 쑥스럽고 어색하고 서먹했던 

동료와 차 가까워지면서 스스포츠의  다른 묘미

를 느끼고 있었다.

( 스스포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 다른 과 

애들이랑 같이 하는 게 이상할 것 같기도 했는데  반 로 생

각하면 모르는 학우들을 알게 돼서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세상

을 살아가는데 많은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학교

생활하면서도 친목도모는 기본이고 좋은 학우들이 사회에 나

갔을 때 도움을 주리라 생각해요(권병 ).

소한 공간에서 수업 듣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트 가 

리더를 잘 해줘서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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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포츠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닌 반드시 트

와 함께 트  십을 발휘해야 하는 스포츠이다. 다

른 스포츠도 트  십을 강조하고 있지만 스스포츠

는 남녀가 한 을 이루어 진행하므로 어느 스포츠보다 

트  십이 요하다. 

2.2 움직임 교육
부분의 학생들은 이론 심 수업은 돌아서면 쉽게 

잊어버리고 재미를 붙이기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

다. 하지만 스스포츠는 몸을 움직여서 익히다 보니 

기억에 더 오래남고 자신이 조  더 활동 으로 변한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려운 동작이 나올 땐 방 잊어

버리기도 하지만 재미있고 흥미롭다고 진술하고 있다. 

 학교생활이 부 요. 기숙사에 살고 있고 모든 생활이 

학교 안에서의 삶이 다인데 학교에만 있다 보니 움직임이 거

의 없다고 볼 수 있죠. 학교 자체도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활동 인 생활을 하고 싶어 찾다보니 활동 인 수업을 선택하

게 되었어요. 그게 춤인 것 같아요(최유경). 

과연 어떤 춤을 배울까?’하는 기 반 우려반 심정이었죠.  

제가 과연 춤을 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좋

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엔( 스스포츠 수업을) 아

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로

서 좀 쑥스럽다고 생각했어요(송호 ). 

모르던 분야를 조 이라도 알 수 있고  몸으로 느

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고 있었

다. 수업을 통해 생기는 즐거움이 학교생활과 삶에 도

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었다. 해보기 에는  모르

는 부분이라며 움직임 교육의 정 인 면을 설명하고 있

었다. 

3. 스트레스 요인
입시에서 벗어난 부분의 학생들은 자유롭고 낭

만 인 캠퍼스를 경험하기도 에 수많은 스트 스 상

황에 노출되어 있다. 학생들의 스트 스 주된 원인은 

우리 사회의 경쟁 인 분 기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인 계와 경제, 가족, 졸업 후 진로 등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트 스를 정 수

으로 유지 리한다면 학교  일상생활에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다. 

3.1 스트레스의 주원인
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구도 스트 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스트 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볍

게는 투통이나 궤양 등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심할 경

우엔 우울증  행동장애를 경험하기도 하 다. 본 연

구의 학생들은 과 한 학업과 학교생활의 응, 경제

 어려움, 교우 계, 원거리 통학, 졸업 후 취업, 등록

 마련 등 여러 면에서 스트 스를 호소하고 있었다.

 음악 공인데 졸업 후엔 개인 슨을 하든 어디든 입사해

야 하는데, 우리 공은 일반기업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불확실하여 불안감이 매우 높아요.(서유리).  

많은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해 스트 스를 경

험하고 심한 경우 수업을 제 로 참여하지 않아 학교생

활에 응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집이 의정부라 사실 학교 다니기가 무 불편했어요. 

공(신학)이 좋아 우리 학교를 선택했지만 2학년이고 앞으로 

학교 올 날도 많은데 무 먼 거 요. 언젠가부터 지하철을 타

고 스쿨버스를 타는 것이 지겨워졌어요. 매일 같은 밖의 풍

경이 무기력하게 만든 것 같았죠. 근데 요즘은 쪼 ~달라지고 

있어요. 신나는 음악에 움직이는 수업이 있어서 그런지 

보단 학교 오는 길이 좀 가벼워졌어요(김동 )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데 학교도 멀고 친구도 그 고 동

아리 활동도 없고 학교가 별로 정이 들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휴학과 군 를 생각하고 있는데 먼 (경제 인 부분을 포함해

서)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아 생활이 불편해요. 동생도 

학에 갈 것이고 등록 으로 부모님 부담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런게 한테는 스트 스죠(송호 ).   

등록 에서 발생되는 경제 인 문제와 학교생활에서 

나타나는 학우들과의 계가 학생들의  다른 스트

스임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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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트레스 해소 및 개선향상 방법
학생들에게 스트 스 해소 방법에 해 물어보면 

가장 흔한 답은 음주와 흡연이라고 응답한다. 물론 

사람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스트 스 해소 방법도 

다를 수 있지만 사소한 스트 스도 방치 할 경우 우울

증뿐만 아니라 사고와 질병에도 노출될 수 있고 심한 

경우 자살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다변화하는 우리사

회에서 스트 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 진술하고 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울할 때도 많은데 살면서 밝게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본 이 있어요. 학교생

활도 생각만큼 되지 않을 때 우울함, 짜증 뭐 이런 것들이 생

기죠. 그런데 이런 움직임 활동들은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있어

서 좋을 것 같아요. 스스포츠를 마치고 바로 공수업이 있

는데 경 이라 다소 지루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열심히 하려

고 노력하고요, 제가 총학생회 일도 보고 있고 신경 써야 할 

곳이 많더라고요. 뭔가 해소하긴 딱 좋아요(송호 ).

그냥 호기심으로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TV에서 가끔 

본 이 있는데 재미있어 보 고요. 실제로 해보니까 처음엔 

시간가는  몰랐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수업시간이 기다려졌

어요. 수업이 끝나면 뭔가가 기분 좋고 상쾌하다는 느낌을 받

았어요. 스트 스가 풀린다고 할까?(김동 ). 

는 내성 인 성격 때문인지 스트 스를 많이 받는 편인데 

사실 어떻게 푸는 건지 잘 몰랐어요. 평소에 운동이라는 것은 

 하지 않았고 그냥 조용히 혼자 있었죠. 근데 평소에 사용

하지 않았던 몸을 사용하면서 뭔가 풀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 신기하고 새롭게 느껴졌죠. 공에서 받는 스트 스도 

이런 움직임을 통해 풀 수 있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최유

경).

움직임 교육을 통해 몇몇 학생들이 스트 스를 개선

하거나 해소하는 방법을 조 씩 깨우치고 있었다.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4. 학업성적변화
이 주 등[19]은 학교생활이 즐거우면 성 도 오를

까?라는 논문에서 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만족도가 높

으면 학업성취에 큰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다시 

말해 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생활이 즐겁고 만족스러

우면 친구 계도 원만하고 공부도 재미있어 결과 으

로 학업성 이 상승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학

생들도 교양 스스포츠 수업을 통해 학교생활에 해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스트 스가 해소되면 정말로 학

교 성 이 상승할 수 있을까라는 궁 증을 유발한다. 

학생들은 학업 성 을 향상시키는 요인을 다음과 같

이 진술하고 있다.

4.1 자신감 향상
낮선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자신감이 많이 향상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강 신청한 부분의 학

우들은 수업을 통해 형성된 자신감을 통해 생활의 변화

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었다. 항상 미루던 작은 습 도 

변화하게 되었고 학과 일을 맡으면서 지지부진 했던 성

격도 변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양수업이라 단순히 편할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수업이 힘들었어요. 보기는 그냥 쉬웠는데 막상 해보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고, 나만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 처음엔 

응하기 힘들었죠. 근데 계속하니까 조 씩 익숙해졌고요 좀 

더 구체 으로 말하면 결코 쉽지 않은 동작들을 하면서 자신

감이 생겼어요. 정말(권병 ). 

역시 춤은 보기와 달리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선수들

처럼 자연스럽게 추려면 시간 투자와 노력을 엄청 해야겠다는 

것을 느 죠. 사실 제 성격이 소극 이라 처음엔 스스포츠

가 제 성격과는 궁합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데 조  익숙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자신감들이 생기더라구요. 

수업 반엔 춤을 출 때 뒤에서만 추다가 차 자신감이 붙으

면서 앞쪽 자리로 옮겨가는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특

히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욕심과 멋진 모습도 보여주고 싶다

는 강한 욕구가 솟구치더라고요(김동 ).

춤이라는 다소 생소한 역에서 자신의 잠재된 끼를 

발견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었다. 무모한 도 이 아닌 

경험을 통한 자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새롭다는 느낌을 받았어

요. 매번 하던 구기종목이나 쉽게 하던 것이 아니어서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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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하는 호기심도 생겼고요, 에게 있

어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거 요. 항상 내성 이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

문에 나에게도 이런 강한 워가 있는  몰랐어요(최유경).

막연히 쑥스럽고 민망할  알았는데 해보니 무 재미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느 어요. 내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

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남들 앞에서 춤을 춘다

는 것이 많이 부끄러웠는데 지 은 강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오종석).

성격도 변화시켜  자신감과 내면에 존재했던 끼를 

밖으로 분출하면서 생활에 많은 변화를 자신감을 통해 

설명하고 있었다.  

4.2 생활습관의 변화
성 과 공에 별다른 심도 없고 생활에 특별할 것

이 없었던 학생들에게 생활에 조 씩 변화하고 있었다. 

게는 장학 을 바라보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크게는 

장래 어떻게 생활을 해 나가야할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고 설명하고 있었다.  변화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 맞니?’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참

여자들은 진술하고 있었다.   

제 공이 합창지휘거든요. 사실 여자 입장에서 체를 이

끌어야 하는 지휘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과목을 통해서 리더

십을 배웠어요. 남자는 아니지만 체를 이끌어갈 길을 여기

서 배웠어요. 지도교수님께서도 지휘가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

해 주신 걸 보면 제 자신도 뿌듯하죠(서유리).

부모님의 향으로  신학을 공했고 졸업을 하면 도하

고 포교 활동하는 것을 제 삶의 가장 큰 목표인데 사실 목사님

이 꿈이면서도 앞에 나설 자신감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생활

에서부터 조 씩 달라졌어요. 졸업을 하고 교회에 가서도 편

하게 여러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김동 ).

는 항상 보다 불우한 사람들을 해 사하려고 생각했

고 그래서 제 공도 선택하게 되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기 

해서는 우선 학 이 좋아야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요. 이 수업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공도 열심히 하고 좋은 성

으로 졸업해서 복지 에 취업하고 싶고요(권병 ).

아버지 회사에서 방학마다 아르바이트로 했던 연찬

이는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스스포츠 과목을 하고 자신이 ‘ 심에 서야 한다.’는 

을 알았다고 말했다. 굴 만나더라도 당당해 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성격도 성 도 일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무엇보다 스스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생겼다고 진술하 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설 

일이 별로 없었던 학생들이 남들 앞에서 자신 있게 춤

을 추면서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끼와 나도 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향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던 학생이 갑자기 공부를 잘 

하고 열심히 하기 해선 자기 내부에서 명 인 변화

가 발생해야 하는데, 스스포츠 참여를 통해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희열감  자신감 상승이 학업 성

을 향상시키는데 요한 모티 가 작용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진단할 수 있겠다. 

4.3 체력향상 및 체형교정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 체력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분의 참

여자들이 , 고등학교 시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 

학에 와서 자발 인 참여를 통한 움직임 교육은 체력

인 면에서도 정 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단순히 

힘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 이외에 바른 자세로 춤을 

추면서 자세가 잡힌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 

일반 이론과목과 달리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재미있는 

활동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나 에 여가활동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남녀가 같이 춰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과 학우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생각 했던 것보다 훨씬 운동량이 많다는 것을 

수업을 하면서 알 수 있었죠(권병 )

앉아서 듣는 일방 인 강의가 아니라 몸을 움직이면서 해서 

지루하지 않고 즐거워요.  몸치에서 그나마 벗어난 것 같고, 

리듬감이 생긴 것 같아 무 좋았죠(권병 ). 

춤이라는 것은 나와 상 없고 심리 으로도 안 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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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수업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고, 스스포츠 뿐만 아니

라 다른 어떤 일에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 좋았어요. 총

학생회 일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융화하는 법을 배웠고

(오종식).

나 에 졸업을 하고 나서도 병원에서 환자를 다루는 

방법과 화하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 기쁘다는 오종

식은 규칙 인 움직임을 통해 체력을 키워야겠다는 생

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4.4 스트레스 감소
음악  요소가 없는 다른 운동에 비해 경쾌한 음악이 

있어 쌓 던 뭔가가 풀리는 기분이라고 참여자들은 설

명하고 있었다. 처음엔 박자 맞추는 게 스트 스로 다

가왔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음악 없는 것이 더 어색했다

고 설명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학업에 한 스트 스 

감소를 김수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문학을 공하면서도 한 번도 성 에 한 욕심이 없었어

요. 요즘 어는 솔직히 다 잘 하잖아요. 공에 자신이 없었

죠. 근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도 장학 을 한 번 받아 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춤으로 생긴 자신감을 제 분야에서

도 발휘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우리 과에는 8명 장학

을 주는데 제가 번 학기에 받았어요. 기분이 무 묘하더

라고요. 졸업하기 에 한번이라도 받아볼 수 있어서 무 좋

았어요.

 진술은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스트 스가 해소되

고 자신감이 상승하면 학업성  향상은 자연스럽게 따

라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 은 교양 스스포츠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의 학업스트 스 해소에 따른 학업성 에 어떠

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해 알아보고, 학생들을 

한 바람직한 지도방향  기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었

다. 이를 해 연구 상은 K지역에 치한 교양 스스

포츠 수업에 참여한 학생 8명이었다. 자료수집은 16

주간 실시하 고 심층면 과 참여 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다. 면 시간은 상황에 따라 1-2시간 정도 실

시하 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 스스포츠 수강동기는 재미와 즐거움, 

매체의 력, 주변사람들의 권유 등으로 나타났다. 둘

째, 스스포츠의 매력은 트 와 함께 춤을 추고, 교

육  요소가 포함된 움직임 교육 등으로 나타났다. 셋

째, 스트 스 주요인은 취업, 원거리 통학, 등록  걱정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업성 변화에 향을 미친 요

인은 자신감 향상, 생활습 의 변화, 체력향상, 스트

스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 치한 학생들을 상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

과를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이 있

을 것으로 단된다.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체계 인 방

법론 용과 함께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지

역에 치한 학생들을 상으로 연구할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학생들의 고민과 심 역이 다른 을 

감안하여 따로 분리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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