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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현장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예술적 경험이 전인적 발달과 성장에 필수적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음악교육 프로그램들이 정책
화되고 있다.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은 2010년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초・
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기초한 인성교육이며, 특히 중학생의 발달적 특성과
자치적 운영이 고려된 예술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선정된 중학생 예술동아리 운영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술동아리 자치활동이 청소년의 인성함양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체 577개 중학생 예술동아리 운영학교 중 30개교를 무작위
추출하여 총 355명의 설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프로그램 만족도 및 인성변화의 자
각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혜자들의 높은 프로그램 만족도 및 인성변화 효과를 보여주
고 있다. 수혜자들은 장소, 시간, 강사 및 재료 등에서 90%이상의 고른 만족도를 나
타내었다. 또한, 수혜자들은 자치적인 예술경험인 예술동아리 활동 결과, 개인적 측
면, 관계적 측면, 학교적응 및 동기진로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응
답하였다. 개인적 측면으로는 자신감(95.5%)이 가장 높은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관
계적 측면에서는 공동체인식(98.3%) 및 의사소통(98.1%)에서 변화되었음을 답변하
였다. 이밖에 학교적응 태도에서는 학생-교사관계(96%)의 긍정적 변화, 동기진로측
면에서는 동기변화(97.2%)에서 변화에 대한 자각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중학생 예술동아리 자치 활동이 청소년기 발달에 필수적인 내적
정서와 사고의 탐색, 긍정적 관계 경험, 소질 및 진로 계발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
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결과들은 중학생이라는 교육수혜자들의 자율적 참여
를 유도하는 보다 다각적인 예술프로그램의 지원이 활성화되는 기초지표가 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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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지식기반 사회에서 문화예술기반 사회로 전환을 시도하는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제정과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 따
른 ‘서울선언’(예술연구소, 2010)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공교육에서
새로운 지평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2010.6)을 마련하고,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
화 방안’ 등 교육개혁 추진정책을 발표하면서 창의인성교육을 전면화 하였다(교육과
학기술부, 2012). 이러한 사회문화적 전환과 더불어 청소년기 창의성 및 인성 교육에
있어서 문화예술교육의 개입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획득되는 인성은 정서적, 인지적, 심리적, 관계적 측면을 포함하는 역
량으로, 바람직한 인성과 도덕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글로
벌 인재의 핵심 역량이다(최미정, 2005; 최준환, 박춘성, 연경남, 2009; 한국과학창의
재단, 2010). 인성이 핵심 역량으로 주목되는 이유는 개인의 창의성이 사회의 맥락에
서의 보편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소통과 배려, 나눔을 가능
하게 하는 인성 계발이 수반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학교내 동아리 자치 활동은 학생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하고, 협동적 학
습 능력과 창의적 태도를 기르는 데에 목표를 두고 제공되어 왔다. 자율성이 강조되
는 동아리 활동의 특징으로부터 도출되는 가장 큰 교육적 목표는 흥미 취미 소질 적
성 및 특기가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활동 부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또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
여 자신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고 신장하며 자아실현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점이
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히 예술 동아리 활동은 미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며 사고와 정서를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타인 및 외부환경과의 소
통기술 향상에 기여한다. 이러한 개인적, 관계적 소통의 채널 및 도구로서의 예술 체
험은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미래 인재상의 양성을 돕는다. 예술 활동이 창의성 및 인
성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조사 연구(한국과학창의재단, 2010)에 반영되어 있는데, 음
악, 미술, 체육 등의 예술 교과는 타 교과와 비교하여 창의성 및 인성의 인지적, 정의
적, 인성적 측면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
자발적 예술 활동 경험은 잠재되어 있는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조정은, 2009), 이는 긍정적 자아상의 형성과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 시기의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성도의, 김세준,
2012; 김동주, 2011). 학생들은 선호하는 예술 형태에 따른 표현 기법과 이에 필요한
지식을 자발적으로 습득하고자하는 내재된 동기를 강화하고 실제 창작 경험을 통해
독창성,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Taye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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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술 활동은 질풍노도의 시기로 표현되는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에너지를 인
식하고 표출하여 여러 양상으로 표출되는 청소년기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공한
다(김나영, 2011; 김춘우, 2010; 조인희, 2010; 구상빈, 2009; 송정화, 2005). 다양한 예
술 매체를 통한 자기표현은 내재되어 있거나 억압되어 있던 내면의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소년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자기 인식의 과정을 통하여
자율적 조절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2인 이상이 참여하는 합주, 합창, 군무, 벽
화, 미술협동화, 연극, 동작극 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예술 활동은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불안정한 정서를 완화시키고 비언어적 표현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한
다(권혜경, 진혜경, 2000; 정현주, 2007). 이에, 그룹 예술 활동은 사회적 결속력 및 공
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공교육 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동아리 자치 활동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자율성 및 소속감, 자아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2010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공교육 내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서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있
어서 공교육 현장은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를 경험하고, 가정에서 사회에 이르는 다
양한 수준의 ‘사회’를 경험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
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 내 예술체험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간 예술교육의 창의성
과 전인적 인성의 성장 효과를 경시했던 교육풍토의 재고로부터 시작되었다. 대학 입
시를 위한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은 공교육 내의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예술 교과군의 시수 감소 및 운영의 문제를 초래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김진숙, 이미숙, 2012). 또한 타 교과와의 융합을 시도하는 기회가 적고, 형식주
의, 보편적인 미의 가치와 표현 방법을 중요시하는 전통적인 교수-학습에 국한 되어
있어(김형숙, 고형규, 2006), 그간 예술 활동의 다양성에 대한 체험이 제한되어 있었
다. 따라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강조는 이에 보완적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교과외 보완적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동아리 활동은 다양성 및 창의성, 연계성 및
통합성을 기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근래에 교
육부가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예술교육장려 정책과 이에 따른 현장의 반응은 이러한
가능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교육 현장에서 학생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예술동아리 활동은 전통적 교과 과정에의 제한적인 교수-학습의 접근을 벗어나
예술매체를 통한 개인적 관계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사회-경제적 제약으
로 인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었던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정수현, 2012; Bartleet, 2012; Evans, 2012).
예술동아리활동은 청소년들에게 공통의 관심사와 또래간의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건강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연습하는 장을 마련한다. 중학생 시기는
자아표현의 욕구가 매우 강하게 표출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역동적인 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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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하면서도 또래집단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규범과 가치를 발달시켜
자아정체감을 발달시켜야 한다(정건희, 2003). 또한 예술 체험의 긍정적 영향은 또래
관계 혹은 또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수업의 참여도, 교사와의 관계 및 소속된 학
교와 지역사회로 확장된다. 예술 활동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감각 자극의 통합적
표현이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이는 수업 참여도 향상과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전규, 정구인, 2010; 김홍석, 2006; 박희진,
2011).
따라서 이러한 자율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학생 자치 활동으로서의 예술동아리는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구성원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특
히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술교육활성화 정책으로 실행된 ‘중학생 예술동아리’
사업은 비교적 적은 특별교부금 지원(학교별 500만원 이내, 학교별 최대 5개 동아리
까지 지원함)으로 높은 만족도와 인성변화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준 ‘비용절감-높은
효과’의 사업성과를 이루었다(학교예술교육지원센터, 2013). 이에 본 연구는 공교육
현장에 적합한 중학생 예술동아리 자치 활동이 갖는 개인적 관계적, 학교적응 및 진
로동기 측면에서 갖는 인성변화의 긍정적 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학생 예술동
아리 자치활동에 기획하고 참여했던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와 그들이 지각하는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학교 적응 및 진로 동기 측면에서의 변화 정도를 설문을
통해 분석하여, 예술동아리 자치 활동이 중학생의 인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Ⅱ

.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학교예술지원 활성화 정책의 일
환으로 수행된 중학생 예술동아리사업 운영학교 30개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배포된 설문에 응답한 학교는 20개교로, 중학생 355명의 자료가 취합되어 분
석되었다. 2012년 중학생 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행되었
으며, 본 설문은 수혜자 만족도 및 인성에 관한 변화를 조사하고자 설계되었다. 2012
년 선정된 중학생 예술동아리의 수는 총 577개로 학교별 최대 500만원이 지원되었으
며 학교에 따라 최소 1개에서 최대 5개의 동아리를 운영, 지원하였다. 각 동아리들은
프로그램 기획, 동아리 인원수, 교육 및 발표계획 등이 모두 자율적인 형태로 운영되
었다(학교예술교육지원센터, 2013).
본 설문은 중학교 예술동아리 실시에 따른 프로그램 만족도와 인성변화도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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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설문지는 2012년 11월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통
해 예술동아리 운영학교로 전달되었으며, 학교 담당교사가 설문지를 수합하여 학생들
에게 실시한 후 연구진에 원자료를 전달하였다.
이 설문에 참여한 중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분포는 <표 1>과 같다. 성별에 따
른 응답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약 5% 많았으며, 학년별 응답자수는 3학년이
가장 많았고, 2학년, 1학년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응답자가 소속한 학교의 지역별 분표
는 [그림 1]과 같으며, 충남, 서울, 광주, 울산 등의 순서로 응답자의 수가 분포하였다.
<표 1> 중학생 예술동아리 설문 응답자의 성별 및 학년별 분포
성별
학년

구분

남학생
여학생
결측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결측
합계

응 답자 수 ( 명 )

162
191
2
355
104
106
139
6
355

비율 (%)

45.6
53.8
0.6
100
29.3
29.9
39.2
1.7
100

[그림 1] 중학생 예술동아리 설문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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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교

예 아
술동

활

리 자치

야

동 분

중학생 예술동아리 자치활동 프로그램은 음악, 미술, 공연/영상 세 개의 대 분야로
분류되었으며, 세부 운영 분야는 아래와 같다(<표 2> 참조). 본 설문에 응답한 중학
생의 분야별 참여 분포는 음악이 216명(56.4%)로 가장 많았고, 공연/영상, 미술의 순
위로 보고되었다(<표 3> 참조). 2012년 국고 지원을 받아 운영된 전체 577개 동아리
들은 음악, 미술, 공연 등의 다양한 예술 자치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작위 분포
된 본 설문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중학교 예술동아리 분류와 운영 분야
분류
미술

음악
공연/영상

동 아 리 활동의 예시
회화, 벽화, 서예, 판화, 도예 등
금속공예, 보석, 가구, 냅킨아트, 풍선, 북아트, POP 등
만화애니메이션, 시각·영상 디자인 등
섬유, 패션디자인, 의류, 천연염색 등
오케스트라, 실내악단, 관·현악, 기악, 타악, 작곡 등
국악합주, 가야금병창, 풍물, 단소, 모듬북, 판굿 등
밴드, 기타, 합주, K-pop, 드럼, 키보드, 뉴에이지 등
합창, 중창, 아카펠라 등
B-boy, 댄스, 무용, 탭댄스, 탈춤, 줄넘기 등
연극, 영어연극 등
UCC 제작, 영상, 영화제작, 방송제작, 사진 등
뮤지컬, 난타, 품바, 북춤 등

운영분야
순수
응용
컴퓨터
섬유
관현악
국악
실용
보컬
동작
연기
영상
종합예술

<표 3> 중학생 예술동아리 설문 응답자의 참여 분야별 분포
구분

프로그램

3.

음악
미술
공연/영상
합계

예 아 프 램
술동

리

로그

응답자수(명)
218
53
86
357

비율(%)
61.1
14.8
24.1
100
복수응답허용

만족도 및 인성변화 조사 설문지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 체험에 따른 참여자의 만족도와 인성변화는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되었다. 전체 문항은 총 20개로 참여자 만족도 관련 8문항, 인성변화 관
련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만족도 관련 설문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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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문항과 교사, 장소, 시간, 재료 등에 대한 세부 만족도 4문항이다. 인성변화 관련
문항은 개인적, 관계적, 학교생활 적응 등 다면적 측면에서의 인성변화와 더불어 자
신의 소질 계발 및 진로 탐색과 같은 동기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인성변화 측면의 세부문항들은 1)개인적 측면 4문항(소질계발, 자기 효능
감, 자신감, 발표능력), 2)관계적 측면 3문항(공동체 인식, 의사소통, 협동심), 3)학교적
응 측면 2문항(교사와의 관계, 학교 생활태도), 4)진로동기 관련 3문항(동기변화, 능력
계발, 진로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문항 구성은 예술 활동이 청소년의 개인적(intra-personal) 변화뿐만 아니
라 인간간의 관계적 측면(inter-personal)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
로 하였으며(권혜경, 진혜경, 2000; 정현주, 정여주, 송인령, 2008; Hoffman, 2012;
Metasäpelto & Pullkkinen, 2012),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안정성이 학교적응 능력 및
교사와의 관계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근거로 한다(고전규, 정구인,
2010; 김홍석, 2006; 남지영, 2012; 박희진, 2011). 이중 개인적 측면의 세부문항은 청
소년기 주요 발달과업의 하나인 자아정체성 형성(Erickson, 1963)과 자기효능감의 관
계를 고려하여 구성되었다(Walsh & Hardin, 1994). 또한, 잠재된 소질계발로 인한 자
신감 및 발표능력 변화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Chong & Kim, 2010)을 고려하
여 세부 항목을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2012년 9월 학교예술교육관련 전문가 3인(교육
과학기술부 학교예술교육센터 소속 교수 2인 및 사업담당자 1인)에 의해 1차 계발된
문항을 바탕으로 10월 실시된 10개교 90개 파일럿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 보안하였다.
본 설문에서는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의 각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의 정도를, 인성변화
설문의 각 항목에 대하여 개인이 자각한 변화의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전혀 아니
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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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설문문항 구성
조사 항목

프로그램 만족도
만
족
도

프로그램 구성만족도

인
성
변
화
자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각
도
학교적응

진로동기

세부 항목

문항내용

예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이 즐거
흥미도
웠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잘 이해하고 참여하
참여도
였다
이 프로그램을 친구들에게 추천하겠
추천도
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교에 많아졌으
선호도
면 좋겠다
장소
프로그램 진행 장소는 충분히 쾌적하다
시간
프로그램 진행 시간은 적절하다
선생님의 지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따라
강사
갈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필요한 소품이나 물품이 충
재료
분히 제공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을 여가시간
소질계발
에 활용할 수 있었다
참여하면서 다른 일도 충분
자기효능감 프로그램에
히 잘 해낼 수 있는 생각이 들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된 것
자신감
같다
우리 프로그램을 학교 밖에서 다른
발표능력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즐거웠다
활동 시 혼자 하는 것보다
공동체인식 프로그램
친구들과 하는 것이 더 재미있다.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친구들과 이
의사소통
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졌다
프로그램으로 인해 협동 활동 시 다른
협동심
친구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을 배웠다
통해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
교사와의 관계 프로그램을
르게 되었다
참여하면서 우리 학교에 대
학교생활 태도 프로그램에
한 이미지가 좋아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더 잘하고 싶
동기변화
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여를 통해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능력계발
찾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에 대한 관
진로인식
심이 생겼다

중학생 예술동아리 자치활동 수혜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및 인성변화 자각도 분석 405

Ⅲ

. 연구 결과

1. 중학생

가. 중학생

예 아 프 램
술동

리

로그

에 대한 만족도

예 아 프 램
술동

리

로그

에 대한 만족도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예술
동아리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 중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보인 참여자
는 먼저 흥미도에서 97.8%, 이해 및 참여도는 98.6%, 추천도는 96.4%, 선호도는
97.5%로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항목별로 ‘매우 그렇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즐거움을 묻는 흥미도는 67.9%, 프로그램 이해 및 참여도는
65.6%, 타인에게 추천여부를 묻는 추천도는 62.3%, 예술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설되었
으면 하는 희망을 표현하는 선호도에서는 72.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교내에서 이러한 예술프로그램이 더 많이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선호도가 단일
문항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71.1%)를 보이는 것은 학생들의 예술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5>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 분포
프로그램 흥미도
프로그램 이해 및 참여도
프로그램 추천도
프로그램 선호도
나. 중학생

예 아 프 램
술동

리

로그

문항별 분포 명(%)
전혀
아니다 아니다

N: 355(100%)
매우
그렇다
그렇다
2(0.6%) 6(1.7%) 106(29.9%) 241(67.9%)
1(0.3%) 4(1.1%) 117(33.0%) 233(65.6%)
3(0.8%) 10(2.81%) 121(34.1%) 221(62.3%)
5(1.4%) 4(1.1%) 90(25.4%) 256(72.1%)

소

구성요

만족도

예술동아리 자치 프로그램 세부 구성요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장소, 시간, 강사, 재료의 구성 요인의 만족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보인 참여자는 장소 만족도에서 94.6%, 시간
만족도는 96%, 강사 만족도는 97.2%, 재료 만족도는 93.8%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구
성요소 중, 프로그램에 사용된 재료(64.8%)에 대한 만족도가 단일 문항에서 가장 높
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프로그램 지도강사, 진행된 장소, 참여 시간 및 일정의 순으로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높은 재료만족도는 예술동아리 운영프로그램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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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및 음향 장비 등의 음악 도구, 미술재료, 공연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필요로
하는데, 자치활동의 운영비가 주로 재료비로 사용되어 참여자들은 이러한 구비요소에
만족도를 높게 표현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6>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 구성 요소별 만족도
장소 만족도
시간 만족도
강사 만족도
재료 만족도
Total

2. 중학생

문항별 분포 명(%)
아니다
그렇다

전혀
아니다

0
2(0.6%)
2(0.6%)
6(1.7%)

19(5.4%)
12(3.4%)
8(2.3%)
15(4.2%)

예 아 프 램
술동

리

로그

130(36.6%)
135(38.0%)
120(33.8%)
103(29.0%)

매우
그렇다
206(58.0%)
206(58.0%)
225(63.4%)
230(64.8%)

무응답
0
0
0
1(0.3%)
355(100%)

실시에 따른 인성 변화

가. 인성 개인적 변화 자각도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인성변화 중 개인적 측면의 변화에 대
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소질계발, 자기효능감, 자신감, 발표능력
등에서 변화의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보
인 참여자는 각각 93.5%, 94.3%, 95.5%, 94.6%로 나타났다.
이 활동을 통해 여가활용을 할 수 있는 소질이 계발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52.7%로 나타났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른 일도 충분히 잘 해
낼 수 있음’을 확인하는 ‘자기효능감’ 문항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53.5%, ‘그렇다’가
40.8%로 응답하였고, 자신감 향상에 대한 자각도는 ‘매우 그렇다’ 62.3%, ‘그렇다’
33.2%, 발표 능력 향상에서도 ‘매우 그렇다’가 67%, ‘그렇다’가 27.6%로 응답하여 예
술프로그램의 참여가 개인적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세부
요소 중, 발표능력 (67%)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단일 문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자신감, 자기효능감, 소질 계발의 순으로 변화를 자각하고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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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에 따른 인성 개인적 변화 자각도
인성
변화

세부내용
소질계발

전혀
아니
다
4
(1.1%)

자기효능감

19
(5.4%)

145
(40.8%)

무응답
187
0
(52.7%) (0%)

3
(0.8%)

16
(4.5%)

145
(40.8%)

190
1
(53.5%) (0.3%)

자신감

3
(0.8%)

12
(3.4%)

118
(33.2%)

221
1
(62.3%) (0.3%)

발표능력

3
(0.8%)

16
(4.5%)

98
(27.6%)

238
(67%)

개인적

측면

문항별 분포 명(%)
매우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

0
(0%)

면

나. 관계적 측

에서의 변화 자각도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인성변화 중 관계적 측면에서의 변
화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또래와 함께하는 것이 더 긍정
적 의미가 있음을 아는 ‘공동체인식’, 또래와 소통하는 기회를 활용하는 ‘의사소
통’, 의견을 조율하고 규칙을 따르는 ‘협동심’ 등을 묻는 문항에서도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보인 참여자는 각각 98.3%, 98.1%, 96.6%로 매우 높게 나
타났다. 공동체인식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68.7%, ‘그렇다’가
29.6%로 응답하였으며,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65.1%, ‘그렇다’가
33%, 협동심에 대한 긍정적 변화는 ‘매우 그렇다’가 62.5%, ‘그렇다’가 34.1%로 나
타났다.
세부 요소 중, 공동체 인식의 변화가 단일 문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의사소통, 협동감의 순으로 변화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동
아리 운영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주제에 관한 자율적 운영으로부터 나타
난 결과로 해석된다. 학생들이 건강한 의사소통과 협동심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
훈련할 수 있었던 점은 교과과정 보다는 동아리 활동이 자기 선호도로 인해 참여
동기가 높아져 자신의 특기와 관심사를 예술적 결과물로 승화시킬 수 있었기 때
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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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에 따른 인성 관계적 변화 자각도
인성
변화

세부내용
공동체인식

관계적

측면

의사소통

협동심

전혀
아니
다

1
(0.3%)
0
(0%)
1
(0.3%)

문항별 분포 명(%)
매우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

무응답
5
105
244
0
(1.4%) (29.6%) (68.7%) (0%)
7
117
231
0
(2%) (33%) (65.1%) (0%)
10
121
222
1
(2.8%) (34.1%) (62.5%) (0.3%)

다. 학교적용 변화 자각도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인성변화 중 학교적응 태도의 변화
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학생-교사관계, 학교생활태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참여자는 각각 96%,
91.5%로 나타났다 (<표 9>). 세부 요소 중, ‘교사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는
긍정적 관계변화가 ‘매우 그렇다’ 64.5%, ‘그렇다’가 31.5%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태도의 변화는 ‘매우 그렇다’가 54.9%, ‘그렇다’ 36.6%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대
한 변화 자각도 중 가장 높은 비율(64.5%)을 보이고 있는 ‘교사와의 관계’의 긍정
적 변화는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이 또래관계는 물론 교사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9>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에 따른 학교적응 태도의 변화 자각도
인성 변화

학교적응
태도변화

세부내용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태도

전혀
아니
다

4
(1.1%)
7
(2%)

문항별 분포 명(%)
매우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

10
(2.8%)

112
(31.5%)

229
(64.5%)

무응답
0
(0%)

23
(6.5%)

130
(36.6%)

195
(54.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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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진로 및 동기 변화 자각도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인성변화 중 진로 및 동기 측면에서의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는<표 10>과 같다. 동기변화, 능력계발, 진로인식에 있어서 변
화를 질문하는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는 반응을 보인 참여자는
각각 97.2%, 95.7%, 90.5%를 차지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잘하고 싶은 동기’를
갖게 되었음을 학생들은 ‘매우 그렇다’(70.4%)로 높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계발되었음을 ‘매우 그렇다’(60.8%)로 응답하였고, 이 프로그램의
참여결과 진로에 대한 관심이 더 생겨났음에 대해 ‘매우 그렇다’(53.2%)로 응답하였
다.
<표 10>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에 따른 진로동기 측면에서의 변화 자각도
인성 변화

세부내용
동기변화

진로
및
동기

전혀
아니
다
3
(0.8%)

문항별 분포 명(%)
매우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

6
(1.7%)

95
(26.8%)

무응답
250
1
(70.4%) (0.3%)

능력계발

2
(0.6%)

11
(3.1%)

124
(34.9%)

216
2
(60.8%) (0.6%)

진로인식

6
(1.7%)

27
(7.6%)

132
(37.2%)

189
1
(53.2%) (0.3%)

Ⅳ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공교육 현장에 적합한 중학생 자치 예술동아리 활동을 보급하고 실시하
여, 이에 대한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연구하고자 실시되었다. 또한 중학생 예
술동아리 활동이 개인적 측면, 관계적 측면, 학교 적응 태도와 진로 및 동기 등 중학
생의 인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혜자들이 자각하는 변화를 분석하였다. 전국 총
20개 중학교, 355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은 학생의 만족도를
충족하였으며, 인성의 네 가지 측면(개인적, 관계적, 학교적응, 진로동기)에 있어서 모
두 긍정적인 인성변화와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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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도, 이해 및 참여도, 추천도, 선호도
의 문항에서 응답된 높은 만족도는 학생들이 경험한 예술동아리 활동이 참여자의 관
심과 필요(needs)에 따라 선택되었으므로 그들의 신체적, 심리적 욕구를 적절하게 다
루어준 활동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 세부 구성요소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문항에서
90% 이상이었으며, 프로그램 재료, 지도강사, 진행된 장소, 참여 시간 및 일정의 순
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만족도 분포는 기존 학교 교육의 틀,
즉 학교가 주관하거나, 교사가 주관이 되어 진행되는 교내 활동 방식에서 벗어난 환
경 조성 및 수업방식, 외부 전문 강사 유입, 현대의 다양한 문화를 대변하는 다양한
예술의 양식과 재료를 활용 등으로 인한 참신함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이 중심이 되어 희망하는 활동을 자율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보다 높은 만족도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인성변화 중 개인적 변화에 대
한 조사 결과는 예술경험이 가진 수혜자의 직접적 자발적 참여라는 특징이 중학생
시기에 매우 적합한 교육적 형태임을 시사한다. 자유롭고 의도적이며 개성적인 예술
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창작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예술 활
동 경험을 통하여 창조의 기쁨을 경험하고 잠재적인 창의력을 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술동아리 활동의 확장으로 실시된 교내 및 교외 동아리의 성과 발
표 및 UCC 공모전 등 외부 행사 참석은 표현 능력을 강화하고 일반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예술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내부에서 관찰된 변화와 이에
대한 인식, 자기표현 및 발표의 촉진, 이에 대한 성공적인 경험과 자기효능감의 발달,
자기소질을 계발하는 과정으로서의 예술경험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인성변화 중 관계적 측면의 변
화에 대한 조사 결과는 예술동아리 활동이 다양한 공동체 인식과 경험으로부터 도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술동아리 활동을 통한 다양한 공동작업 경험은 자아 및 타인
의 존재의 인식 및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강화하며, 활동을 구성하고 전개
하여 연출하는 완성으로 나아가는 공감과 나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함
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예술동아리는 하나의 축소
화된 사회의 모형의 역할을 제공하여,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연습과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예술 활동이 개인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촉진하고 함양하는 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인성변화 중 학교적응 태도의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 예술동아리 활동은 학생과 교사 관계, 학교생활 태도에 있어
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였다. 이는 인성의 관계적 측면의 설문 결과에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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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적 관계적 측면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학교라는 환경에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 내적 체험이 예술 외적 환경에 일반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
술동아리 활동의 경험과 지속적 유지는 개인 내적 체험과 관계적 체험을 자신이 속
한 지역사회에 확장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여섯째,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인성변화 중 동기진로 측면의
변화에 대한 결과는 예술동아리 활동이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지식 및 기술
을 습득하는 과정을 통하여 능력을 계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동기 고취와 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진로 방향을
고민하는 과정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에 맞는 교과
외의 예술 활동이 학생들의 개인적 만족도의 향상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에서 다루어
지지 않는 영역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개개인의 인성 함양 및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
며, 교육과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미래 인재 육성에 주도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
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및 논의 사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생 예술동아리 활동은 미
적, 정서적 체험 및 안정적이고 사회에서 용인되는 형태로의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과정과 결과로서의 예술체험은 표현의 확장, 성취감 등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소
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공동체 인식, 소속감 및 협동심을 함양한다. 또한 예술의 추상
성과 다양성은 사고방식이나 시각 자체를 변환시켜서 창의적 문제 발견, 체계적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문제 재정의, 다양한 해결책 찾기 등 실제 창의적 문제해결에 기여
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중학생 예술동아리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만족도와 인
성의 변화는 학생 자치적 예술 활동 프로그램이 미래 인재상이 갖추어야 하는 인성
과 창의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중학생예술동아리 지원사업의 수혜자들을 대
상으로 실시되었기에, 지역적 교육내용적 균형성이 고르지 못한 제한점을 갖는다. 본
설문의 경우, 중학생예술동아리 운영학교의 자발적인 설문응답을 유도하였기에 지역
적으로 균형감 있는 표집에서 그 제한점을 갖으며, 동아리 교육내용이 음악에 편중되
어 있어 전체 예술동아리 수혜자들을 대표하기에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사료된
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높은 만족도와 인성변화 효과는 중학생 예
술동아리 사업이 공교육 내에서 중학생의 발달적 특성을 감안한 자발적 주도적 적극
적 교육 형태인 예술매체에 대한 활용했다는 점과 배려와 소통이라는 공동체 정신의
함양을 필요로 하는 자율적이고도 자치적 형태로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중학생 예술동아리 사업이 적은 비용에 따른 큰 기대효과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추후 예술동아리 프로그램의 보급 및 확장을 위한 제안으로 첫째, 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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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제반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특성 혹은 학교의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둘째, 예술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효과인 자료와 지침서의 마련, 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내를 담당하는 강사의 효율적 파견과 재교육
의 제도적 구축이 시급하다. 셋째,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예술동아리 활동은 추
후 초 중 고등학교 과정 동안 최소 1개 이상의 예술동아리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
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의 제정
지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생적인
운영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교육기부 방안 및 인적 물적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중학생 예술동아리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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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School Students' Self Reported Changes in
Personality Attributes and Satisfaction
on Arts

G

roup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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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ha Womans University)

Arts activities in school settings have drawn attention in that various arts
experiences have contributed to development of a well-balanced personality. Recently,
the government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arts experience in school and has
provided music education projects in remote areas of low socio-economic status. Arts
group activities are a government-supported program that aid to promoting arts
education with an emphasis on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 total of 577 middle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rts group activities were
recruited from 30 randomly selected public schools that offered arts group activities in
2012. Participants responded to the survey consisting of 20 items asking their
program satisfaction and perceived changes in their personality attributes. The results
showed a high degree of program satisfaction and perceived changes in their
personality attributes. More than 90% of participants were "very satisfied" or
"satisfied" with the arts group activity and responded that they highly recommend the
program to peer students. In terms of the perceived changes in personal attributes,
participants showed the most positive changes in self-confidence (95.5%,
intra-personal aspect) and awareness of community (98.3%, inter-personal aspect).
The arts group activity was also reported to facilitate teacher-student relationship
(96%, school adjustment aspect), and to enhance motivation (97.2%, vocational
motivation aspects).
Overall,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arts group activities for adolescents fulfil
their developmental priorities, such as exploration and expression of inner-self,
positive relationship with peers, and initiation of vocational motivation. Current
findings provide a firm base for future school-and community-based supports to
develop distinguished arts education programs and to spread diverse extracurricular
arts group activities in school, fostering well-rounded development of personal traits
for adolescents who are in a period of rapid growth and imbalance.
Key words: arts group activity in school, personality attributes, arts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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