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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중학교 시기의 대인관계에 대한 탄력적인 대처능력 습득은 올바른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남학생들에게 댄스스포츠 수업을 통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의 기술인 대인관
계능력과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 수업을 적용하였을 때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 변화
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울산광역시 소재에 U중학교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댄스스
포츠 수업에 참여하는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는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두 집단 모두 자아탄력성
과 대인관계능력을 사전과 사후에 측정하여 집단 내와 집단 간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측정 자료
는 SPSS 12.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검정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댄스스포츠 수업에 참여한 집단은 전체적인 자아탄력성과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모든 하위요인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댄스스포츠 수업에 참여 집단
이 비 참여 집단에 비해 전체적인 자아탄력성과 호기심을 제외한 활력성, 감정통제, 낙관성이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댄스스포츠 수업에 참여한 집단은 전체적인 대인관계능력과 처음관
계형성,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대인갈등다루기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넷
째, 댄스스포츠 수업에 참여한 집단이 비 참여 집단에 비해 전체적인 대인관계능력과 처음관계형
성,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대인갈등다루기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댄스스포츠, 자아탄력성, 대인관계능력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다양한 새로운 도전을 받
아들여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청소년들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쳐 대처방법을 갖추기 전에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는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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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취를 요구하는 주변의 압력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며, 스트레스의 악영향을 감
소시키기 위해 급격하게 다가오는 상황들을 스스로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날 청소
년들에게 요구된다.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적절한 감정조절을 통하여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상황에 대
처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Block, 1980). 자아탄력성은 현대사회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위기와 도전에 대한 반응과 인내 그리고 자정하며 성장해 가야 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더
요구되는 능력이라 하겠다(이연숙, 2006).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력이 뛰어나게
되며, 특히, 인지적, 신체적 변화 때문에 불안과 갈등이 고조되어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학교생활적응에 꼭 필요한 개인 성격자원이다(하현주, 박원모, 박명숙, 천성문,
2008).
현대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은 핵가족화, 저출산, 형제 수의 감소 등으로 가정 내에서 경험해야할
인간관계 경험 폭이 줄어들어(류경희, 2009), 올바른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경험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족한 대인관계는 청소년 비행과 학교폭력 문제까지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
로 그치지 않고 학문적 연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천경민, 2010).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청소
년들의 사회성이나 대인관계성향 등은 시나브로 형성되어가므로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 여러 집단
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의 부족한 대인관계 경험을 풍족하게 마련해 주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조규청, 2009).
대인관계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로, 개인이 타인을 지각하고 그에게 어떤 행위를 하는가, 또는 타
인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지향성의 양식이다(Heider, 1964). 타인과의 친밀한 유대
관계의 형성을 통하여 자기확신, 자아평가 혹은 자아발견과 같은 정신적 성숙의 발달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곧 대인관계의 형성 양상을 결정짓기 때문에 바람직한 자기성숙과 사회적응을 위해 올바
른 대인관계능력을 키우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서수진, 이창섭, 2008).
이처럼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 형성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사회 적응에 매우 중요
한 요인이다. 이러한 능력은 건전한 상호작용을 접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발달하며,
무엇보다 상호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의 중요성을 견지할 필요성이 있다.
스포츠 활동은 불안과 긴장을 건전하게 해소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건강 및 체력증진
은 물론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며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자아실현을 하는데 크게
기여한다(양은혜, 2005; 김홍설, 2009). 즉, 스포츠 활동 참여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특히 댄스스포츠는 이러한 요인 형성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댄스스포츠는 다양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스트레스 해소,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 스포츠적인 측면에서 운동 효과가 크며 또한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
시에, 커플이 정중한 예의범절을 갖추어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춤으로써 사회성까지 길러준다(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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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2008; 류경희, 2009; 김지영, 이철원, 2005). 또한 댄스스포츠는 개성표현, 자기발견, 원만
한 대인관계 형성, 적극적 생활태도 형성, 정신적 안정, 진취적 기상의 원동력을 기를 수 있다(조규
청, 2009). 게다가 이러한 긍정적 영향력을 지닌 댄스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적
응력이 향상되게 된다(백순기, 전태준, 2006).
이러한 댄스스포츠의 긍정적 영향력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과 댄스
스포츠 관련 선행연구(구지희, 2003; 김은혜, 2003; 박영숙, 2005; 조문식, 2009), 사회성과 댄스스
포츠 관련 선행연구(김지영, 이철원, 2005; 류경희, 2009; 윤종국, 2007) 등이 많이 진행되었다. 김
은혜(2003)는 댄스스포츠 활동 참여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하였고, 류경희(2009)는 댄스스포츠 참여가 주도성, 사교성, 책임성, 개방성 등의 사회적 능력을 기
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댄스스포츠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 적
응에 특별히 더욱 요구되어지는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간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댄스스포츠와 관련하여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김인영, 2006; 서
수진, 이창섭, 2008; 조규청, 2009)는 많이 진행되었으나 대인관계능력과 같이 적극적 의미를 포함
한 연구(박중길, 안은희, 2007; 최경환, 2002)는 미비한 실정이며, 댄스스포츠가 자아탄력성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가 댄스스포츠를 포함한 무용 활동 논의에서 넓은 의미의 무용 활동이 갖는 이
미지와 사회적 관점이 일반적으로 여성에 있다는 이유로 남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조미혜, 김무영, 2005). 게다가 남학생과 학부모 모두 댄스스포츠를 여성적인 활동으로 남
학생들에게 필요 없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춤과 관련된 교
육을 거의 경험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김지영, 이철원, 2005; 조미혜, 김무영, 2005). 특히, 남자 중
학교에서는 남녀가 함께해야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댄스스포츠에 대한 경험이 더욱 전무한 상태이
다. 이에 사춘기에 접어들어 사회성을 형성해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댄스스포
츠 수업을 진행하였을 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속에서 탄력적인 사고와 능숙한 대인관계능력이
얼마나 향상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남자 중학생의 댄스스포츠 참여가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댄스스포츠 지도 시 도움을 주는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댄스스포츠 활성화에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댄스스포츠수업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 내 사전-사후의 자아탄력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댄스스포츠수업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 간 사후 자아탄력성에는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댄스스포츠수업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 내 사전-사후의 대인관계능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넷째, 댄스스포츠수업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 간 사후 대인관계능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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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울산광역시 소재 U남자 중학교를 모집단으로 설정, 1학년 2개 학급(n=64)을 선
정하였다. 학급단위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각각 배정하고 실험집단 32명에게 댄스스포츠 수업을,
비교집단 32명에게 일반적 체육수업을 16차시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
에 관해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
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동질 집
단임을 간주하여 실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두 집단의 사전검사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

상위요인 하위요인 집 단
활력성
감정통제
자아
탄력성

호기심
낙관성
전체

M ± SD

실험집단 3.12 ± .535
비교집단 3.01 ± .764
실험집단 2.83 ± .552
비교집단 2.73 ± .571
실험집단 2.86 ± .739
비교집단 2.91 ± .865
실험집단 3.09 ± .570
비교집단 3.16 ± .705
실험집단 2.98 ± .370
비교집단 2.95 ± .442

t

상위요인 하위요인 집 단

M ± SD

.683

처음관계 실험집단 2.83 ± .670
형성 비교집단 2.78 ± .831

.712

자기노출

-.249
-.429
.819

실험집단 2.97 ± .532
비교집단 2.83 ± .782

t
.265
.859

정서적 실험집단 3.01 ± .495
대인
-.451
관계능력 지지 비교집단 3.08 ± .705
대인갈등 실험집단 3.14 ± .598
처리 비교집단 3.02 ± .636
전체

실험집단 2.99 ± .362
비교집단 2.93 ± .512

.729
.594

2. 연구절차
계획단계에서 주제와 관련된 문헌 및 선행연구를 탐색하였고, 분석단계에서 댄스스포츠 학습 내용
을 차차차(Cha Cha Cha)와 자이브(Jive)로 선정하고,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을 선정하였다. 설계 단계에서 댄스스포츠 교수-학습 지도안과 자료를 설계하였으며, 실행단계에서
실험집단은 댄스스포츠 수업을 비교집단은 일반 체육수업을 공평하게 16차시 동안 진행하였다. 마지
막 검정단계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집단 내 그리고 집단 간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의 향상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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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댄스스포츠 수업은 45분, 주당 1회 수업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동작 소화능력이 낮을 것으로 추측되어 1차시 동안 1,2동작을 익히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수업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차차차, 자이브 음악을 준비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데 집중하였고, 실시 방법은 파트너별, 모둠별, 수준별, 파트너 체인지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해 16차
시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집단 안에서 모든 파트너와 댄스스포츠를 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댄스스포
츠 프로그램의 구성내용과 실시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실험집단의 댄스스포츠 프로그램 내용

구분

종류

구성내용

실시방법

사전 동질성 검사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

설문 조사

1차시 댄스스포츠 오리엔테이션 및 시범보이기

역사와 특성, 댄스스포츠의 종류, 동영상 시청

2차시

차차차

파트너 홀드 방법과 기초상식 지도 다양한 차차차 음악 감상, 뜻과 유래, 동영상 시청

3차시

차차차

basic, New Your 동작 익히기

스텝의 기본 원리 설명, basic 동작 시범 후 실시

4차시

차차차

spt turn 동작 익히기

파트너와 음악에 맞추어 동작 실시

5차시

차차차

basic, Hand to Hand 동작 익히기 모둠별로 연습하여 음악에 맞추어 실시

6차시

차차차

Chase 동작 익히기

7차시

차차차

shoulder to shoulder 동작 익히기 파트너 체인지 형식으로 음악에 맞추어 실시

8차시

차차차

Three cha cha 동작 익히기

9차시

자이브

파트너 홀드 방법과 기초상식 지도 다양한 자이브 음악 감상, 뜻과 유래, 동영상 시청

10차시

자이브

basic 동작 익히기

수준별 조편성, 음악에 맞추어 실시
음악에 맞추어 연결동작 반복연습, 우수 학생 시범
스텝의 기본 원리 설명, basic 동작 시범 후 실시

11차시

자이브

Fallaway Rock 익히기

파트너와 음악에 맞추어 동작 실시

12차시

자이브

Fallaway Throwaway 익히기

모둠별로 연습, 음악에 맞추어 실시

13차시

자이브

Link & Link Rock 익히기

수준별 조 편성, 음악에 맞추어 실시

14차시

자이브

Change of Places R to L 익히기 파트너 체인지 형식으로 음악에 맞추어 실시
Change of Places L to R 익히기 음악에 맞추어 연결동작 반복연습, 우수학생 시범

15차시

자이브

16차시

종합

사후

차이검정

차차차, 자이브 자유 구성으로 실시 파트너 체인지 형식으로 실시, 동작 자유구성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

설문 조사

3. 연구도구
가.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의 자아탄력성은 내적․외적 스트레스에 대해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역동적인
능력으로서(성선진, 2010),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활력성은 활기가 있으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활동적이고 환기적인 접근을 하는 것을 의미하
고, 감정통제는 놀랐을 때 평정을 바로 찾고, 분노감을 느꼈을 때 이성적으로 대처하며, 고통이나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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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호기심은 새롭고 특이한
상황 다루기를 좋아하고 이를 추구하려는 행동을 내포한다. 낙관성은 덜 불안해하고 덜 의심하는 성
격적 안정성과 삶의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다(박은희, 1997).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14개 문항의 자아탄력성 척도를
바탕으로 박은희(1997)가 개발하고, 성선진(2010)이 사용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으며,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4가지 하위요인 각각 5문항 총 20개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나. 대인관계능력
본 연구에서의 대인관계능력(對人關係能力: interpersonal relations ability)은 집단구성원 상호
간의 심리적 관계 속에서 발휘되는 능력으로서(Collins와 Repinski, 1994), 처음관계 맺기, 자기노
출, 정서적 지지, 대인갈등다루기의 4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처음관계 맺기는 고정적 가족환경에서 벗어나 외부의 사람과 연결되는데 요구되는 능력으로 연령
이 증가할수록 가족, 또래보다 확장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므로 필요한 능력이다. 자기노
출은 의사소통의 한 부분으로 타인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정서적 지지는 긍정
적으로 관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인이다. 대인갈등다루기는 관계 내에서 필연적으로 발
생하는 갈등을 기능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으로 친구 및 가족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다
(Bur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 1988).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Bur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1988)의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김창대와 김수임(1999)이 번안하고,
황수민(2010)이 사용한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처음관계형성, 자
기노출, 정서적지지, 대인갈등다루기의 4가지 하위요인 각각 5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설문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5
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 점수를 부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4. 타당도 및 신뢰도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 설문문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 참여대상에서 제외된 1
학년 2개 학급(n=64)을 선정하여 예비조사(pilot-test)를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신뢰도와 타당
도가 확보되었으며, 자아탄력성 4개요인, 대인관계능력 4개요인 총 8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설문지
의 타당도는 탐색적 요인분석(Expo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직교회전방식으로 각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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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치가 .50이상인 문항들만 선택하였다. 또한 집단의 정규분포성과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별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과 표준적합도(KMO)를 살펴보았으며, 일반적으로
0.5~1사이 값이 요인분석에 적합하며 1에 가까울수록 더 적합함을 나타낸다(김계수, 2004).
자아탄력성 4개 하위요인의 전체 분산 설명변량은 60.70%이며, 표준적합도(KMO)는 .67(χ2=
571.224, p<.001)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호기심은 .874~.808, 낙관성
은 .819~.621, 활력성은 .796~.644, 자기통제는 .705~.577로서 각 요인부하량 .50이상을 기준으
로 하였을 때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 4개 하위요인의 전체 분산 설명변량은 64.08%이며, 표준적합도(KMO)는 .75(χ2=
631.038, p<.001)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을 살펴보면 처음관계형성은 .853~.792, 대
인갈등다루기는 .783~.695, 정서적 지지는 .807~.635, 자기노출은 .826~.662로서 각 요인부하량
.50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으며, 자아탄력성은 호기심 .901, 낙
관성 .805, 활력성 .802, 자기통제 .698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능력은 처음관계형성 .897, 대인갈
등다루기 .843, 정서적지지 .804, 자기노출 .805로 내적 일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Nunnally(1978)가 신뢰할 만하다고 제시한 .60의 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가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의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측정변인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결과

자아탄력성 구성요인
문 항
a4
a3
a1
a5
a2
b2
b3
b1
b5
b4
c2
c3
c4
c5
c1

호기심 낙관성 활력성
.874
.850
.849
.823
.808
.819
.759
.710
.704
.621
.796
.752
.745
.702
.644

자기
통제

공분
산비

문 항

.785
.795
.730
.683
.663
.685
.613
.516
.533
.569
.763
.631
.615
.583
.424

e4
e5
e1
e3
e2
f1
f2
f5
f3
f4
g5
g1
g2
g4
g3

대인관계능력 구성요인
처음 대인
정서적 자기
관계 갈등
지지 노출
형성 다루기
.853
.853
.837
.798
.792
.783
.771
.762
.744
.695
.807
.802
.670
.645
.635

공분
산비
.777
.756
.744
.714
.697
.682
.611
.611
.676
.523
.692
.669
.566
.586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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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탄력성 구성요인
문 항
d4
d5
d1
d2
d3
고유치
%분산
누적%
Cronbach’
α

호기심 낙관성 활력성

자기
통제

.705
.692
.686
.653
.557
3.75 3.03 3.00 2.35
18.77 15.17 14.99 11.77
18.77 33.94 48.93 60.70
.901

.805

.802

공분
산비
.529
.493
.516
.507
.508

.698

문 항
h2
h3
h1
h4
h5
고유치
%분산
누적%
Cronbach’
α

대인관계능력 구성요인
처음 대인
정서적 자기
관계 갈등
지지 노출
형성 다루기
.826
.753
.713
.707
.662
3.66 3.35 2.91 2.89
18.30 16.77 14.53 14.47
18.30 35.08 49.61 64.08
.897

.843

.804

공분
산비
.690
.698
.549
.504
.525

.805

5. 자료처리
먼저 회수한 자료를 컴퓨터에 코딩하여 변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SPSS Window 12.0 통계패
키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 목적에 따라 전사 처리하였다. 모든 통계의 기초자료 값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고,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내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의 사전-사후검사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체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댄스스포츠와 자아탄력성
가. 댄스스포츠수업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 내 사전-사후 자아탄력성의 변화
댄스스포츠수업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 내 사전-사후 자아탄력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를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댄스스포츠 수업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실시 후 자아탄력성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6.437, p<.001), 참여하지 않은 비교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댄스스포츠 수업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모든 하위요인인
활력성(t=-3.872, p<.01), 감정통제(t=-4.726, p<.001), 호기심(t=-3.140, p<.01), 낙관성
(t=-3.113, p<.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댄스스포츠 수업 참여 집단
은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 전체적인 자아탄력성과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요인이 향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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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집단 내 사전-사후 자아탄력성 t 검정 결과

상위요인

하위요인

집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활력성
감정통제
자아탄력성

단

호기심
낙관성
전체

사전검사
M ± SD
3.01 ± .764
3.12 ± .535
2.73 ± .571
2.83 ± .552
2.91 ± .865
2.86 ± .739
3.16 ± .705
3.09 ± .570
2.95 ± .442
2.98 ± .370

사후검사
M ± SD
3.42 ± .548
3.13 ± .539
3.15 ± .588
2.82 ± .546
3.16 ± .638
2.84 ± .700
3.46 ± .519
3.10 ± .530
3.30 ± .319
2.97 ± .361

t
-3.872**
-.166
-4.726***
.263
-3.140**
.487
-3.113**
-.268
-6.437***
.146

**p<.01, ***p<.001

나. 댄스스포츠수업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 간 사후 자아탄력성의 변화
댄스스포츠수업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 간 사후검사의 자아탄력성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표 5>와 같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3.795, p<.001), 댄
스스포츠 수업에 참여한 실험집단(3.30±.319)이 비교집단(2.97±.361)보다 자아탄력성이 더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활력성(t=-2.116, p<.05), 감정통제(t=-2.336, p<.05), 낙관
성(t=-2.763,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호기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댄스스포츠 수업 참여여부에 따라 참여집단이 비 참여집단보다 호기심 요
인을 제외한 전체적인 자아탄력성과 활력성, 감정통제, 낙관성에서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집단 간 사후검사의 자아탄력성 t 검정 결과

상위요인

하위요인
활력성
감정통제

자아탄력성

호기심
낙관성
전체

*p<.05, **p<.01, ***p<.001

집 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M ± SD
3.42 ± .548
3.13 ± .539
3.15 ± .588
2.82 ± .546
3.16 ± .638
2.84 ± .700
3.46 ± .519
3.10 ± .530
3.30 ± .319
2.97 ± .361

t
-2.116*
-2.336*
-1.867
-2.763**
-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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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댄스스포츠와 대인관계능력
가. 댄스스포츠수업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 내 사전-사후 대인관계능력의 변화
댄스스포츠수업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 내 사전-사후 대인관계능력의 변화를 비교하여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댄스스포츠 수업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실시 후 대인관계
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6.308, p<.001), 비교 집단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댄스스포츠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대인관계능력의 모든 하위요인인 처음
관계형성(t=-3.984, p<.01), 자기노출(t=-4.421, p<.001), 정서적지지(t=-3.053, p<.01), 대인갈
등다루기(t=-4.033,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댄스스포츠 수업 참여 집단은
실험 전에 비해 실험 후 전체적인 대인관계능력과 처음관계형성, 자기노출, 정서적 지지, 대인갈등다
루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집단 내 사전-사후 대인관계능력 t 검정 결과

상위요인

하위요인
처음관계형성
자기노출

대인관계
능력

정서적지지
대인갈등다루기
전체

집

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사전검사
M ± SD
2.78 ± .831
2.83 ± .670
2.83 ± .782
2.97 ± .532
3.08 ± .705
3.01 ± .495
3.02 ± .636
3.14 ± .598
2.93 ± .512
2.99 ± .362

사후검사
M ±SD
3.19 ± .647
2.84 ± .641
3.24 ± .583
2.98 ± .493
3.37 ± .460
3.02 ± .480
3.42 ± .362
3.15 ± .584
3.31 ± .360
3.00 ± .353

t
-3.984***
-.254
-4.421***
-.329
-3.053**
-.273
-4.033***
-1.438
-6.308***
-.740

**p<.01, ***p<.001

나. 댄스스포츠수업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 간 사후 대인관계능력의 변화
댄스스포츠수업 참여여부에 따른 집단 간 사후 대인관계능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
시하여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3.521, p<.001), 댄스스포츠 수업에 참여한 실험집단(3.31±.360)이 비교집단(3.00±.353)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처음관계형성(t=-2.211, p<.05), 자
기노출(t=-2.062, p<.05), 정서적지지(t=-2.976, p<.01), 대인갈등다루기(t=-2.265, p<.05)의 모
든 대인관계능력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댄스스포츠 수업
참여 여부에 따라 참여 집단이 비 참여 집단보다 전체적인 대인관계능력과 처음관계형성, 자기노출,
정서적 지지, 대인갈등다루기의 모든 하위요인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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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집단 간 사후검사의 대인관계능력 t 검정 결과

상위요인

하위요인
처음관계형성
자기노출

대인관계능력

정서적지지
대인갈등다루기
전체

집 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M ± SD
3.19 ± .647
2.86 ± .641
3.24 ± .583
2.98 ± .493
3.37 ± .460
3.02 ± .480
3.42 ± .362
3.15 ± .584
3.31 ± .360
3.00 ± .353

t
-2.211*
-2.062*
-2.976**
-2.265*
-3.521**

*p<.05, **p<.01

IV. 논 의
1. 댄스스포츠와 자아탄력성
댄스스포츠 수업 참여집단은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자아탄력성과 활력성, 감정
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향상이 나타났으나, 비 참여집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댄스스포츠 수업 참여집단이 비 참여집단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호기심 요인을 제외
한 전체적인 자아탄력성과 하위요인인 활력성, 감정통제, 낙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인 자아탄력성의 향상은 방과후 프로그램 중 신체적 활동과 예술적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인지적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보다 자아탄력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이연숙(2006)의 연구, 아동의 스포
츠 활동 참여가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강태원(2008)의 연구 결과에서 볼수
있듯이 댄스스포츠의 예술적, 신체적 특징을 고려한다면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하위요인인 활력성, 감정통제능력, 낙관성 요인은 집단 내, 집단 간 사전․사후 검사를 비교한 결
과 댄스스포츠 수업에 참여한 집단이 비 참여 집단보다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활력성에
대해 살펴보면, 신종순, 김민희(2006)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댄스스포츠 참여기간이 짧
을수록 정서적 활력감이 높다고 하여 본 연구의 연구기간이 짧지만 활력성이 높게 나온 연구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즉, 댄스스포츠에 규칙적인 참여는 긴장,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 보다 활력적 성
향을 높게 나타나게 하여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구지희, 2003; 김명희, 2005; 오현옥,
2007). 댄스스포츠 수업 참여는 감정통제능력에도 향상을 가져왔다. 본 연구 결과와 직접 관련이 있
는 것은 아니지만, 댄스스포츠가 스포츠라는 측면을 가만하여 살펴보면 댄스스포츠 참여강도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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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자제성이 높다고 한 서수진, 이창섭(2008)의 연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 결과 방과
후 체육활동이 친사회적 행동으로서의 개인정서 조절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한 김민섭(2004)의 연구
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러한 감정통제능력의 향상은 대인관계형성을 잘하고 학
교적응능력에도 긍정적 영향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백순기, 전태준, 2006). 낙관성 요인에
서도 댄스스포츠 수업 참여가 향상을 가져왔다. 낙관성은 덜 불안해하고 덜 의심하는 성격적 안정성
과 삶의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며(Bur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
1988, 재인용), 불안, 안정성 그리고 긍정성이 낙관성 형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
서 살펴보면 댄스스포츠가 불안을 해소하여 긍정적 정신건강을 형성해주며, 정서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박영숙(2005), 윤종국(2007)의 연구가 본 연구를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호기심 요인에서는 집단 내 비교에서는 향상은 나타났지만, 집단 간 비교에서는 향상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연숙(2006, 재인용)의 연구에서 호기심은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인지적 방과후 활동을 하는 집단이 신체적․예술적 방과후 활동을 하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댄스스포츠 활동이 신체적․예술적 활동에 속한다고 본다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또한 강태원(2008)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 집단과 비 참여 집단의 호기심 요인 향상에
는 차이가 없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는 댄스스포츠는 통상적으로 남녀 사이
에 이루어지나, 본 수업에서는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같은 성에 대한 관심이 적은 데
서 비롯된 결과로 사료된다.

2. 댄스스포츠와 대인관계능력
댄스스포츠 수업 참여집단은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대인관계능력과 처음관계형
성,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대인갈등다루기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향상이 나타났고, 비 참여집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댄스스포츠 수업에 참여집단이 비 참여집단에 비해 사후검사에
서 전체적인 대인관계능력과 처음관계형성,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대인갈등다루기의 모든 하위요인
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 중학생의 댄스스포츠 수업 참여는 전체적인 대인관계능력에 향상을 가져왔다. 박중길, 안은
희(2007)는 표현활동이 중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표현활동이 대인관
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최경환(2002)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이 레크댄
스를 가장 흥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선택하였고 대인관계능력 척도 7개의 하위영역인 만족도, 의사소
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에서 실험 전보다 후에 유의한 증진을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댄스스포츠는 커플 활동으로 혼자서 하는 운동보다 다른 사람을 이
해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더욱 많이 갖게 되며,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친밀감, 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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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협동력 등 사회적 역할능력이 높아지게 된다(오현옥, 2007).
하위요인인 처음관계형성능력, 자기노출, 정서적 지지, 대인갈등 다루기에서도 모두 향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처음관계형성능력을 살펴보면, 댄스스포츠 참여는 친구와의 교재를 즐겁게
하여 인간관계형성, 친구사귀기 등을 통해 친목도모와 사교성 향상을 가져온다고 하여(류경희,
2009; 윤종국, 2007; 정숙경, 김종욱, 김현식, 2006)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우리가 낯
선 사람을 만나 운동을 함께 하면서 땀을 흘리게 되면 낯선 기운이 사라지고, 타인의 수용성이 증가
되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우호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김인영, 2006)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게 된다. 댄스스포츠 수업 참여는 자기노출 능력을 향상시켰다. 신정윤(2008)은 창
작무용 프로그램 참여가 대인커뮤니케이션능력 중 자아노출과 표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자기노출은 의사소통의 한 부분인 타인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는 과정이다(Bur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 1988, 재인용). 댄스스포츠에서는 상대방과 함께 동작을 맞추어 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전체적인 동작의 조화에 중요하므로 서로
의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남자 중학생의 댄스스포츠 수업 참여는 정서적 지지 요인의 향상을 가져왔다. 박영숙(2005)과 김
은혜(2003)는 댄스스포츠 참여자들이 비참여자들에 비해 정서적 지지가 높아 궁극적으로 사회적 지
지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체육활동 참여가 동료와 친교를 나누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받으
며, 개인 문제를 의논하는 등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켜주는 기제로 작용한다(이홍구, 2003). 정서적
지지란 긍정적으로 관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정이입을 위한 요인이다(Burhrmester,
Furman, Wittenberg & Reis, 1988, 재인용). 이러한 긍정적 감정이입은 상대에게 신뢰를 형성하고
나아가 서로를 지지하는 입장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댄스스포츠
수업참여는 대인갈등다루기 능력에서도 향상이 나타났다. 신정윤(2008)은 무용프로그램 시행 후 사
회적 긴장완화와 타인지향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고, 김경란, 김성복, 정진영, 이경일(2001)은 댄
스스포츠 참여를 통해 무관심한 태도와 공격적 태도가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의 향상
과 감소는 타인과의 갈등 해결의 기본요건인 것을 직시하고, 이러한 요건을 살펴 댄스스포츠 프로그
램을 구성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 수업을 적용하였을 때 자아탄력성과 대인관
계능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댄스스포츠 수업에 참여한 집단과 비 참여 집단 모두
자아탄력성과 대인관계능력을 사전과 사후에 측정하여 집단 내와 집단 간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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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자료는 SPSS 12.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t-검정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댄스스포츠 수업 참여집단은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자
아탄력성과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향상이 나타났으나, 비 참여집
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댄스스포츠 수업 참여집단이 비 참여집단에 비해 사후검사
에서 호기심 요인을 제외한 전체적인 자아탄력성과 하위요인인 활력성, 감정통제, 낙관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댄스스포츠 수업 참여집단은 사전․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인 대인
관계능력과 처음관계형성,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대인갈등다루기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향상이 나타
났고, 비 참여집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댄스스포츠 수업 참여집단이 비 참여집단
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전체적인 대인관계능력과 처음관계형성, 자기노출, 정서적지지, 대인갈등다루
기의 모든 하위요인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좀 더 포괄적인 연령대로 구성된 남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댄스스포츠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댄스스포츠 수업을 통하여 신체적 자기개념, 심리적 안녕감 등 다른
심리적 변인과 신체적 변인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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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n Ego-resili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y
Through Participation in Dance-sport Lessons for Middle School Boys
Jeon, Jeong-Seon (A candidate for the PhD, Pusan National Univ.)
Yoon, Yang-Jin (Professor, Dept. of Physical Education, Pusan Nationa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effects dance-sport classes have on
ego-resilience and interpersonal skills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The demographics of this
study consisted of students attending middle schools in the Ulsan area. The study contained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 students taking the class, — and the comparative group
— students not taking the class.?The experimental group was required to attend class sixteen
times. — Both groups were evaluated based on their ego-resilience and interpersonal skills
before and after each class and as the groups compared to each other.
By using SPSS 12.0,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t-test were conducted
for date analysis. After analyzing the data the following was concluded. :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meaningful difference statistically in ego-resilience and sub-factors like vitality,
curiosity, emotion control, and optimism after classes. The comparative group did not show any
difference in sub-factors. Second,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notable statistical difference
in sub-factors like vitality, emotion control, and optimism (but not in curiosity and ego-resilience)
compared with the other group. Third, as for the change in interpersonal skills depending on
taking the class or not, the experimental group had notable statistical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skills and in sub-factors such as abilities to form formation of first relationship, self-disclosure,
emotional support, and conflict management. However, the comparative group had no difference
in each sub-factor. Lastly, when comparing the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proved to
have notable statistical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skills and in sub-factors like making formation
of first relationship, self-disclosure, emotional support, and conflict management.
Key words : Dance-sport, Ego-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 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