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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과의 축소와 선택과목화 등 우리나라의 학교체육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교양과목으로서의 체육과목이 대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필수교양
체육 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D대학교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첫째주 일
주일간 웹설문을 실시하여 필수교양체육 수업의 만족도가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
강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n=245). 필수교양체육만족도가 가정건강
성 및 학교생활건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결과, 교양체육만족도는 가정
건강성 및 학교생활건강성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
양체육만족도가 가정건강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건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필수교양과목으로서의 교양체육과 그 만족도가
대학생들의 가정건강성과 학교생활건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 연
구를 통해 명확해졌다. 이를 기반으로 건강한 현대 사회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의 교양체육이 나아갈 바를 본 연구를 통해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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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대학의 교과교육과정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중간 단계를 거치고 있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교육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교양과목은 전
공과목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데 조경현, 이안수, 배종희(2014)는 다양한 형
태의 교양지식과 전문성을 함양하는 과목을 배치하여 사회구성원이 가져야 할 자질
과 역량, 생활기술을 가르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였고, 유정애와 권민정(2013)
은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보편적 지식과 인간으
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을 교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학의 교양과목은 현대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다양한 학문에서 파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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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과목은 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국가·사
회적으로 요구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유정애, 2013). 교양체육도
마찬가지로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자아개념을 확실히 하여 바
람직한 사회성과 도덕성을 함양시켜 삶을 영위하는데 접하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산 정신력과 여가를 활용할 줄 아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개개인의 신체
적성을 발달과 평생스포츠의 실현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경험을 쌓게 하는데 그 목적
을 가지고 있다(이철원, 1998). 따라서 대학에서의 교양체육의 필요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대학생활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며 졸업
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위한 방법을 배우게 한다는 것이다(이재길, 1985).
교양체육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는데, 대학생이 청소년기에 부모와
교사에게 의존했던 삶에서 체육활동을 통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역량을
길러주고(유정애, 권민정, 2013), 지적 및 정서적 능력의 정상적 발달과 신체적 소양
을 갖추게 하며(김재필, 문한식, 2008), 평생 체육의 디딤돌로서 건강 증진을 위한 방
법론적 지식을 일상생활로 전이하여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향사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정의되어 왔다(최정웅, 손명준, 김태형, 김홍석, 2010). 이러한 교양체육의
의미는 대학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교양교육 과목과 비슷한 맥락에서 성인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대학생들에게 기본적 소양을 갖추게 하고 정신건강을 영위할 수 있
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대현과 이주욱(2014)은 대학의 교양체육이 대학 교양교육의 일환으로서 다양하
고 구체적인 역할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첫 번째로 신체적인 능력
향상을 통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숙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두 번째로 기능적 능력 향상을 통해 생활체육으로 입문하게 되는 중요한 동기가 된
다고 하였다. 세 번째로 교양체육은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 향상을 도모하게 되
는데 이를 통해 욕구충족, 근원적 경향성 정화, 안녕감, 스트레스 해소 등의 정서적,
심리적 능력 향상과 공동체 의식 함양, 규칙 준수, 협동과 이해, 사회성 함양 등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의 사회적 능력 향상을 돕는다고 하였다. 네 번째로 체육교육
에서의 지적능력이 실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의미한다고 보아 인지적 능력의 향상
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섯 번째로 신체활동의 의미와 가치, 참가의 목적과
효과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가치인식의 변화를 꾀할 수 있다고 설
명하였다.
이렇게 대학의 교양체육은 한 인간의 성장과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과학과 생산, 이성 중심의
인지적 측면만이 강조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체육과목이 축소되
거나 선택과목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대학에서의 교양체육도 유사한 같은
경우를 겪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대학 교양체육이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는 비판은 오

필수교양체육 만족도가 대학생의 가정건강성과 학교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1125

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그 위상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직 대학 체육계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
교양체육의 위기 관련 담론이 공동체 차원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각 대학의 문제로
치부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논문을 통해 위
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유정애(2013)는 우리나라의 대학 교양체육
이 국가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교양교육으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함으로
써 교육력과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우려하였지만, 우리나라의 대학 교양체육이
본질적으로 교육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육력과 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는데, 대학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양체육 교육
과정 기초 연구, 대학 교양 체육 교육과정 개혁에 대한 자율 연구, 모형중심의 대학
교양 체육 교육과정 연구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였다.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이 전인교육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에 교양체육은
그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교양체육의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수업
당사자인 교·강사와 학생들의 만족도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유정애와 권민
정(2013)은 그동안의 대학 교양체육이 관련 담론과 학술 연구의 양적 증가에 반하여
교육수요자 중심의 문제점 분석과 교양체육 전반을 아우르는 교육과정에 대한 개혁
연구가 적극적으로 수행되지 못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대학에서의 교양체육이 필수
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이전되는 경향이 큰 것을 감안하였을 때 교양체육 과목의 수
강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실행이
교양체육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수요자인 대학
생의 관점에서 인식이나 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한광걸과 정
찬수(2004)는 대학생의 성별, 학년에 따라 교양체육 수업의 만족도, 필요성 인식, 흥
미, 수업 운명방식이 어떻게 논의되는지 다루었고, 강창곤(2006)은 여대생의 교양체육
에 관한 인식을 논의하였다. 남진희와 최미선(2009)은 교양체육 수업 중, 무용 수업을
예로 들어 대학생들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고 교양체육과 생활 만족도가 어떠한 관계
를 갖는지 연구하였다.
신체활동을 통한 심리학적 변화와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또한 다수 진행되었는데,
특히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으로서의 신체활동은 신체적 능력이나 자신감
의 증가뿐 아니라, 가정생활 건강의 증진, 학교생활의 적응 등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다양하게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심리학적 변화를 측정할 때에 자주 적용되는 개
념이 가정건강성과 학교생활건강성이다. 두 가지 개념에서 공통적으로 건강 개념이
삽입되어 있는데, WHO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면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
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행복 상태를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가정 건강성은 가정의 화목, 웃어른의 공경,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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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주의적 의식이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발달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정환
경은 학교나 사회 환경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성장할 때에 이는 여전히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작용한다. 가정환경은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인간관계, 태도, 가정의 응집력,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 그리고 자녀들이 느끼는 가족 만족도 수준 등의 핵심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Otto(1963)는 건강한 가족 연구를 통하여 가족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고 인
정하며 다양한 활동을 함께 즐기고 서로의 성장을 고무하는 강점을 지닌 상태로 설
명하였다. 민동일(2007)은 기존의 건강한 가족 개념에 가족 구성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라는 가정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가정건강성을 정의하였고, 이는 가족구성원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전제된 가정환경 안에서 가족구성원들이 가족에 대해
만족하고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며, 윤리적, 사회적으로 공통된 가치체계를 공유하여
이를 기반으로 가족 외의 체계와도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어나간다고 설명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가정건강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들을 다양하게 설명하였
는데, Yoo(2004)는 서구에서 연구된 기존의 척도가 서구 문화권의 개념을 담고 있어
우리나라 실정에 도입함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
리나라 가족의 문화와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척도인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Ⅱ
(KFSS-Ⅱ)를 개발하였는데(유영주, 이인수, 김순기, 최희진, 2013), 이는 현대 우리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령별,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문항으로 가
족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과 목표의 공유, 역할에 대한
충실, 문제해결 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 등의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가정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 전제로 가족구성원의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부모자녀관계, 부부관계, 가체체계 공유 등을 설명하였다. 민동일(2007)은 이러한 기
본 전제가 가정 내에서의 건강 증진을 거쳐 청소년과 대학생 등의 학교생활 적응력
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 및 정신건강에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사회에서의 원활한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인간의 원만하고 정상적인 발달이 가정에서 시작하여 사회로 옮겨간다고 보았을
때, 학교에서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인간은
학교생활을 통해 지식을 습득함을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
과 사회적 기술을 터득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학생들이 입시와 취업 등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욱 많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Han(1985)은 가정환경과 비교하여 학교환경이 학생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 상호간의 심리적 작용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적 환경으로 구분된다고 설
명하였다. 여기에서 심리적 환경이란 학교 구성원이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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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고 있다고 지각할 수 있는 구성원 상호간의 역할기대와 태도, 응결력, 학교 분위
기 등의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차원을 말한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학교환경에 얼마
나 잘 적응하느냐를 가리키는 것이 학교생활건강성 척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를 보면 학교생활건강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업성적, 자아
관, 자존감 등의 개인특성변인과 부모의 직업, 수입, 가족 수 등의 가족특성변인, 그
리고 사회적지지,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학교생활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데, 학
교의 물리적 환경, 학교규칙의 적응, 교사와 학생의 관계, 교우관계, 학업활동 등을
측정도구의 하위 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 유광욱과 원유병(2010)은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과 비교하여 교사, 교우, 학업, 규칙 등
의 학교생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노인들의 신체활동과 정신건강 관
련 연구에서 밝혔으며, 김태운(2006)은 대학생의 체육 수업 참가나 스포츠 동아리 활
동 등이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도모가 대학의 교양체육 과목이 지향하는 바임으
로 전제하고, 현대사회에서 대학의 교양체육이 대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하
여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교양체육을 수강하
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정건강성과 학교생활건강성을 측정하여 교양체육 수강
이 올바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함께 학생
들의 수업 만족도를 분석하여, 수업 만족도와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이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교양체육 과목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채택
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에, 수강학생들이 수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것이 대학생들의 가정건강성과 학교생활건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명확
히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
하여 수업의 만족도와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을 측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Ⅱ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교양체육이 대학생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의 건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 교육과정에서 교양체육을 필수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D광역시 소재 D대학교의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대학교는 일
명 ‘스포츠건강체력 인증제’를 도입하여 2011년 신입생부터 모든 재학생이 교양체육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모든 수강생이 수업 초반에 체력테스트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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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앉아 윗몸 굽히기, 50m달리기 등의 정부가 마련한 국
민건강체력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줄넘기, 트레킹 등의 체력강화와 플
라잉디스크, 티볼 등의 새로운 스포츠 종목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필
수 교양체육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D대학교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첫째주 일주일간 구글독스(Googledocs)를 활용한 웹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
목적과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였다. 표본추출은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편의표본추출법
(Cluster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추출하였고, 설문지의 작성은 교양체육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자기평가기입(Self administration method)하도록 유도하였
다. 표본으로 추출된 25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판
단되는 5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245부를 연구의 목적에 따라 통계 처리하였다. 최
종 245명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성별
학년
합계

변인
남자
여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빈도(명)
116
129
215
16
7
7
245

백분율(%)
47.3
52.7
87.8
6.5
2.9
2.9
100

2. 측정도구

건강

가. 가정

성 측정

대학생의 현재 가정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민동일(2007) 등이 선행연
구에서 활용하였고,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를 유영주, 이인수, 김순기, 최희진
(2013)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한국형 가정건강성 척도를 참고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이용된 설문문항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정건강성은 가족의 신체적 건강, 가족의 정신적 건강, 부부간 관계, 부모와 자녀간
관계, 가치체계공유여부의 5가지 하위 영역의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각 문항은 중립적인 응답 범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다수 활용되는 5점 척도
대신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의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필수교양체육 만족도가 대학생의 가정건강성과 학교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1129

건강

나. 학교생활

성 측정

대학생활에서 느끼는 개인의 생활건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생활건강성을 측정
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생활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민동일(2007)이 개발한 검사지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의 학교생활건강성을 탐색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
었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사지가 개발된 것이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대학생으로 한정된 만큼 연구자의 주관에 의하
여 문항의 단어 등을 적절하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학교생활건강성은 총 31개 문항
으로 교사와의 관계, 교우간 관계, 학업활동, 학교 규칙, 학교의 물리적 환경 등 5가
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가정건강성 측정과 같은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다. 교양체육만족도 측정

교양체육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문항은 유정애, 권민정(2013)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였는데, 이 설문지는 기존에 박혜림(2007), 백평구(2012) 등이 활용한 설문
지를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보완된 것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교양체
육만족도 검사지는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가정건강성과 학교생활건강성 측정
과 같은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뢰

3.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

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구성하였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타당도를 확보한 후, 사전조사
후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실제 조사에 사용하였다.
설문내용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전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KMO(Kaiser
Meyer-Olkin Measure)와 Bartlett’s의 구형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KMO는 표본의 적
합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가정생활건강성은 .910이었으며,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Bartlett’s 구형성 검정치는 4407.099, ρ=.000로 나타났다. 지수를 확인할 결
과,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정건
강성과 학교생활건강성 연구는 주로 초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되는 경우
가 많은데,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이용자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가정건강성 및 학교생활건강성 요인의 연구대
상 적용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이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추
출방식은 주성분분석, 요인회전은 verimax방식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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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는 가정생활건강성 변인을 요인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설명력 67.5%로 선행
연구와 동일한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2> 가정건강성 하위영역별 문항별 요인분석 및 신뢰도검사
문항
11
16
부부관계 1214
15
13
8
10
가족의
정신적 건강 96
7
20
22
부모-자녀 2117
관계
23
18
19
26
가치체계 2825
공유
27
24
1
3
가족의
신체적 건강 24
5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Cronbach'a)

요인1
.736
.709
.695
.654
.652
.63

9.621
34.361
.868

요인2

.918
.881
.877
.846
.799

4.012
14.327
48.688
.920

요인3

.796
.734
.732
.708
.699
.671
.583

2.469
8.816
57.504
.895

요인4

.869
.869
.837
.694
.575

1.555
5.553
63.057
.878

요인5

.756
.753
.739
.722
.561
1.245
4.445
67.502

<표3>은 학교생활건강성을 요인분석한 결과이며, 전체 설명력 67.5%로 선행연구
에서 나타난 요인분석 결과와 동일한 교사관계, 학교규칙, 학교의 물리적 환경, 학업
활동, 교우관계 등의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필수교양체육 만족도가 대학생의 가정건강성과 학교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1131

<표 3> 학교생활건강성 하위영역별 문항별 요인분석 및 신뢰도검사

구분
6
4
5
교사관계
2
3
7
1
18
20
학교규칙 2322
19
21
29
28
30
학교의
24
물리적 환경 27
31
26
25
13
17
학업활동 16
15
14
9
8
교우관계 10
11
12
고유치
분산
누적
신뢰도 (Cronbach'α)

요인1
.767
.754
.728
.689
.675
.626
.54

10.651
34.357
34.357
.886

요인2

.803
.766
.753
.739
.694
.559

3.362
10.845
45.202
.864

요인3

.734
.717
.717
.661
.604
.6
.553
.454

2.154
6.947
51.149
.865

요인4

.804
.767
.706
.633
.542
1.501
4.841
56.99
.870

요인5

.804
.793
.76
.637
.359
1.453
4.686
61.676
.828

교양체육에 대한 만족도는 선행연구 등을 통해서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보
완하였는데, 과목 제공의 적절성, 이론과목의 다양성, 실기과목의 다양성, 학점 비중,
교·강사의 전문성, 제공 시설의 질적 우수성, 수강인원의 적절성, 평가방식의 합리성
등 8개의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교양체육만족도의 신뢰도는 .909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교양체육만족도 신뢰도
교양체육만족도

문항수
8

신뢰도
.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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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연구대상자에게 수집된 자료는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신뢰도가 낮은 표본을 제외키
시고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sion 21.0 및 AMOS
21.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신뢰도 분석 등의 기초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
째, 대학생의 교양체육 만족도가 가정생활건강성 및 학교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각 변인간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관계규명을 위
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변인간의 종합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경로분석은 관측된 변수들 간의 가정된 인과관계
를 보기 위한 것으로 측정된 교양체육만족도와 가정건강성 및 학교생활건강성 변수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Ⅲ

. 연구결과

건강

1. 교양체육만족도와 가정

건강

성 및 학교생활

성의 상관관계분석

필수 교육과정의 하나로 교양체육을 수강한 대학생들의 교양체육만족도와 각 학생
들의 가정건강성 및 학교생활건강성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진행하였다. 교양체
육만족도와 가정건강성 및 하위요인, 학교생활건강성 및 하위요인 간의 상관관계 분
석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교양체육만족도는 가정건강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건강성의 하위요인 중에서 가족의
정신적 건강을 제외한 가족의 신체적 건강,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가치체계공유와
도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양체육만족도는 학교생활건강
성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건강성의 하위
요인인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활동, 학교규칙, 학교의 물리적 환경 등과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가정건강성과 학교생활건강성과의 관계에서도 정
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양체육에 대한 응답자의 만족도는 가
정건강성과 학교생활건강성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가정건강성과 학교생
활건강성 간의 관계도 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어 응답자의 교양체육만족도, 가정건강성,
학교생활건강성 간에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이용한 변인 설정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양체육만족도와 가정건강성 및 학교생활건강 변인간의 단순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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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교양체육만족도와 가정건강성 및 학교생활건강성 변인간 상관분석
교양체육
만족도
가정건강성
가족신체적
건강
가족정신적
건강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가치체계
공유
학교생활
건강성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업활동
학교규칙
학교 환경

교양체육
만족도

가정
건강성

가족
신체적
건강

가족
정신적
건강

부부관 부모자 가치체
계
녀관계 계공유

1
.002
.456
.616
.271
.502
.401
.382
.397
.273
.430

1
.178**
.092
.226**
-.108
-.249
-.040
-.185
.156
-.012

1
.695**
.577**
.461**
.323**
.389**
.332**
.346**
.385**

학교
생활
건강성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업
활동

학교
규칙

1
.216**

1

.275**

.673**

-.061

.423**

.181**

.844**

.181**

.854**

.213**

.667**

.590**

.484**

.430**

.287**

.404**

.407**

.427**

.326**

.378**

.434**

.570**

.429**

*p<.05 **p<.01 ***p<0.001

**

**

**

**

**

**

**

**

**

**

**

*

1
.428**
.453**
.346**
.326**
.361**
.298**
.383**

1
.404**
.157*
.418**
.221**
.524**
.329**

학교의
물리적
환경

1
.815 **
.721 **
.810 **
.604 **
.815 **

1
.509** 1
.637** .498** 1
.246** .441** .369** 1
.538** .426** .569** .4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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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2. 교양체육만족도와 가정생활

성

교양체육만족도가 가정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
을 진행하여 다음 <표 6>의 결과를 얻었다. 검정 결과, t값은 3.448(p=.001)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모형은 F값이 p=.001에서
11.887의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회귀식에 대한 R2=.201로 20.1%의 설명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교양체육만족도는 가정건강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교양체육만족도와 가정건강성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교양체육만족도

가정건강성

표준오차 베타

t값 유의확률

통계량
R=.216,
0.047 0.216 3.448 0.001 수정R된2=.201,
R2=.043,
F=11.887, p=.001

건강

3. 교양체육만족도와 학교생활

성

교양체육만족도와 학교생활건강성과의 관계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의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교양체육만족도는 학교생활건강성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t값은
11.380(p=.000)으로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값은
129.507(p=.000)의 회귀모형을 보였으며, R2는 .345로 약 34.5%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표 7> 교양체육만족도와 학교생활건강성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표준오차 베타

교양체육만족도 학교생활건강성 .040

건강

4. 교양체육만족도와 가정

t값 유의확률

통계량
R=.590,
.456 11.380 .000 수정R된2=R.324=8,.345,
F=129.507, p=.000

건강

성 및 학교생활

성 경로분석

앞에서 진행한 교양체육만족도와 가정건강성 및 학교생활건강성 간의 회귀분석과
병행하여 수집된 관측변수의 평균값을 바탕으로 대학생의 교양체육만족도와 가정건
강성 및 학교생활건강성의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
시하였다. <표 8>의 결과를 확인하면, 교양체육만족도는 가정건강성(β=.216)과 학교
생활건강성(β=.509)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가정건강성은 학교생활건강성(β=.374)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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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교양체육만족도, 가정건강성 및 학교생활건강성의 경로분석 결과
독립변수
교양체육만족도
가정건강성
R2

*p<.05 **p<.01 ***p<0.001

가정건강
성
.216***
.047

종속변수

학교생활***만족도
.509***
.374
.481.

다음 <그림1>은 위의 분석결과를 경로모형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교양체육만족도, 가정건강성 및 학교생활건강성의 경로모형
경로모형을 살펴보면, 교양체육만족도는 가정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정건강성을 매개로 학교생활건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교양체육만족도는 가정건강성 및 학교생활건강성의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유의미한 매개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대학생의 교양체육은 가정건강성과 학교생활건강성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사회심리적인 변수라고 볼 수 있다. 가정건
강성은 가정에서 습득하는 가정교육이나 가정 내의 환경 등을 통해서 형성되고 인지
되는 변인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건강성은 응답자가 학교생활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행위 등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정건강성과 학교
생활건강성은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발현되어 타인과의 관계형성이나 자아형성
등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변인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교양체육의
만족도는 두 변인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양체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이 인지하는 가정건강성 및 학교생활건강성
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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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교육과정 중에서 교양체육의 영향을 가정건강성과 학교생활건강
성의 측면에서 접근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정건강성은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 가정환
경이나 가족 내부의 화목 등의 중요시되는 개념이며 학교생활건강성은 학교의 규정이
나 학교 내의 대인관계 등에서 요구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발달의
과정이나 현대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는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밀접한 소속감을 제공하는 사회 단위로 한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역인 것이
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양체육만족
도가 한 개인의 가정건강성 및 학교생활건강성에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교양체육의 만족도는 가정건강성과 학교생활건강성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체육만족도와 가정건강성 및 가정건강성 하위요
인, 학교생활건강성 및 학교생활건강성 하위요인은 대부분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으며,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서도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교양체
육만족도, 가정건강성 및 학교생활건강성의 경로분석의 결과에서도 서로 양의 인과관
계를 보였으며, 가정건강성과 학교생활건강성의 인과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양체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양체육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밝히
고 있듯이 위기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육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대학의 체육교육이 위기를 맞이했다는 비판이 있어왔
다,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교육부의 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체육 교과군의 독립을 통해 체육과목을
필수로 지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체육과목이 순위에
서 밀려나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조성원, 원영신, 이민규, 2013). 최근에는 학교에
서의 체육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 특히 전공교육과 교양교
육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체육 과목은 체력을 향상시켜 신체적 건강
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식에만 편중되지 않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조화로운 인
재를 길러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평생스포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
학에서의 교양체육과정과의 연계 등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김판규와 양종훈(2008)
은 체육활동이 학생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여 장래 사회인으로서의 교양과 사회생
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조성원, 원영신, 이민규(2013)는 교양체육은
미래 사회의 주축이 될 대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설명하였다. 앞서 언급하
였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학교체육, 특히 대학에서의 교양체육은 그 중요성과 역할에
비해 경시되는 경향이 있어왔다. 최근 그 중요성이 자주 언급되고는 있지만 아직 미
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된 D대학교의 경우, 교양체육

필수교양체육 만족도가 대학생의 가정건강성과 학교생활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1137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전환하여 모든 대학생들이 필수로 수강하게 하였다. 본래 강제
성은 대상자로 하여금 무능함과 피로, 반발을 낳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동반하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 강제성을 갖는 필수과목임에도 불
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학생들의 가정건강성과 학교
생활건강성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는 적절한 신체활동이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미루
어보아, 교양체육과목의 수강과 필수과목화가 대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
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현재 교양체육 과목의 축소
나 선택과목화 등을 진행하고 있는 기존의 대학이 이상적인 대학교육을 진행하기 위
한 방안의 하나로 교양체육과목의 필수화를 고려해볼 것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다양한 제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교양체육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의 가정건강성과 학
교생활건강성을 측정함에 있어, 필수과목으로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만을 연구대상
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이다. 객관성과 타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교양체육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비교, 연구하
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더욱 정교한 통계기법을 활
용하여 변인간의 세분화된 인과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현재의 대학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양체육이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가정과 학교의 측면에서 접근하고자한 탐색적 연구이다. 교육과정을 통해 경험
하게되는 체육은 청소년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게도 교양 체육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요
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의 교양교육과 교양체육 과목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회인을 육성한
다는 그 가치와 목표설정에서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 필수교양과목으로서의
교양체육이 대학생들의 가정건강성과 학교생활건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 명확해졌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몇 가지 의의를 가
짐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인위적인 처치를 통해 결과를 얻은 실험연구가 아닌 실제
필수교양체육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또한 교
양체육의 축소나 선택화를 고려하고 있는 대학에 필수과목화를 제언할 수 있다는 의
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필수교양체육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영향이나 부정적인 영향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교양체육과목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 다양한 후속연구에 기본적인
정보를 제언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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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to

F

amily

Strengths and School Life Adjustment on the Physical

q

Education as a Re uired Subject.

Won, Ju-yean(Daejeon University)

Korean school physical education is facing a crisis such as reducing and optional or
selective subjects of physical education courses on university curriculum. On these
fields, there’s a lot of researches like the physical education courses effect college
students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 positive effects. In this study, I analyzed how
satisfaction of physical education course as a liberal education in university effects on
university stud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life adjustments(First week of
November 2015, used web survey via Googledocs, n=245). As a result, the satisfaction
of physical education course as a liberal education in university effects university
students’ family strengths and school life adjustments, and family strength variation
mediated satisfaction value and school life adjustment value.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mandatory general education liberal arts physical education as a subject that
is possible to give a positive impact of health outcomes school life health of college
students home, since revealed through this study. On this basis, healthy modern
society in order to foster, it will be able to propose through the bar this study
advance educated physical education university.
Key words: physical education, college students, family strengths,
school life adju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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