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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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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희 진

서 울 대 학 교 대 학 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무용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 및 무용

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그리고

무용지속의도 간 구조관계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예술 고등학교 및 대학교 여

학생 중, 학교급에 따라 고등학생 193명, 대학생 184명, 전공에 따라 발레 142명,

한국무용 160명, 현대무용 75명 등 총 377명이 선정되었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질문 내용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아탄력성 관련 질문 19문항, 무용만족도 관련 질문 21문항, 무용지속의도

관련 질문 11문항 등 총 51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0, AMOS 18.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빈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방법과 자료 분

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에서는 낙관적 태도, 무용만족도에서는 생리적 만족, 무

용지속의도에서는 강화성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고등학생들이 대학

생들에 비해 대인관계 효율감과 심리적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

무용전공학생들이 발레나 한국무용전공학생들에 비해 낙관적 태도와 대인관계

효율감, 심리적·교육적·사회적·휴식적·생리적 만족, 그리고 경향성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낙관적 태도는 무용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은 휴식적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분노조절은 심리적 만족에는 부적인 영향을, 환경적 만족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낙관적 태도는 무용지속의도의 모든 하위요인에도 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은 경향성과 강화성에 정적인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무용만족도가 높으며

무용지속의도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서는 집단 간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공에 따라서는 발레 집단은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집단에

서는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무용전공학생,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

학번: 2011-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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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무용은 삶의 표현이며, 인간 생활 그 자체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인간적

인 예술로서, 신체를 통하여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미적 가치가 개입된

특별한 종류의 동작으로 공연을 통해 완성되는 예술의 한 분야이다(황희정,

2010). 무용은 움직임 창작 예술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며 관객과

함께 소통하고, 아름다운 신체, 아름다운 운동을 할 수 있는 신체, 표현력이 풍부

한 신체를 만들어낸다. 또한 정서적 불안정 또는 침체를 막고 미적욕구를 만족시

켜주는 동시에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며, 무용을 통해 자신과 다른 경험을 가

진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공동사회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킨다(유인애, 2011; 육완

순, 이희선, 1992; 정은혜, 1995).

이처럼 무용은 인간에게 유익함을 가져다주지만, 실제로 무용을 전공하는 학

생들은 어린 나이에 무용을 시작하여 전문 무용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무용전공학생들은 계속되는 연습과 시험, 대회, 그리고 공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체중조절, 과훈련, 부상, 경쟁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불

안, 긴장, 좌절 등의 부정적 심리상태를 야기한다(조아라, 2006). 그러나 대다수의

무용전공학생들은 신체적 표현 기법에 주안점을 두는 무용연습만을 중시하여 심

리훈련이나 심리적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시간

과 비용을 투자하여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진 최고의 기량을 발

휘하여 전문 무용수로 성장하기 이전에 슬럼프, 스트레스 및 탈진과 같은 부정적

심리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Koutedakis, 2000). 우수한 기량을 가진 학생들이 심리

적인 문제로 인해 부정적 상황에 자주 노출됨으로써 무용을 포기하거나 그만두

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무용계의 발전에 있어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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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최근 무용학 연구자들은 무용을 중도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무용지속의도에 관한 연구를 시작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용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용지속의도 형성에 기여

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으로, 무용전공학생들의 중도탈락을

막고 심리적으로 보다 건강하게 무용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무용지속의도의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무용지속의도란 무용전공학생들이 무용 활동에 직접 참가하며 그 활동을 규

칙적으로 행하는 정도와 무용에 대한 집착 또는 지속, 애착을 의미하며 무용을

지속할 의지력이라 할 수 있다(Weinberg & Gould, 1995). 무용전공학생들을 대상

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무용지속의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미(양

선미, 2007), 신체적 자기개념(손수미, 2010), 무용 성취와 참가 초기의 인지능력

(강미선, 이예순, 1999) 등이 무용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

고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 앞서 연구자가 무용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 186명을

대상으로 무용지속의도 요인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등학생의 무용

지속의도 결정 요인으로는 재미, 흥미, 미래 성취, ‘할 게 없어서’, ‘그만두기엔

늦어서’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대학생 역시 무용지속의도 결정 요인으로 흥

미, 적성, 자신감, ‘오래 해 와서’, ‘할 게 없어서’ 등의 요인이 도출되었다. 선행

연구와 사전 조사를 통해 살펴본 결과, 개인의 긍정적 심리요인과 무용지속의도

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들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의 긍정적 심리요인인 자아탄력성과 무

용만족도가 무용지속의도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개인의 특성 혹은 성격의 한 유형으로 보는 정신

분석학적관점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

경에서 자아 통제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성공적인 적

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Block & Kremen, 1996). 동일한 스트레스 환

경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충동통제와 정서조절을 통하여 스트레스 상황

에 잘 적응하며 고통과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반면에,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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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통성이 부족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Block &

Block, 1980).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소로서 Block과 Block(1980)이 제시한 자아탄력

적인 개인의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융통성 있고 통합

된 수행 둘째, 성격안정성 셋째, 자신감 넷째, 창조성과 새로움 추구 다섯째, 정

서표현의 적절성 여섯째, 유능성, 유창성, 영리함 등의 인지능력 등이 있으며,

Klohnen(1996)은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성격특징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요소들로 낙천성, 자율성 및 능동적인 활동성, 타인에 대한 공감, 원만한

대인관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무용분야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권묘정(2010)과 최

소빈, 양지수(2012)는 예술 고등학교 무용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며 무용능력성취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선

행연구를 통하여 무용전공학생들에게 내재하고 있는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 상

황에서 보다 잘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빈번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무용전공학생들이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여 무용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과 무용지속의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 관련 선행연구에

서 내적동기 유형을 가진 학생들이 자아탄력성이 높고(이나영, 2008), 자아탄력성

의 하위 요인 중 활력성과 낙관성이 높을수록 학습된 무기력이 감소한다는 결과

가 보고되었다(이지연, 2011).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의 하위

요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내적인 심리적 측면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된 무용전공학생들의 강한 내적 동기를

통해서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여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무용지

속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무용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으로 무용만족도를 들 수 있다.

무용만족도는 무용 상황에서 나타나는 주관적인 감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좀 더 구체적인 의미로는 무용 활동의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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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Beard & Regheb, 1980). 무용전

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에 관한 연구는 무용수행 상황 뿐 아니라 학교생활,

무용수업, 전공 선택, 공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김연진, 2009), 교수행동유형

(유진, 백민경, 2009) 등을 제외하면 심리적 요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용전공학생들은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과 자기효능

감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며(이소연, 2009; 정은영, 2007), 스트레스 상황에

서 정서 중심적 대처나 소망 추구적 대처와 같은 소극적 대처를 하는 것보다 문

제 중심적 대처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와 같은 적극적 대처를 할 경우에 만족

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송원익, 강경모, 2006).

이와 같이 무용 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과 만족감은 지속적인 참

가의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양선미(2007)는 무용 수업이 재미있을수록 만족도가

높으며 이는 무용 활동에 대한 지속적 참가 의사와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김승민(2011)은 무용유형에 따라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무용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무용 활동의 지속성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박지영(2011)은 무용 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정신적 만족이 참여지속 가능성과 참여지속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하여 학생들이 무용 활동에 몰두하여 만족감을 느

낌으로써 무용지속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역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이들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한다는 연구결과는 찾아보기가 힘들지

만, 자아탄력성 관련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생활만족,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 임경희, 2010). 또한 무용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난 자기효능감, 교

우관계,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 스트레스 대처 등의 요인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

인인 자신감, 대인관계 효율성, 분노 조절 등과 유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아

탄력성이 무용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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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그리고 무용지속의도 간 긴밀한 상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가 어렵다.

요약하자면, 빈번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무용전공학생들이 최고의 기량

을 발휘하며 무용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보다 건강하게 무용을 지

속하기 위해서는 무용지속의도의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가 무용지속의도의 선행변

인으로써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역시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무용

만족도 및 무용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들 간의 구조관

계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무용전공자, 나아가 전문 무용수들의

활발한 무용 활동과 지속에 유익한 자료로 제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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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

및 무용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그리고 무용지속의도 간 구조관계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정하였다.

1) 무용전공학생들의 학교급에 따른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의

성향을 규명한다.

2) 무용전공학생들의 전공에 따른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의 성

향을 규명한다.

3)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 및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다.

4)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그리고 무용지속의도 간 연구모형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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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배경변인(학교급, 전공)에 따라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는 차

이가 있는가?

2) 자아탄력성은 무용만족도 및 무용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자아탄력성은 무용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자아탄력성은 무용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그리고 무용지속의도 간 연구모형은 적합한가?

<그림 1.> 연구모형

(1) 연구문제에 따라 설정한 <그림 1>의 연구모형이 적합한가?

(2) 연구모형에서 자아탄력성과 무용지속의도 간 경로가 학교급에 따라 차이

가 있는가?

(3) 연구모형에서 자아탄력성과 무용지속의도 간 경로가 전공에 따라 차이

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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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용전공학생: 예술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의 무용과에서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으며 공연과 작품 활동에 참가하는 무용전공자를

의미한다.

2)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Block과 Kremen(1996)이 정의한 자아탄력성 개

념을 사용한다.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자아 통제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성공

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3) 무용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Beard와 Ragheb(1980)이 정의한 여가만족에 대

한 개념을 무용에 적용시켜 사용한다. 즉 무용만족도란 ‘무용 활동의 선택

과 참가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고 획득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으

로 정의하였다.

4) 무용지속의도: Weinberg와 Gould(1995)가 정의한 운동지속에 대한 개념을

무용에 적용시켜 사용한다. 즉 무용지속의도란 개인이 연습에 직접 참가하

며 그 활동을 규칙적으로 행하는 정도와 무용에 대한 집착 또는 지속, 애

착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무용을 지속할 의지력으로 의미를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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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예술무용의 개념고찰

1) 예술무용의 개념

무용은 삶의 표현이며, 인간 생활 그 자체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인간적

인 예술이다. 무용은 모든 예술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 사람들의 태도나

감정의 변천에 따라 발생된 본능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서유진, 2005). 무용은

낭만주의, 고전주의, 표현주의, 형식주의 등의 사조를 거치면서 그 의미가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대에 와서는 무엇이 무용이고 무엇이 무용이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워졌다. 무엇이 무용과 다른 것을 구분하고, 무엇이 무용을 예술이 되도록

만드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은 무용의 세 가지 특수성으로 그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무용에서의 유일한 매체는 ‘몸’이다. 둘째, 무용은 ‘특별한 종류의

동작’이다. 셋째, 무용은 ‘공연을 통해 완성’된다(황희정, 2010).

이처럼 무용은 신체를 통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의 한 분야

로, 무용이 갖는 예술로서의 특성 중의 하나는 무용의 표현체가 인간의 신체라는

것이다. 무용의 본질은 신체의 움직임에 있으며 그 움직임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

간형성이 무용인 것이다(정소영, 2007). 고대 희랍의 플라톤(Platon)은 일찍이 ‘무

용은 육체와 율동을 연결하는 매개체이다’라고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

는 무용을 ‘인간의 성격이나 감정 혹은 행동을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모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18세기의 유명했던 무용가 장 죠르쥐 노베르(Jean-George

Noverre, 1727-1810)는 ‘무용은 아름다운 자연의 충실한 모방’이라고 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18세기까지의 예술이론으로써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모방론과 같

은 입장으로, 무용이란 인간의 신체를 이용한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사상과 감

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일차적인 정의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권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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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3).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은 무수히 많은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무용예술

의 움직임은 일상의 움직임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일상적인 움직임

과 스포츠, 여타의 오락적인 행위에서의 움직임과 예술적 가치를 지닌 움직임인

무용의 차이를 비교해보았을 때, 이것은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즉, 예술로 일

컬어지는 무용은 예술적인 목적성, 리드미컬하게 양식화된 움직임, 구조적 형식

등을 기반으로 언어가 아닌 독특한 신체동작을 통해 심미적인 가치를 의도적으

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유인애, 2011).

나아가 19세기 말에는 예술의 흐름과 함께 무용 역시 예술가의 정서의 표현

에 초점이 맞춰졌다. 표현론은 예술가의 표현 충동에 의해 예술가 내면의 감정이

외부로 표현된 것을 예술이라고 지칭하는 감정을 중시하는 예술 이론이다(김말

복, 2003). 송수남(1980)은 무용은 육체를 소재로 하여 내적 외적행동이 따르면

서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것으로, 표현의 범위는 감정을 넘어 미세한 감각이

나 사상에까지 미친다고 하였다. 존 마틴(John martin, 1893-1985)은 ‘무용예술은

사람이 이성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사상 및 감정을 신체 움직임이라는 매체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권윤방 외, 2003). 이러한 접근은 무용을 단순한

신체 움직임으로 정의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사상과 감정, 내적인 충동을 외부로

표출하며 미적 가치 판단이 개입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무용을 무대를 통해 완성되는 공연예술 또는 다른 예술과의 협동 작업

을 통해 완성되는 종합예술의 관점에서도 정의할 수 있는데, 안제승(1978)은 무

용을 ‘인간의 감각, 감정, 정서, 관념, 사상 등이 음악과 의상, 장치, 조명, 도구와

같은 미학적 배경에 힘입어, 본질로서 규격화 되거나 자유로운 창작적 신체운동

을 연마시켜, 전문가에 의해 안무된 표현운동이 엄격한 훈련을 통해 단련된 무용

수에 의해 재현됨으로서 이룩되는 분위기가 특정주제를 부각, 전달하는 공간적,

시간적, 극장무대예술의 한 형식’이라고 하였다(이정진, 1991).

이처럼 무용은 시대 흐름에 따라,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종합해보면, 무용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미학적인 법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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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영혼이 결합된 신체의 자연 운동으로 표현하는 공 시간적 종합 예술이

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음악과 미술 등 그 밖의 것들을 동원하여 공동 협동 작

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송준영 외, 1999).

2) 예술무용의 분류 및 특성

오늘날 무용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다. 춤이 추어지는 배경과 기능을 단지

예술적인 것에만 국한시킨다 하더라도 몇 백년의 역사와 수명을 지닌 것이 있는

가하면 바로 오늘 태어나는 새로운 무용도 있다(김말복, 2003). 무용은 크게 감상

을 목적으로 하는 무용과 직접 참여하는 무용의 형태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국

내의 예술 고등학교와 대학의 무용과에서는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무용의

개념에서 무용전공을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일

반적인 전공영역의 분류에 따라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1) 한국무용

한국무용은 우리의 춤으로 민족의 사상과 감정을 생활 속에 수용한 우리 민

족의 몸짓이며 감성이라 할 수 있다. 인위적이거나 정형화되지 않은 움직임을 통

하여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함으로써, 춤을 통해 희로애락( )의 다양한 경

험들을 풀어낼 수 있다(안병주, 배수을, 2010).

한국무용은 크게 한국 전통 무용과 한국 창작 무용으로 나누어지며, 전통 무

용은 궁중 무용과 민속 무용으로 분류된다. 궁중 무용은 궁중에서 추었던 춤으로

서 궁 안이라는 지역성을 띤 예술 무용으로 정재무와 일무가 있다. 정재무란 광

대나 재인이 왕을 받드는 춤으로써 이들은 다시 당악 정재와 향악 정재로 나누

어진다(송준영 외, 1999).

정병호(2004)는 춤의 성격이 많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조금씩 변화되어 왔음

에도 불구하고 한국춤이 지닌 일정한 특성들은 몇 가지 모티브로 정형화되어 여

전히 남아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춤의 특성을 1)내향적인 춤과 외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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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 2)반복성의 춤 3)신명의 춤 4)정중동( )의 춤 5)수족상응( )의 춤

6)음악과 화합하는 춤 7)자기표현의 춤 8)즉흥적인 춤 9)내면적인 춤 10)호흡으로

추는 춤 11)선을 그리는 춤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허순선(1996)은 한국춤을 시

연할 때 유의점으로 1)춤에는 흥이 있어야 한다 2)춤에는 힘이 있어야 한다 3)춤

에는 멋이 있어야 한다 4)춤에는 한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춤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국춤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움과 정( )적인 선( )의 흐름,

내면적이면서도 즉흥적인 신명의 춤이다. 여기에서 우리 춤의 멋과 특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한효림, 2005).

(2) 발레

발레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왕실에서 궁정 무용의 형태로 시작된 후 프

랑스로 옮겨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루이 14세는 왕립 무용 아카데미

(Academie Royal De Danse)를 설립하였고, 이 학교의 무용 교사였던 보샹(Pierre

Beauchamps, 1636-1705)은 다섯 가지 발의 포지션과 발레 원칙들을 확립하였다.

이후 발레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 러시아와 미국을 걸쳐 전 세계로 보급되

었다.

발레는 시대와 예술 사조에 따라 크게 4개의 사조로 구분되는데, 이는 각각

수학적인 조형미와 엄격한 규칙 속에 절제된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고전발레, 예

술에서 현실성을 추방하고 환상과 신비로움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던 낭만발레,

음악과 동작 하나 하나의 일체감과 인체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강조한 신고전발

레, 실험적인 아이디어로 감정과 몸의 자유로운 표현을 추구한 모던발레이다. 그

러나 포스트모던시대인 현대에 와서는 그 구분이 점차 없어지고 다시 하나의 개

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정지혜, 2010).

이러한 발레의 기본자세는 허리아래에서부터 무릎, 발목, 발끝 등을 인위적으

로 바깥으로 향하게 하여 회전시킨 턴 아웃(Turn-out)자세에서부터 시작되며, 이

때 자세는 신체가 항상 앞을 향해 열려있게 하고 이 자세를 기초로 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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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수행하도록 하였다(송은주, 2011). 턴 아웃과 더불어 발레의 발끝으로 서

서 추는 기교(쁘앵뜨 기법, Pointe Technique)와 항상 위를 향하는 동작은 신체에

작용하는 중력을 부정하고 천상으로 날아오르고 싶어 하는 인간의 열망을 상징

하는 것이다(김채현, 2008). 이러한 기법은 발레가 가지는 가장 큰 특성인 외향성

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무용수의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3) 현대무용

20세기 초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무용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현대 무용은

발레의 전통적인 테크닉 체계에 대한 도전과 발레의 무용 이념에 대한 혁신으로

서 당대 변화해 가는 현대적인 예술 개념에 들어맞는 무용 양식의 출현이었다.

현대적인 관심사를 담고 현대적인 내용을 지닌 현대 무용은 현실적이고 실제성

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광범위하고 풍부하고 강렬한 감정표현이 가능하

게 되었다. 따라서 20세기 초엽 새로운 춤이 등장하였을 때 비평가들은 발레와

대비되는 현대 무용의 표현성에 주목하여 '표현적인 춤(expressive dance)'이라고

지칭하기도 하였다(김말복, 1999).

현대무용은 왜 춤을 추는가? 무엇을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감정인 고통, 사랑, 슬픔과 본능적 인간의 모습

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다. 현대무용가들은 기존의 스타일과 차별적인

개인의 독창적 움직임 방식을 탐구하고 개발하여 자신의 사상을 표현하는 개성

적인 전달체로서의 무용을 구성하게 된다. 현대무용이 점차 양식화되면서 독창적

인 춤의 형태와 원리가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나경아, 2007).

초기 현대 무용의 선구자들은 자신들의 무용이 기존의 발레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 있어

서 과감한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이 점차 이어져 후기 현대 무용가들은

기존의 무용 기법에 대한 거부, 필요한 구조로서의 내용과 형식의 거부, 정서적

이고 극적인 움직임의 부재, 다원적인 표현과 대중 매체의 사용, 안무상의 통일

성과 직접적인 의사소통, 관객과 연기자 사이의 거리 해소 등과 같은 특징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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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여 무용의 영역과 가능성을 확장시켰다(김원예, 2004). 이러한 움직임은 현재

에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와의 협동 작업을 통해 그 범위를 확

장해가고 있다.

2. 자아탄력성(ego-resilience)

1) 자아탄력성의 개념

라틴어에서 유래된 ‘resilience'란 용어는 물질의 신축적 혹은 유연한 성질을

뜻한다. 탄력성의 사전적 의미는 ‘물체가 외부로부터 힘을 받으면 그 부피와 모

양이 변형되었다가 그 힘이 없어지면 다시 본래의 부피와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성질’ 혹은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성질’이다(다

음 국어사전). 탄력성 관련 연구에서 Rutter(1979)는 탄력성을 ‘개인의 적응을 위

협하는 외적 자극으로부터 적응을 유지하고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

는 능력’, Taub과 Pearrow(2006)는 ‘변화와 스트레스에 대해 건강하고 융통성 있

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탄력성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

라 다양한 용어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탄력성의 개념 정의에 대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에는 의미보다는 용어의 선택에서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

는데, ‘탄력성’(이연실, 2012; 이용준, 박경자, 2005; 장휘숙, 2001; 전은희, 2008;

홍은숙, 2006), ‘심리적 건강성’(이완전, 2002), ‘유연성’(서지영, 2002), ‘적응유연

성’(김순규, 2007; 박순희, 2008, 신현숙, 2003), ‘극복력’(김동희, 2003), ‘회복력’(김

혜성, 1998), ‘자아탄력성’(고혜진, 2005; 구형모, 진연화, 2009; 허원석, 2012)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구희정, 2010).

특히, 다양한 탄력성의 개념 중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개인의 특성, 성격

의 한 유형으로 보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등장한 것으로, 탄력성을 개인적 성

향으로 간주하였다. Block과 Block(1980)은 개인의 행동 및 정서적 문제를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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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탄력성과 함께 자아 통제라는 개념을 소개하였으며, 적절한 자아 통제

를 할 수 있을 때 탄력적이라고 보았다(Block et al., 1988; Block & Kremen,

1996). Block과 Kremen(1996)은 자아탄력성을 변화와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자아 통제 수준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이

룰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즉 자아탄력성은 탄력성과 유사하면서도 구별

되는 개념으로 개인의 ‘자아’와 상황에 따라 자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유은애, 2008).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Block과 Block(1980)은 동일한 스트

레스 환경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충동통제와 정서조절을 통하여 스트레

스 상황에 잘 적응하며 고통과 스트레스를 덜 느끼는 반면에,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융통성이 부족하여 스트레스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하였

다. O'connell-Higgins(1983)는 자아탄력적인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도 경험을 구조

적으로 인식하는 능력과 긍정적인 신념을 유지하는 강한 능력 등을 가지고 있으

며 자율성이 강하고 사회 지향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으며, 황순택, 구형모,

김지혜(2000)는 성실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경험에 대해 개방

적이라고 하였다.

2) 자아탄력성 구성요인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으로써 Block과 Block(1980)이 제시한 자아탄력적인 개

인의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융통성 있고 통합된 수행

(스트레스 대처능력 및 다양한 문제해결 전략) 둘째, 성격안정성 셋째, 자신감(자

기 확신 및 수용) 넷째, 능동적인 참여와 융통성 있는 적응(창조성과 새로움 추

구) 다섯째, 대인관계(정서표현의 적절성, 공감 능력) 여섯째, 유능성, 유창성, 영

리함 등의 인지능력 등이 있다. Klohnen(1996)은 낙천성, 생산적이고 자율적인 활

동성, 대인관계에서의 통찰력과 따스함, 능숙한 자기표현력 등을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O'Connell-Higgins(1983)와 Block과 Kremen(1996)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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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바탕으로 한 박은희(1996)의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

심, 낙관성 등이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으로 나타났으며, Klohnen(1996)이

Block(1961/1978)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 타당화한 척도를 번안한 박현진(1996)

의 연구에서는 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감, 자신감, 분노조절 등이 구성요인으

로 제시되었다.

또한 윤현희(2001)는 부모보고형 자아탄력성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래

관계와 낙천성, 공감과 자기 수용,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자신감, 이해력, 리더쉽

등을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으며, 전희숙(2007)은 가족관계, 낙천

성, 인기·인정, 성격안정성, 인지능력, 정서표현력 등을, 김미향, 김성희(2010)는

긍정사고, 문제해결, 친밀행동, 감정조절, 자율행동 등을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

으로 제시하였다.

Klohnen(1996)이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성격특징에 관한 연구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난 요소들로 제시한 낙천성, 자율성 및 능동적인 활동성, 타인에 대한 공

감, 원만한 대인관계 등의 요인들이 국내의 연구에서 제시된 구성요인들과도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몇몇 연구에서는 자신감이나 감정 조절 등의 요인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에 관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탄력성의 개념에

대한 모호함과 그에 따른 척도개발에 있어서의 구성요인 불일치로 인하여 아직

까지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가 명료하고 심도있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자들 간의 일치점을

찾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무용과 자아탄력성

무용에서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뉘어 진행되

었다. 첫째는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무용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둘째는 무용

관련 타 변인과의 관계 분석 등이다.

먼저,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무용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것으로는 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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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김나영(2009)이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용/동작치료가 자아탄력성과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연구가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학

생 20명을 대상으로 치료집단과 통제집단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치료집단은 자

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 활력, 호기심, 낙관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통제집단은 오히려 평균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용/동작

치료가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된 아동들에게 움직임 표현을 통하여 긍정적인 자

아형성을 돕고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무용을 통한 자아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는 매

우 미비한 실정이며, 무용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용 활동이 자아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무용전공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이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을 통제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아

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무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무용관련 타 변인과의 관계분석에 관한 것으로는 무용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과 무용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있

다. 권묘정(2010)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적응을 잘하며 무용능력

성취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학교생활 적응과 무용성취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자아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소빈과 양

지수(2012)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특히 낙관적 태도가 무용능

력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무용 활동에 있어서 자아탄력성

이 중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무용전공 분야에 있어서 연구가 매우 미비한 실

정으로, 빈번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무용전공학생들이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여 무용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갖추고 함양할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

욱 더 필요할 것이다.



- 18 -

3. 무용만족도

1) 만족의 개념

만족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 상

태이며, 만족감은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다(양광희, 2000). 그러므로 만족

감은 개인의 과거나 현재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고 기대 수준이 어느 정도인

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Burr 등(1979)은 만족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실제로 받은 보상 사이의

일치 정도라고 정의하였고, Campbell 등(1976)은 일정한 목표나 욕구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 상태를 만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인간의 만족감을 열망과

성취의 관계로 보았다. 즉, 인간의 만족감이란 일차적으로 개인이 희망하는 상황

(열망)과 실제로 향유하는 상황(성취)간의 격차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박미

나, 2009).

만족의 개념은 연구자들마다 연구목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만족의 개념

을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만족은 개인이 갖는 기대

와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정도이다. 평소 받던 만큼의 보상과 일치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기대 수준이나 성과수준에 비해

실제로 얻은 성과의 수준이 낮을 때 불만족이 일어날 수 있다. 즉 개인의 과거

경험에 의해 내면화된 내적 기준과 실제 보상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서 일치 정

도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둘째, 만족은 주관적으로 경험한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이라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만족은

특별한 면에 대해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며 일종의 태도라고 볼

수 있다(김수연, 200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족의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만족은 개인의 경험에

서 얻어지는 결과이며 경험 후에 기대했던 수준과 비교하여 느끼는 주관적인 감

정의 판단이다. 또한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만족감은 각기 다르게 느껴지며 인간

관계의 상호적인 작용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의 정도라고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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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최경미, 2005).

2) 무용만족도

무용만족도는 앞서 살펴본 만족의 개념과 같이 무용 상황에서 나타나는 주관

적인 감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Beard와 Ragheb(1980)의 여가만족에 대한 정

의를 무용에 적용시켜 보면 무용만족도란 무용 활동의 선택과 참가의 결과로서

개인이 형성하고 획득하는 긍정적 인식 또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

무용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에 관한 연구는 무용수행만족(김지은, 2011;

민윤미, 2010; 정세진, 2010), 수업만족(강희수, 2003, 김연진, 2009; 오혜림, 2010),

생활만족(이소연, 2009; 이혜경, 2009), 무용활동만족(김수연, 2009; 박인실, 2006;

박진희, 2010), 전공만족(백순기, 2006; 백정희, 2007; 서미선, 2006; 송원익, 강경

모, 2006; 정은영, 2007), 공연만족(구혜민, 2009; 신숙경, 2008) 등의 형태로 무용

수행 상황 뿐 아니라 학교생활, 수업, 전공 선택에 걸친 다양한 영역에서 접근하

고 있다. <표 1>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무용만족 연구들을 무용 상황에서 나타나

는 만족의 영역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무용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무용만족도와 관련된 요인들을

밝혀내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도

자의 지도행동유형(김연진, 2009), 교수행동유형(유진, 백민경, 2009) 등을 제외하

면 심리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용전공학생들은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자기능력에 대한 지각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며(이

소연, 2009; 정은영, 2007),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서 중심적 대처나 소망 추구적

대처와 같은 소극적 대처를 하는 것보다 문제 중심적 대처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와 같은 적극적 대처를 할 경우에 만족감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송원

익, 강경모,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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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만족영역 연구자 연구내용

무용수행만족

김지은

(2011)
발레전공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과 무용수행만족의 관계

정세진

(2010)

대학 무용전공자의 성취목표성향이 무용수행만족도와 무용자신감

에 미치는 영향

민윤미

(2010)

무용전공 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이 자아개념과 무용스트레스 및 

무용수행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업만족

오혜림

(2010)

무용전공 대학생의 신체적 자기지각과 자기효능감이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연진

(2009)

지도자의 지도행동 유형이 무용전공학생의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유진, 

백민경 

(2009)

교수행동유형이 대학무용전공자의 무용몰입과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강희수 

(2003)
무용전공자들의 심리적요인과 수업만족도와의 관계

생활만족

이소연 

(2009)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

한 연구

이혜경

(2009)
무용전공자의 공연활동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 

무용활동만족

김수연 

(2009)
무용전공자들의 내적동기와 무용활동만족의 관계

박진희,

김하진

(2011)

무용전공대학생의 무용활동만족과 지도자 신뢰의 관계

박진희 

(2010)
무용전공 유형별 내적동기와 무용활동만족의 관계

전공만족

정은영 

(2007)

무용전공 여대생의 자기능력지각, 자기효능감 및 전공 만족도와의 

관계

백정희

(2007)
대학 무용전공자의 신체자신감과 학습태도 및 전공만족의 관계

송원익, 

강경모 

(2006)

무용전공자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전공만족과의 관계

공연만족

구혜민 

(2009)
무용전공자의 무용몰입경험과 공연만족의 관계

신숙경 

(2008)

무용전공자의 몰입경험이 공연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연구

김명주, 

김정련 

(2010)

무용전공자의 완벽주의 성향이 자기효능감 및 공연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

표 1. 무용만족도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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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용지속의도(adherence)

1) 무용지속의도의 개념

Weinberg와 Gould(1995)의 운동지속에 대한 정의를 무용 상황에 적용시켜 보

면, 무용지속의도란 개인이 연습에 직접 참가하며 그 활동을 규칙적으로 행하는

정도와 무용에 대한 집착 또는 지속, 애착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무용을 지

속할 의지력으로 개념이 한정된다.

이러한 무용지속의도의 개념은 본래 운동학적 관점에서 온 것으로, 그 개념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자들에 의해 운동지속이 어떻게 정의되어 왔는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운동지속이란 특정 개인이 운동에 직접 참가하고 그 활동

을 정규적으로 행하는 것이다(김은애, 2002). 운동지속은 대개 조사 편의상 출석

률로 나타내고 있으며 ACSM(American College of Sport Medicine, 2000)의 지침에

의하면 정규적인 운동 참가란 일주일에 3번 이상 신체활동을 행하며, 1회 신체활

동이 1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Gale 등(1984)은 운동수업에서

10%이하의 출석률을 보인 사람을 초기 중단자, 10~49%의 출석률을 보인 사람을

비지속자, 50% 이상 수업에 출석한 사람을 지속자로 간주했다. Martin과

Dubbert(1982)는 지속을 백분율로 나타낸 이상적 지속(ideal adherence)이라는 용어

를 소개했다. 이상적 지속에 대한 성공여부는 참가자 자신이 사전에 정한 기준과

관측된 지속(observed adherence)을 비교함으로서 결정된다고 하였다. 한편 시간적

인 측면에서 운동지속의 정의를 살펴보면 김영재(2001)는 운동지속을 스포츠나

운동을 주 3회 3개월 이상 참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김은애(2002)는 특정 개

인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가하며 6개월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가하는 것으

로 정의하였다. 운동지속에 대한 정의는 국내에서는 운동집착(박정근, 1994; 현정

희, 1999)이라는 용어로 해석되기도 하였으며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이와 같이 운동지속의 정의는 연구목적에 따라서 연구자간에 차이가 존재한다(장

옥희, 2011).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운동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규

칙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운동참가자들이 규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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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얼마나 지속하느냐가 운동지속수행의 주된 관심사가 된다는 것이다(강성

구, 2012).

한편 Corbin과 Lindsey(1994)는 운동지속의 개념을 한 개인이 규칙적인 신체운

동을 삶의 한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로 간주하며 최초의 운동지속 측정도구

인 운동 지속 검사지(EAQ; Exercise Adherence Questionnaire)를 개발하였다. 이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경향성(Predisposing), 가능성(Enabling), 강화성

(Reinforcing)을 하위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경향성 요인은 두 가지로 나뉘는

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 확신, 자기 효능감,

안전한 환경, 접근 등의 요인과, ‘가치가 있는 일일까?’하는 물음에 해당하는 것

으로 자기 동기, 즐거움, 균형적인 태도, 신념, 지식 등이 요인이 포함된다. 둘째,

가능성 요인은 운동계획을 수행하려고 하는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목적,

자기평가, 자기계획, 자기보고, 수행기술, 대처기술, 소비기술, 시간관리 등이 이

에 해당한다. 셋째, 강화성 요인은 평생 동안 규칙적으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

록 하는 요인으로 가족, 친구, 전문가의 도움 등이 포함된다.

2) 무용지속의도 요인

무용지속의도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무용지속의도의 요인을

개인적 요인, 심리적 요인, 지도자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개인적 요인

무용지속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성별에 따른 무용지속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경(2009)과 김은주(2010)가 생활무용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무용지속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둘째, 연령에 따른 무용지속의 차이에 대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김

은주(2010)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무용지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반면, 몇몇 연구에서는 39세 이하의 생활무용 참여집단이 50세 이상의 참여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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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참여지속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정이, 2011; 전병관, 오경록,

2011). 이는 젊은 층이 체력적인 측면이나 날씬한 몸매에 대한 관심이 크고 이를

추구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무용지속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무용지속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을

수록 무용지속이 높다는 일관된 결과가 나타났다. 정세미(1992)는 사회경제적 배

경이 무용참가의 과정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으며, 무용

참가 뿐만 아니라 무용지속에 있어서도 사회경제적 배경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평균적으로 가정의 월수입이 많은 집단이 무용지속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김선경, 2009; 김은주, 2010; 유영주, 2008), 월수입이 적은 집단이

많은 집단에 비해 무용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오근

희, 김경렬, 2000). 다양한 사회 환경적 요인들 중 가정의 수입이 무용의 지속적

인 무용 참여와 매우 유의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은 한국의 무용계 현실 상 의상

비, 레슨비, 작품비, 무용 발표회 운영비 등 무용 연습과 발표회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하므로 가정의 재정적 지원은 지속적인 무용참가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밖 없다(강미선, 이예순, 1999).

넷째, 교육수준에 따른 무용지속 연구에서는 생활무용 참가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용지속이 높게 나타났으며(김은주, 2010), 특히 고학력인 4년제 대학

졸업 생활무용 참여집단이 참여지속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정이,

2011).

다섯째, 참가자의 건강상태와 무용에 대한 가치인식에 따른 무용지속 연구에

서는 건강한 집단일수록 참여지속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정이, 2011),

주관적 건강에 따른 무용지속의 차이에서 본인 스스로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무

용지속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김선경, 2009; 오근희, 김경렬, 2000; 유환희,

2002; 정영린, 1997). 또한 무용 가치인식의 교육적, 신체적, 정신적 가치의 수준

이 높을수록 무용지속의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유영주, 2008).

지금까지 무용지속과 무용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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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결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좋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가자의 건강상태

가 좋으며 무용에 대한 가치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무용지속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무용지속을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요

인들을 함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2) 심리적 요인

무용지속의도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첫째, 무용에 대한 재미는

무용지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주(2010)는 생활무용 참자

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미요인이 무용의 지속적인 참여와 매우 밀접한 영

향력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유정이(2011)는 재미요인 중 특히 성취성과 유능성이

참여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즐거움과 재미는 무용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김유경, 2011; 두이, 2011; 양선미, 2007). 재미의 하위요인 중

성취감이 학생들로 하여금 무용에 재미를 느끼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김유경

(2011)은 상급자의 경우 성취감 요인, 하급자의 경우 신체 정신적 요인 및 성취

감요인이 지속적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양선미(2007)의 연구에서

또한 무용수업의 재미는 무용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재미요인 중 성

취감이 무용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무용 수업을

통해 새로운 동작을 배우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어 스스로 성

취감을 얻으며 재미를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점이 무용 수업의 지속적 참가 의

도의 원동력이 된다.

둘째, 신체적 자기개념에 따른 무용지속 연구에서는 자기 자신의 신체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높아질수록 무용지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주(2010), 손수미(2010)는 신체적 자기지각의 하위변인인 무용 유능

감, 신체적 컨디션, 매력적인 몸매, 체력이 무용지속의 하위변인인 경향성, 가능

성, 강화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 수행 능력, 체력, 건강, 외모에 대한 자신감, 자기 존중감 등이 높아질수록



- 25 -

무용지속행동의 가능성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셋째, 자아 만족과 자아 존중감과 무용지속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아 만

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무용과 같은 신체활동에 지속적으로 참가하여야 한

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김영미 외, 2003; 신혜숙, 오수일, 2007; 정진주, 2002). 생

활무용은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하며 대중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게 하

여 자아 만족감 향상과 더불어 자아 존중감 강화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신

혜숙, 2008).

넷째, 무용참여만족도와 무용지속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만족

도의 하위요인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심영옥(2009)의 연구에서 중년 여성의 경우

한국무용 참여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만족이 지속적 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무용을 통해 얻게 되는 신체적으로 건강

한 삶이 참여자의 지속가능성과 의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박지영(2011)은 초등학교 무용 특기 적성교육 만족도

가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만족도 하위영역 중 정신적 만족이

참여지속 가능성과 참여지속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신의 기능 향상을 위해 수업에 몰두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스트레스 해소와 기분전환의 측면에서 만족감을 느낌으로써 참여지속 의도가 나

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몰입 경험이 무용참여지속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

타났으며, 생활무용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보고

되었다(김유경, 2010; 유정이, 2011; 전병관, 오경록, 2011). 참여자들의 자기관리,

건강증진, 즐거움과 행복감, 연습과 사교활동, 정보교류, 분위기 등이 몰입에 영

향을 미치며, 여가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운동 활동을 위해서는 운동에 몰입하기

위한 시설과 환경, 연습과 혜택, 좋은 분위기를 유지해 몰입경험을 높이고, 정신

적 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전병관, 오경록, 2011).

여섯째, 무용 성취와 참가 초기의 인지능력은 무용참가의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무용 기량의 성취도가 높을수록, 지능이 높고 학과 성적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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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며 자신의 무용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가 높을수록 무용을 오래 지속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강미선, 이예순, 1999).

(3) 지도자 요인

무용지속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지도자의 유형이나 신뢰도에 따라 무용지속의도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

다. 김유경(2011)의 연구에서 훈련과 지시행동 유형, 사회적 지지 행동 유형은 생

활무용참가자들의 지속적 참여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귄위적 행동

유형은 지속적 참여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손수

미(2010)의 연구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무용지속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지도자의 능력이 뛰어나고 일관적인 태도

를 보이며 무용수와의 친밀도가 클수록 무용지속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증가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제시된 요인들 외에도 무용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매우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무용지속의도에 관한 연구가 매우 미비할 뿐 아

니라 무용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무용전공학생들과

생활무용참가자들이 무용을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용지속의

도의 형성에 기여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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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인원(명) 백분율(%)

학교급
고등학교 193 51.2

대학교 184 48.8

전공

발레 142 37.7

한국무용 160 42.4

현대무용 75 19.9

전체 377 100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무용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 및 무용

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그리고

무용지속의도 간 구조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표집을 위해 집락표본추출법(cluster sampling)을

실시하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예술 고등학교 4곳과 4년제 대학 5곳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 여학생 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중 응답내용이

편중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연구 분석에 부적합한 81부를 제외한 377명의 자

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용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나아가 무용수로 활동하

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집단별 인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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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1)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 척도는 Klohnen(1996)이 Block(1961/1978)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

타당화한 것을 박현진(1997)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9문항으

로 낙관적 태도 10문항, 대인관계 효율감 8문항, 자신감 9문항, 분노조절 2문항으

로 긍정적인 진술 4문항과 부정적인 진술 25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에 대한

점수는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점

수가 낮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현진(1997)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를 검사한 결과 .88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EFA 3.0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총 377부의 설문지 중 190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LM: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고, 요인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각회전

(Oblique Rotation)방식 중 Target Rotation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계수의

크기가 .30 이상(보수적인 연구자는 .40 이상으로 함)일 때 측정변수와 요인의 관

련성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여(탁진국, 2011), 본 연구에서는

.30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부하량

(factor loading)이 .30보다 낮은 낙관적 태도 요인 2문항(Q16, Q20), 대인관계 효율

감 요인 1문항(Q3), 자신감 요인 6문항(Q7, Q10, Q11, Q13, Q22, Q24)을 삭제하였

다. 특히 자신감 요인은 총 9문항 중 절반이 넘는 6문항에서 요인부하량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요인에서 요인부하량이 더 높게 나타난 문항이 존

재하였다. 따라서 스포츠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과 무용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 그리고 연구원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확보를 위한 과정을 거쳐 자아탄력성 척도의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낙관적 태도 9문항, 대인관계 효율감 6문항, 자신감 2문항, 분노조절 2문항

등 총 4요인 19문항으로 확정지었으며,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차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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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감
자신감 분노조절 α

Q1

Q2

Q6

Q18

Q20

Q24

Q25

Q28

Q29

.37

.47

.49

.75

.35

.52

.65

.47

.74

.01

.07

.24

-.10

.08

.09

.05

-.05

-.04

.14

.04

.09

-.02

-.06

.16

.04

-.02

-.07

-.05

.16

.00

-.21

.29

-.05

.00

-.06

.13

.825

Q5

Q8

Q9

Q14

Q15

Q21

-.04

.20

.24

.00

-.10

-.20

.78

.45

.46

.58

.86

.81

-.04

-.06

-.06

.14

-.04

.06

-.18

.10

-.01

-.07

.04

.05

.812

Q11

Q22

.26

.02

.07

-.02

.43

.95

.11

.07
.780

Q19

Q27

.01

.06

-.03

.00

.06

.10

.67

.59
.674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가 100.629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RMSEA 값은 .00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

항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자아탄력성 척도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이상과 같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8.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총 377부의 설문지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190부를 제외한

나머지 187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χ2
가 266.323, 자유도 146으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

만(p=.000), CFI는 .898, TLI는 .880, RMSEA는 .067로 나타났다. χ2 검정이 기각되

었다는 것은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엄격한 기준을 가

지고 있는 χ2
검정의 특징으로 인해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 30 -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다. Browne & Cudeck(1993)은 RMSEA 값이 .05이하는 좋

은 적합도, .05-.08사이는 괜찮은 적합도, .10이하는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부

적절한 적합도라고 하였으며, CFI와 TLI는 .9이상이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홍

세희, 2000).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FI와 TLI 값이 .9이하로 나타났지

만 만족할 만한 적합도 지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 외의 적합도 지수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아탄력성 최종 문항을 낙관적 태도 9

문항, 대인관계 효율감 6문항, 자신감 2문항, 분노조절 2문항으로 총 4요인 19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2) 무용만족도

무용만족도 척도는 Beard와 Ragheb(1980)에 의해 개발되고 이종길(1992)이 번

안하여 사용한 여가만족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 LSS)를 무용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최초 51개 문항에서 24개 문항으로 축소된

것으로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등의 6개 하위척도로 구

성되어 있으며, 6개 하위척도는 각 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에 대한 점

수는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무용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종길(1992)이 번안하여 사용한 척

도의 신뢰도(Cronbach's a)를 검사한 결과, Beard와 Regheb의 신뢰도 계수인 최저

.86에서 최고 .92(전체: .96)보다 낮은 수준인 최저 .679에서 최고 .823(전체: .911)

으로 나타났지만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만족도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EFA 3.0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총 377부의 설문지 중 190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LM: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고, 요인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각회전

(Oblique Rotation)방식 중 Target Rotation을 사용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30보다 낮은 사회적 만족 2문항(Q40, Q41), 휴

식적 만족 1문항(Q45)을 삭제하였으며, χ2가 173.944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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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α

Q30

Q31

Q32

Q33

.70

.80

.86

.41

.00

.00

.00

.30

-.01

.07

.09

.03

.19

.05

.00

.05

.10

-.01

.00

.12

.02

.01

-.06

-.02

.845

Q34

Q35

Q36

Q37

.05

.23

.06

-.21

.54

.69

.76

.54

.03

-.04

-.02

.28

.04

-.17

.10

.21

.07

.07

-.06

-.01

.15

.07

-.02

-.08

.805

Q38

Q39

-.01

.10

.21

-.05

.50

.99

.02

-.03

.13

-.02

-.02

.05
.823

Q42

Q43

Q44

.23

.01

.02

.02

.02

.05

.09

-.07

.01

.59

.85

.81

-.02

.10

.02

.10

-.06

.06

.880

Q46

Q47

Q48

Q49

.12

.01

.02

-.07

.23

-.05

-.04

-.08

.00

.00

.01

.05

-.01

-.08

.14

.01

.47

.84

.77

.71

.04

-.09

-.01

.11

.822

Q50

Q51

Q52

Q53

-.18

.02

.09

-.02

.13

.02

-.09

.00

.02

.06

-.01

-.03

-.04

.10

-.07

.07

.06

.04

.05

-.13

.79

.77

.94

.90

.920

(p=.000), RMSEA 값은 .053로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개 문항을 삭제한 후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χ2
가 148.894로 영

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RMSEA 값은 .052로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무용만족도 척도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이상과 같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8.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총 377부의 설문지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190부를 제외한

나머지 187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χ2
가 282.377, 자유도 174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

(p=.000), CFI는 .952, TLI는 .942, RMSEA는 .058로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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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용만족도의 최종 문항을 심리적 4문항, 교육적

4문항, 사회적 2문항, 휴식적 3문항, 생리적 4문항, 환경적 4문항으로 총 6요인

2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무용지속의도

무용지속의도 척도는 Corbin과 Lindsey(1994)에 의해 개발되고 조정환과 남은

경(2000)이 번안하여 오수학 등(2000)이 구인타당화 한 운동지속수행 검사지

(Exercise Adherencxe Questionnaire: EAQ)를 무용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경향성 요인 7문항, 가능성 요인 4문항, 강화성

요인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점수는 3점 평정척도(1: 그렇지 않

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무용지속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오수학 등(2000)에 의해 번역된 한국어판 검사

지를 구인 타당화 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를 검사한 결과, 최저 .6339에서

최고 .825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지속의도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EFA

3.0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총 377부의 설문지 중 190부의 설문지를 바탕으

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LM: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고, 요인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각회전(Oblique Rotation)방식 중 Target Rotation을 사용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

분석의 결과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30보다 낮은 경향성 요인 2문항(Q54,

Q60)과 가능성 요인 2문항(Q63, Q64)을 삭제하였으며, χ2가 115.695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RMSEA 값은 .067로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4개 문항을 삭제한 후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χ2
가

49.979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RMSEA 값은 .073로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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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성 가능성 강화성 α

Q55

Q56

Q57

Q58

Q59

.64

.80

.46

.73

.44

.03

-.13

.34

.03

.08

.12

.11

-.02

-.02

.00

.803

Q61

Q62

-.01

.28

1.00

0.37

.03

.01
.683

Q65

Q66

Q67

Q68

-.23

.18

.29

-.03

.08

-.13

.04

.02

.88

.60

.43

.75

.798

표 5. 무용지속의도 척도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이상과 같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8.0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총 377부의 설문지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190부를 제외한

나머지 187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χ2
가 171.954, 자유도 41로 영가설은 기각되었고

(p=.000), CFI는 .913, TLI는 .883, RMSEA는 .092로 나타났다. TLI 값이 .9이하로

나타났지만 만족할 만한 적합도 지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RMSEA 값이

.09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10이하로 보통의 적

합도를 보였다(Browne & Cudeck, 1993). 따라서 무용지속의도의 최종 문항을 경

향성 5문항, 가능성 2문항, 강화성 4문항으로 총 3요인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학생 50인에게 예비조사를 통하여 질문내용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한 뒤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2년 5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예술 고등학교 4곳과 4년제 대학 5

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전 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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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담당 지도 교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 의

뢰를 부탁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조사 일정을 상의하였다. 방문조

사 시에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한

다음 조사를 실시하였고, 우편조사 시에는 택배를 통해 설문지를 전달하였으며

설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담당 지도 교사에게 구두로 전달하였다. 설문지의 조

사방법은 설문 내용에 대하여 응답자 자신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기평가기입법

(self administraion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설문지의 응답이 완성된 자료를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코딩 지

침에 따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전산처리 하였다. PASW Statistics 18.0,

CEFA 3.04,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처리 하

였다.

1)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 특성(평균, 표준편차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

석을 실시하였다.

2) 변인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사용한 척도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

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합치도 분석(Cronbach a)을 실시

하였다.

4) 학교 및 전공에 따른 변인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과 일

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5)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 및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

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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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집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과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7)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도는 α=.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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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아탄력성

낙관적태도(9) 3.50 .63 1.78 5.00

대인관계효율감(6) 3.35 .75 1.17 5.00

자신감(2) 3.38 .85 1.00 5.00

분노조절(2) 2.99 .90 1.00 5.00

무용만족도

심리적(4) 3.54 .71 1.25 5.00

교육적(4) 3.50 .69 1.00 5.00

사회적(2) 3.42 .81 1.00 5.00

휴식적(3) 3.16 .90 1.00 5.00

생리적(4) 3.67 .72 1.00 5.00

환경적(4) 3.08 .91 1.00 5.00

무용지속의도

경향성(5) 3.42 .65 1.20 5.00

가능성(2) 2.86 .79 1.00 5.00

강화성(4) 3.83 .71 1.00 5.00

Ⅳ. 결과

본 연구는 무용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 및 무용

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그리고

무용지속의도 간 구조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분석할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자아탄력성 4요인, 무용만족도 6요인, 그리고 무용지속의도 3요

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과 같다.

표 6.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의 기술통계량

(n=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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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자아탄력성은 4개의 하

위 요인 중 낙관적 태도(M=3.50, SD=.63)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

감(M=3.38, SD=.85), 대인관계 효율감(M=3.35, SD=.75), 분노조절(M=2.99, SD=.90)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무용만족도는 6개의 하위요인 중 생리적 만족

(M=3.67, SD=.7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적 만족(M=3.54, SD=.71),

교육적 만족(M=3.50, SD=.69), 사회적 만족(M=3.42, SD=.81), 휴식적 만족(M=3.16,

SD=.90), 환경적 만족(M=3.08, SD=.91)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무용지속의도는 3개의 하위요인 중 강화성(M=3.83, SD=.7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향성(M=3.42, SD=.65), 가능성(M=2.86, SD=.79)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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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t p고등학교

(n=193)

대학교

(n=184)

자아

탄력성

낙관적태도 3.53 3.47 .843 .400
대인관계효율감 3.51 3.19 4.143 .000***

자신감 3.37 3.39 -.178 .859
분노조절 3.00 2.98 .117 .907

무용

만족도

심리적 3.62 3.46 2.183 .030*

교육적 3.56 3.43 1.799 .073
사회적 3.43 3.41 .199 .842
휴식적 3.10 3.23 -1.339 .181
생리적 3.71 3.62 1.182 .238
환경적 3.00 3.18 -1.951 .052

무용

지속

의도

경향성 3.46 3.37 1.349 .178
가능성 2.81 2.92 -1.319 .188

강화성 3.89 3.77 1.677 .094

2. 배경변인(학교급, 전공)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무용

만족도, 무용지속의도

1) 학교급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

학교급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그리고 무용지속의도에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7>을 살펴보면, 대인관계

효율감(t=4.143, p=.000)과 심리적 만족(t=2.183, p=.030)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대인관계 효율감과

심리적 만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학교급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 t검정 결과

p<.05
*
, p<.01

**
,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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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F / p Sheffe발레

(n=142)

한국무용

(n=160)

현대무용

(n=75)

자아

탄력성

낙관적태도 3.33 3.51 3.78 13.054/.000*** c>b,a

대인관계효율감 3.19 3.39 3.58 7.288/.001** c>a

자신감 3.27 3.40 3.54 2.470/.086

분노조절 2.95 3.06 2.92 .897/.409

무용

만족도

심리적 3.43 3.46 3.90 12.629/.000*** c>b,a

교육적 3.32 3.52 3.79 11.842/.000*** c>b,a

사회적 3.28 3.41 3.72 7.214/.001** c>b,a

휴식적 2.99 3.16 3.49 7.991/.000*** c>b,a

생리적 3.53 3.66 3.96 9.124/.000*** c>b,a

환경적 3.11 3.14 2.92 1.533/.217

무용

지속

의도

경향성 3.38 3.36 3.60 3.752/.024* c>b

가능성 2.82 2.92 2.82 .777/.460

강화성 3.75 3.79 4.08 5.871/.003** c>b,a

2) 전공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

전공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그리고 무용지속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으며 정리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탄력성의 하

위요인 중 낙관적 태도(p=.000), 대인관계 효율감(p=.001)에서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무용>한국무용>발레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

였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

한 결과, 낙관적 태도는 현대무용 집단과 한국무용 집단, 현대무용 집단과 발레

집단, 대인관계 효율감은 현대무용 집단과 발레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둘째, 무용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심리적 만족(p=.000), 교육적 만

족(p=.000), 사회적 만족(p=.001), 휴식적 만족(p=.000), 생리적 만족(p=.000)에서 전

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대무용>한국무용>발레 순으

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S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현대무용 집단과 한국무용

집단, 현대무용 집단과 발레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전공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 ANOVA 결과

p<.05
*
, p<.01

**
,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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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무용지속의도의 하위요인 중 경향성(p=.024), 강화성(p=.003)에서 전공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향성은 현대무용>발레>한국무용,

강화성은 현대무용>한국무용>발레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Sheffe 분석을 실

시한 결과, 경향성은 현대무용 집단과 한국무용 집단, 강화성은 현대무용 집단과

한국무용 집단, 현대무용 집단과 발레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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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성선 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심

리

적

만

족

낙관적태도 .623 .188 .554 9.541 .000*** .544 1.838

대인관계 -.001 .065 -.001 -.016 .987 .731 1.368

자신감 .052 .047 .062 1.120 .263 .592 1.689

분노조절 -.108 .036 -.137 -2.986 .003** .870 1.149

3.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 및 무용지속의도에 미치

는 영향

1)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1)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감, 자신감, 분노조절을

독립변인, 심리적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9>에 나타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낙관적 태도(β=.554, p=.000)는 심리적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노조절(β=-.137, p=.003)은 심리

적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R2=.317로 자아

탄력성이 심리적 만족을 31.7%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R
2
=.317, 수정된 R

2
=.310, p<.05

*
, p<.01

**
,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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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성선 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교

육

적

만

족

낙관적태도 .548 .067 .498 8.192 .000*** .544 1.838

대인관계 .010 .048 .010 .198 .843 .731 1.368

자신감 .026 .047 .032 .546 .586 .592 1.689

분노조절 -.071 .037 -.092 -1.907 .057 .870 1.149

(2) 자아탄력성이 교육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교육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감, 자신감, 분노조절을

독립변인, 교육적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0>에 나타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낙관적 태도(β=.498, p=.000)가 교육

적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R
2=.251로 자아

탄력성이 교육적 만족을 25.1%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자아탄력성이 교육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R
2
=.251, 수정된 R

2
=.243, p<.05

*
, p<.01

**
, p<.001

***

(3)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감, 자신감, 분노조절을

독립변인, 사회적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에 나타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낙관적 태도(β=.391, p=.000)가 사회

적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R
2=.159로 자아

탄력성이 사회적 만족을 15.9%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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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성선 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사

회

적

만

족

낙관적태도 .504 .083 .391 6.065 .000*** .544 1.838

대인관계 -.043 .060 -.039 -.710 .478 .731 1.368

자신감 .068 .059 .071 1.157 .248 .592 1.689

분노조절 -.078 .046 -.086 -1.678 .094 .870 1.149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성선 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휴

식

적

만

족

낙관적태도 .539 .090 .377 5.983 .000*** .544 1.838

대인관계 -.090 .065 -.075 -1.377 .169 .731 1.368

자신감 .178 .064 .169 2.792 .006** .592 1.689

분노조절 -.075 .050 -.074 -1.490 .137 .870 1.149

표 11. 자아탄력성이 사회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R
2
=.159, 수정된 R

2
=.150, p<.05

*
, p<.01

**
, p<.001

***

(4) 자아탄력성이 휴식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휴식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감, 자신감, 분노조절을

독립변인, 휴식적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2>에 나타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낙관적 태도(β=.377, p=.000), 자신감

(β=.169, p=.006)이 휴식적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

에 대한 R
2=.196으로 자아탄력성이 휴식적 만족을 19.6%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자아탄력성이 휴식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R
2
=.196, 수정된 R

2
=.188, p<.05

*
, p<.01

**
, p<.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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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성선 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생

리

적

만

족

낙관적태도 .452 .072 .393 6.253 .000*** .544 1.838

대인관계 .010 .052 .010 .191 .848 .731 1.368

자신감 .071 .051 .083 1.385 .167 .592 1.689

분노조절 -.018 .040 -.022 -.439 .661 .870 1.149

(5) 자아탄력성이 생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생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감, 자신감, 분노조절을

독립변인, 생리적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3>에 나타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낙관적 태도(β=.452, p=.000)가 생리

적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R
2=.20으로 자아

탄력성이 생리적 만족을 20%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자아탄력성이 생리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R
2
=.20, 수정된 R

2
=.192, p<.05

*
, p<.01

**
, p<.001

***

(5) 자아탄력성이 환경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환경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감, 자신감, 분노조절을

독립변인, 환경적 만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4>에 나타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낙관적 태도(β=.193, p=.049)와 분노

조절(β=.138, p=.011)이 환경적 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

귀식에 대한 R
2=.074로 자아탄력성이 환경적 만족을 7.4%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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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성선 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경

향

성

낙관적태도 .415 .062 .403 6.726 .000*** .544 1.838

대인관계 -.011 .045 -.012 -.236 .814 .731 1.368

자신감 .155 .044 .205 3.558 .000*** .592 1.689

분노조절 -.065 .034 -.091 -1.909 .057 .870 1.149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성선 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환

경

적

만

족

낙관적태도 .193 .098 .134 1.975 .049* .544 1.838

대인관계 .067 .071 .055 .945 .345 .731 1.368

자신감 .041 .069 .038 .585 .559 .592 1.689

분노조절 .138 .054 .136 2.545 .011* .870 1.149

표 14. 자아탄력성이 환경적 만족에 미치는 영향

R
2
=.074, 수정된 R

2
=.064, p<.05

*
, p<.01

**
, p<.001

***

2)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1) 자아탄력성이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

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감, 자신감, 분노조절을 독립

변인, 경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5. 자아탄력성이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R2=.272, 수정된 R2=.264,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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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성선 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가

능

성

낙관적태도 .270 .085 .215 3.175 .002** .544 1.838

대인관계 -.015 .062 -.015 -.250 .803 .731 1.368

자신감 .061 .060 .066 1.012 .312 .592 1.689

분노조절 .019 .047 .022 .411 .681 .870 1.149

<표 15>에 나타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낙관적 태도(β=.415, p=.000)와 자신

감(β=.155, p=.000)이 무용지속의도의 경향성 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R2=.272로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의 경향성 요인을

27.2%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이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

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감, 자신감, 분노조절을 독립

변인, 가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6>에 나타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낙관적 태도(β=.270, p=.002)가 무용지

속의도의 가능성 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R
2=.069로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의 가능성 요인을 6.9% 설명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6. 자아탄력성이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R2=.069, 수정된 R2=.059, p<.05*, p<.01**, p<.001***

(3) 자아탄력성이 강화성에 미치는 영향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강화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

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감, 자신감, 분노조절을 독립

변인, 강화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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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공성선 통계량

B
표준

오차
β 공차 VIF

강

화

성

낙관적태도 .437 .071 .387 6.108 .000*** .544 1.838

대인관계 -.046 .052 -.049 -.899 .369 .731 1.368

자신감 .103 .051 .124 2.036 .042* .592 1.689

분노조절 -.042 .040 -.053 -1.051 .294 .870 1.149

<표 17>에 나타난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낙관적 태도(β=.437, p=.000)와 자신

감(β=.103, p=.042)이 무용지속의도의 강화성 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식에 대한 R2=.188로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의 가능성 요인을

18.8%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자아탄력성이 강화성에 미치는 영향

R2=.188, 수정된 R2=.17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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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모형 검증

1) 연구모형 검증

<연구문제 3>에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관찰변수의 상관계수가 원자료(row data)이므

로 자아탄력성 4요인, 무용만족도 6요인, 무용지속의도 3요인으로 구성된 관찰변

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관찰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자아탄력성과 무

용만족도, 자아탄력성과 무용지속의도, 그리고 무용만족도와 무용지속의도가 유

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관계를 살

펴보면,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가 힘들지만 일반 심리학 분야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생활만족, 학교생활만

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며(김옥선, 오윤자, 최명구, 2005; 임경희, 2010),

<연구 3>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무용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

다. 자아탄력성과 무용지속의도 역시 이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한 실

정으로 <연구 3>을 통하여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무용지속의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무용만족도와 무용지속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공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학생이나 생활무용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무용만족도가 높을수록 무용지속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선

미, 2007; 김승민, 2011; 박지영, 2011).

이러한 상관분석과 이론적 배경의 결과를 근거로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377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림 2>는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요인

부하량을 추정한 결과 χ2값이 174.695, 자유도 62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

(p=.000), CFI=.941, TLI=.926, RMSEA=.070, RMR=.032로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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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모형의 요인관계 구조>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간 경로계수는

.66(p=.000), 무용만족도와 무용지속의도 간 경로계수는 .77(p=.000)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탄력성과 무용지속의도 간 경로계수는

.10(p=.102)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무

용지속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무용만족도가 높아지며 무용지속의도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연구모형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연구모형에 대해 통계적 검증을 한 결과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무용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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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아지며 무용지속의도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학

교급(고등학교/대학교)이나 전공(발레/한국무용/현대무용) 등의 집단에 따른 구성

요인의 평균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Simpson의 역설과 상관집합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김청택, 이소영,

2011). Simpson의 역설은 A와 B집단에서는 각각 a라는 관련성이 나타났지만, A와

B집단을 합쳐서 분석하였을 때는 a라는 관련성이 아니라 b라는 새로운 관련성이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며(Simpson, 1951), 상관집합의 오류란 모든 집단들이 동

일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했을 때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사라지거나 혹은 반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한다(Nunnally & Bernstein,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급(고등

학교/대학교), 전공(발레/한국무용/현대무용) 등의 집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분

석을 실시하여 각 집단에 있어서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1) 학교급에 따른 차이 분석

학교급에 따른 차이 분석을 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관찰변수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부록 2>와 <부록 3> 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학

교급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

교급에 따른 차이 분석 모형은 χ2
값이 262.981, 자유도 124로 영가설은 기각되었

지만(p=.000), CFI=.929, TLI=.911, RMSEA=.055, RMR=.037로 모형의 적합도가 만

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를 살펴본 결과, <그림 3>과 같이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경로계수

의 크기가 고등학교 집단에서는 .20, 대학교 집단에서는 -.02로, 고등학교 집단이

대학교 집단보다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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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형 X2 df ⊿χ2 CFI TLI RMSEA RMR

학

교

급

차이분석모형 262.981 124 .929 .911 .055 .037

제약모형 266.215 125 3.234 .928 .910 .055 .037

값이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제약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존 모형 간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8>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χ2=3.234,

자유도 1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으므로(p=.072), 두 집단 간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표 18. 학교급에 따른 차이 분석 모형과 제약모형 적합도

(고등학교 표준화 경로계수/대학교 표준화 경로계수)

<그림 3. 학교급에 따른 차이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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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에 따른 차이 분석 모형의 집단 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집

단의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간 경로계수는 .62(p=.000), 무용만족도와 무용지

속의도 간 경로계수는 .72(p=.000), 자아탄력성과 무용지속의도 간 경로계수는

.20(p=.016)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대학교 집단의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간

경로계수는 .70(p=.027), 무용만족도와 무용지속의도 간 경로계수는 .84(p=.026)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탄력성과 무용지속의도 간 경로계

수는 -.02(p=.798)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

교 집단에서는 직접효과가 나타났지만 대학교 집단에서는 직접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 분석의 결과 두 집단 간 자아

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교급에 따른 직접효과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등학교 집단과 대학교 집단 모두 자아탄력

성이 높을수록 무용만족도가 높아지며 무용지속의도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전공에 따른 차이 분석

전공에 따른 차이 분석을 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관찰변수들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부록 4>, <부록 5>, <부록 6>에 제시되어 있으며,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학교 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

였다. 전공에 따른 차이 분석 모형은 χ2
값이 336.202, 자유도 186으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CFI=.920, TLI=.900, RMSEA=.046, RMR=.045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그림 4>와 같이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경로계수의

크기가 발레 집단에서는 .39, 현대무용 집단에서는 .05, 한국무용 집단에서는 -.06

으로, 발레>현대무용>한국무용 순으로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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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형 X2 df ⊿χ2 CFI TLI RMSEA RMR

전

공

차이분석모형 336.202 186 .920 .900 .046 .045

제약모형 348.044 188 11.842 .915 .894 .048 .046

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결과인지를 검증

하기 위하여 경로 값이 동일하다는 제약을 가한 제약모형과 제약을 가하지 않은

기존 모형 간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9>에 제시되어 있는 것

처럼 ⊿χ2=11.842, 자유도 2로 영가설을 기각하여(p=.003), 세 집단 간 자아탄력성

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19. 전공에 따른 차이 분석 모형과 제약모형 적합도

(발레 표준화 경로계수/한국무용 표준화 경로계수/현대무용 표준화 경로계수)

<그림 4. 전공에 따른 차이 분석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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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에 따른 차이 분석 모형의 집단 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발레 집단의 자

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간 경로계수는 .61(p=.000), 무용만족도와 무용지속의도

간 경로계수는 .68(p=.000), 자아탄력성과 무용지속의도 간 경로계수는 .39(p=.000)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국무용 집단의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간 경로계수는

.61(p=.033), 무용만족도와 무용지속의도 간 경로계수는 .77(p=.000)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탄력성과 무용지속의도 간 경로계수는

-.06(p=.554)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무용 집단의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간 경로계수는 .73(p=.003), 무용만족도와 무용지속의도 간 경로계수

는 .81(p=.0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아탄력성과 무용지

속의도 간 경로계수는 .05(p=.759)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

레 집단에서는 직접효과가 존재했지만, 한국무용 집단과 현대무용 집단에서는 직

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른 차이 분석의 결과에서 세 집단 간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전공에 따른 직접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발레 집단과 한국무용 집단, 그리고 현대무용 집단

모두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무용만족도가 높아지며 무용지속의도 또한 높아진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발레 집단은 무용만족도가 없더라도 자아탄력성

이 높을수록 무용지속의도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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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무용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

및 무용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그리고 무용지속의도 간 구조관계를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논의에서는 이

러한 목적에 따른 연구 결과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해보고 그 의의를 조명해보고

자 하였다.

1.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먼저,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자아탄력성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낙관적 태도

(M=3.50)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전공학생들이 고된

연습, 시험, 대회, 공연 등에 참가하면서 체중조절, 과훈련, 부상, 경쟁과 같은 빈

번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지만, 현재에 흥미와 행복감을 느끼고 항상 긍정적

이며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잘 적응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무용만족도에서는 생리적 만족(M=3.6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적

만족은 신체적 능력, 체력, 건강 등과 관련된 것으로, 무용전공학생들은 무용 활

동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확인하고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서 큰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재연(2012)은 무용전공학생들이 무용을 통해

건강을 회복하고, 자신의 신체적 능력을 통해 원하는 무용동작을 표현하는데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무용지속의도에서는 강화성(M=3.8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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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을 지속하는데 가족이나 친구 등의 도움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써,

무용전공학생들이 무용을 지속하는데 있어 주변의 지지가 중요한 하나의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강미선, 이예순(1999)의 연구에서도 모친의 격려와 관심이 무용참

가의 지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2. 배경변인(학교급, 전공)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무용

만족도, 무용지속의도

학교급 및 전공에 따라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무용지속

의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

무용전공학생들의 학교급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

효율감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보다 대인관계 효율감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용만족도에서는 심리적 만족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고

등학생이 대학생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무용지속의도에서는 학교급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보다 대인관계 효율감과 심리적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적으로 수업을 듣고 다른 전공 학생들과 교류가 잦은 대학생들과는 달리,

예술 고등학교 무용과 학생들의 경우 3년 동안 같은 반을 이루어 생활하기 때문

에 학업과 전공수업 등 대부분의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 대학생들에 비해

고등학생들이 좀 더 익숙한 환경에서 같은 전공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

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대인관계 효율감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

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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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등학생들은 대부분이 대학입시 하나만을 목표로 하지만, 대학생들은

여러 갈래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등학생들은 대학입

시를 위해 무용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배움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지만, 대학생들은 자신이 결정한 진로에 따라 무용 이 외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쏟기 때문에 무용 활동 자체에 대한 흥미나 성취감 등을 포함하는 심리

적 만족에 있어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선희(2012)의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무용수들이 대학(원)생

이나 직업무용수보다 무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

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2) 전공

전공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낙관적 태도와 대인관계 효율

감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무용만족도에서는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

식적, 생리적 만족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무용지속의도는 경향성과 가

능성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현대무용전공 학생들이 발레나 한국무

용전공 학생들에 비해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그리고 무용지속의도가 가장 높

은 경향을 보였다.

먼저, 현대무용 집단이 한국무용 집단이나 발레 집단에 비해 자아탄력성이 현

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무용이 발레나 한국무용에 비해 풍부하고 광범

위한 감정표현과 자유분방한 동작을 추구하는 춤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현대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타 전공 학생들에 비하여 감정표현과

춤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좀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원만한 대인관

계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어 현대무용 전공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다

른 전공 학생들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권묘정

(2010)의 연구에서는 전공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다른 결과가 나타

난 점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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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만족도 역시 현대무용 집단 학생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무

용의 특성상 새로운 것을 갈망하며 자유분방한 움직임과 감정표현을 추구하기

때문에 현대무용 전공 학생들이 무용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박선

희(2012)의 연구에서 현대무용이 발레와 한국무용보다 무용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형민(2001)의 연구에서 전공에 따른 신체만족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순으로 신체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주희(2001)의 연구에서는 현대무용 전공 학생들의 교육적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

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 김주희(2001)는 현대무용

전공 학생들이 한국무용과 발레 전공 학생들보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와 호

기심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열망,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기회들을 많이 찾음

으로써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영미, 한혜원(2009)은 전공에 따라

무용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밝혀 앞선 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무용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에서 현대무용 전공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공 간 별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

는다는 연구결과도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무용지속의도에서는 유정숙(2009)의 연구에서 무용전공에 따라 무용지속의도

에 차이가 없다고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자아탄력성이나 무용만족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표집에 있어서 모든 무용전

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지역과 학교의 학생들을 선발하

여 나타난 것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 및 무용지속의도에 미치

는 영향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 및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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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기 위하여 자아탄력성은 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감, 자신감, 분노조

절의 4개 요인, 무용만족도는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만

족의 6개 요인, 무용지속의도는 경향성, 가능성, 강화성의 3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자아탄력성의 각 요인이 무용만족도 및 무용지속의도의 각 요인에 미치는 영향

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1)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무용만족도의 하위요

인 중 심리적 만족에는 낙관적 태도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노조절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만족과 사회적 만족,

생리적 만족에는 낙관적 태도, 휴식적 만족에는 낙관적 태도와 자신감, 환경적

만족에는 낙관적 태도와 분노조절이 각각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무용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심리적, 교육적, 생리적, 휴식적,

사회적, 환경적 만족의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낙관적 태도가 무용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무용전공학생들이 자신과 자신

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가질수록 무용 활동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아탄력성의 하위

요인인 부정적 강점의 인내, 통제력, 긍정적 지지관계가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는 임경희(2010)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무용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일반 심리학 분야에서 자아탄력성과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 고찰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자아탄력성 질문지와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자아탄력성의 질문지의 하위요인이 다르며 선행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아동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전적으로 지지해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

과 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용전공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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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

다고 사료된다.

2)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무용지속의도 하위

요인 중 경향성과 강화성에는 낙관적 태도와 자신감이 각각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능성에는 낙관적 태도만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무용지속의도의 하위요인 중 가능성, 강화성, 경향성

의 순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낙관적 태도는 무용지속의도의 모든 하위요

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 요인 또한 가능성을 제외한

무용지속의도의 모든 하위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전공학생들이 무용 활동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

리적으로 부정적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긍정적 사고와 태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짐으로서 무용에 지속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무용전

공학생들의 무용지속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낙관적 태도와 자신감을 통해 자아

탄력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연구모형 검증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를 거쳐 무용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조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무용지속의도 간 경로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학

교급(고등학교/대학교) 및 전공(발레/한국무용/현대무용)에 따른 차이 분석을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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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 무용

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무용만족도를 통해 무용지속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은 무용만족도가 높으며 무용지속의도 또한 높아지는 경

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이라는 새

로운 개념을 제시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반응하고 성공정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개인의 특성 혹은 성

격의 한 유형으로 보는 개념이다. <연구문제 3>에서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실제 현실에서 개인의 성격특

성만으로 무용지속의도를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과 무용지속의도의 중간 경로에 작용하는 또 다른 심리적 변인이 존

재할 것이라 예측하여, <연구문제 3>에서 밝힌 것처럼 자아탄력성에 의해 영향을

받고 무용지속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어온 무용만

족도(양선미, 2007; 김승민, 2011; 박지영, 2011)를 중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제시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인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무용 활동에 대한 긍정적 감

정인 무용만족도가 높으며 이는 무용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무용지속의

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연구모형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집단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학교급(고등학생/대학생)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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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계수는 .20, 대학교 집단의 경로계수는 -.02로 고등학교 집단이 대학교 집단

보다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두 집단의 경로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연구모형의 경로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전공학생들

에게서 나타나는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자아탄력성이 높으면 무용만족도가 높고, 무용지속의도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로 이어

지는 경로에 있어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라는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공(발레/한국무용/현대무용)에 따라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발레 집단

의 경로계수는 .39, 현대무용 집단의 경로계수는 .05, 한국무용 집단의 경로계수

는 -.06으로 발레>현대무용>한국무용 순으로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

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 집단 간 경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발레 집단에서는 직접효과가 있지만, 한국무용 집단과 현

대무용 집단에서는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발레

집단은 한국무용이나 현대무용 집단과 달리 무용만족도가 없더라도 자아탄력성

이 높을수록 무용지속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집단의 기초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한국무용이나 현대무용 집단에 비해 발레 집단의 자아탄

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레가 한국

무용이나 현대무용에 비해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엄격한 훈련을 필요

로 하며 부상이 잦고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체격조건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발레의 특성은 한국무용이나 현대무용 전공학생

들과 달리 무용만족도와는 상관없이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

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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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 및 무용지속의도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그리고 무용지속의도 간 구조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무용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 377명을 대상으로 자아탄

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를 측정하였다.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

의도의 측정도구는 질문내용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측정도구는 자아탄력성 총 4요인 19문

항, 무용만족도 총 6요인 21문항, 무용지속의도 총 3요인 11문항이다. 이를 바탕

으로 본 조사에서 얻은 377명의 자료를 PASW Statistics 18.0과 AMOS 18.0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 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구조

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

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의 경향성을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에서는 낙관적 태도, 무용만족도에서는 생리적 만족, 무

용지속의도에서는 강화성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무용전공학생들의 배경변인(학교급, 전공)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무용만

족도, 무용지속의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교급에 따라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들에 비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대인관계 효율감과 무용만족도의 하

위요인 중 심리적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따라서는 현대무용전

공 학생들이 발레나 한국무용전공 학생들에 비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낙

관적 태도와 대인관계 효율감, 무용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심리적, 교육적, 사회



- 64 -

적, 휴식적, 생리적 만족, 무용지속의도에서 경향성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 및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먼저,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무용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심리적 만족에는 낙관적 태도가 정적 영향을 미치며 분노조절은 부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만족과 사회적 만족, 생리적 만족에

는 낙관적 태도, 휴식적 만족에는 낙관적 태도와 자신감, 환경적 만족에는 낙관

적 태도와 분노조절이 각각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관적 태도

는 무용만족도의 모든 하위요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

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무용지속의도의 하위요인 중 경

향성과 강화성에는 낙관적 태도와 자신감이, 가능성에는 낙관적 태도만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관적 태도는 무용지속의도의 모든 하위요인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 간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

의 적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

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무용만족도를 통해 무용지속의도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고등학생/대학생)에 따라서는 자아

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경로에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

공(발레/한국무용/현대무용)에 따라서는 발레 집단은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

에 직접효과를 가지지만 한국무용과 현대무용 집단은 직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후속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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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377명으로 발레 142명, 한국무용 160명, 현대무

용 7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발레나 한국무용에 비해 현대무용 전공자의 수가 현

저히 적었다. 또한 표집과정에서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무용전공자만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의 무용전공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기에

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이 한쪽에 치

우치는 경향을 최소화하고 표집단위를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둘째, 자아탄력성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관한 문제이다. 자아탄력성은 학자에

따라 그 개념이 달리 정의되고 있으며, 척도 또한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구성요인으로 낙관적 태도, 대인관계 효율감, 자신감, 분노조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낙관적 태도가 대인관계 효율감이나 자신감,

그리고 분노조절에 비해 무용만족도와 무용지속의도에 현저히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아 4가지 구성요인 외에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을 정확하게 측

정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존재하거나, 낙관적 태도를 제외한 요인이 무용전공학

생들의 자아탄력성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의 개념 통합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선행되어야하며 합의에 의해 도

출된 개념정의에 따라 우리나라 무용현장에 맞는 자아탄력성 구성요인의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탄력성 질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감 요인은 총

9문항 중 절반이 넘는 6문항에서 요인부하량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

신감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이 낙관적 태도나 대인관계 효율감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과 중첩적인 의미를 가지거나, 실제로 자신감을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

문이 드는 문항이 존재하였다. 이는 대상이 일반 대학생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학

생들로 변화되었고, 외국의 질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다

소 혼란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국내의 무용 상황에서 자아탄

력성 관련 연구를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무용전공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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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자아탄력성 질문지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선행연구 고찰에 있어 아쉬운 점이 많았

다. 본 연구는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행연구와 연구결과를 비교하거나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무용지속의도의 선행변인으로써 새로운 개념인 자아탄

력성을 제시하였고,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를 통하여 무용지속의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

속의도에 관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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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관적 대인관계 자신감 분노조절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경향성 가능성 강화성
낙관적 1 　 　 　 　 　 　 　 　 　 　 　 　

대인관계 .498** 1 　 　 　 　 　 　 　 　 　 　 　
자신감 .609** .418** 1 　 　 　 　 　 　 　 　 　 　

분노조절 .318** .171** .327** 1 　 　 　 　 　 　 　 　 　
심리적 .548** .278** .355** .059 1 　 　 　 　 　 　 　 　
교육적 .494** .256** .310** .079 .618** 1 　 　 　 　 　 　 　
사회적 .388** .170** .265** .056 .498** .656** 1 　 　 　 　 　 　
휴식적 .419** .171** .343** .088 .583** .578** .452** 1 　 　 　 　 　
생리적 .442** .237** .320** .132* .535** .533** .463** .517** 1 　 　 　 　
환경적 .228** .161** .187** .201** .167** .267** .248** .349** .250** 1 　 　 　
경향성 .493** .259** .416** .103* .611** .586** .435** .558** .556** .248** 1 　 　
가능성 .255** .124* .198** .110* .289** .302** .229** .355** .218** .256** .473** 1 　
강화성 .421** .186** .321** .103* .470** .461** .371** .351** .490** .144** .571** .237** 1

부록 1.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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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 -

 낙관적 대인관계 자신감 분노조절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경향성 가능성 강화성
낙관적 1 　 　 　 　 　 　 　 　 　 　 　 　

대인관계 .493** 1 　 　 　 　 　 　 　 　 　 　 　
자신감 .636** .469** 1 　 　 　 　 　 　 　 　 　 　

분노조절 .352** .085 .373** 1 　 　 　 　 　 　 　 　 　
심리적 .572** .364** .410** .109 1 　 　 　 　 　 　 　 　
교육적 .449** .264** .302** .075 .695** 1 　 　 　 　 　 　 　
사회적 .296** .184* .243** .097 .534** .666** 1 　 　 　 　 　 　
휴식적 .442** .204** .388** .144* .607** .616** .463** 1 　 　 　 　 　
생리적 .389** .264** .326** .199** .577** .555** .528** .560** 1 　 　 　 　
환경적 .277** .167* .208** .208** .328** .450** .415** .467** .367** 1 　 　 　
경향성 .492** .318** .440** .110 .641** .615** .463** .579** .508** .283** 1 　 　
가능성 .257** .146* .231** .139 .197** .276** .209** .302** .196** .255** .407** 1 　
강화성 .346** .185* .351** .134 .481** .505** .401** .315** .423** .222** .520** .198** 1

부록 2. 고등학교 집단의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 상관계수

p<.05
*
, 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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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관적 대인관계 자신감 분노조절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경향성 가능성 강화성
낙관적 1 　 　 　 　 　 　 　 　 　 　 　 　

대인관계 .508** 1 　 　 　 　 　 　 　 　 　 　 　
자신감 .588** .384** 1 　 　 　 　 　 　 　 　 　 　

분노조절 .284** .279** .266** 1 　 　 　 　 　 　 　 　 　
심리적 .527** .170* .313** .011 1 　 　 　 　 　 　 　 　
교육적 .534** .221** .326** .083 .546** 1 　 　 　 　 　 　 　
사회적 .480** .159* .294** .007 .474** .648** 1 　 　 　 　 　 　
휴식적 .405** .174* .289** .023 .590** .559** .444** 1 　 　 　 　 　
생리적 .495** .193** .317** .053 .496** .505** .392** .483** 1 　 　 　 　
환경적 .186* .213** .157* .194** .030 .074 .046 .193** .119 1 　 　 　
경향성 .492** .184* .398** .095 .583** .553** .409** .552** .602** .232** 1 　 　
가능성 .263** .137 .154* .074 .402** .350** .256** .409** .255** .245** .561** 1 　
강화성 .492** .159* .291** .066 .454** .406** .339** .406** .559** .069 .618** .297** 1

부록 3. 대학교 집단의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 상관계수

p<.05
*
, 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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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관적 대인관계 자신감 분노조절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경향성 가능성 강화성
낙관적 1

대인관계 .518** 1
자신감 .605** .344** 1

분노조절 .175* .083 .155 1
심리적 .512** .328** .388** .014 1
교육적 .437** .355** .248** .096 .640** 1
사회적 .233** .157 .131 -.002 .384** .649** 1
휴식적 .318** .170* .277** .082 .586** .593** .374** 1
생리적 .409** .270** .321** .151 .482** .516** .368** .475** 1
환경적 .266** .113 .195* .173* .214* .327** .348** .427** .254** 1
경향성 .583** .398** .522** .046 .677** .581** .305** .596** .588** .372** 1
가능성 .430** .272** .249** .081 .425** .449** .347** .415** .266** .322** .504** 1
강화성 .480** .298** .362** .102 .436** .458** .302** .353** .525** .173* .534** .326** 1

부록 4. 발레 집단의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 상관계수

p<.05
*
, 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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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관적 대인관계 자신감 분노조절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경향성 가능성 강화성
낙관적 1

대인관계 .396** 1
자신감 .582** .429** 1

분노조절 .444** .179* .432** 1
심리적 .515** .150 .299** .118 1
교육적 .449** .073 .312** .115 .538** 1
사회적 .370** .102 .270** .086 .523** .602** 1
휴식적 .411** .010 .288** .080 .510** .551** .483** 1
생리적 .353** .105 .217** .131 .522** .468** .434** .433** 1
환경적 .201* .177* .183* .194* .171* .305** .202* .346** .201* 1
경향성 .369** .019 .282** .183* .510** .572** .445** .492** .494** .214** 1
가능성 .082 -.083 .112 .104 .227** .203** .113 .303** .138 .144 .552** 1
강화성 .417** .100 .327** .177* .554** .508** .355** .375** .525** .171* .635** .248** 1

부록 5. 한국무용 집단의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 상관계수

p<.05
*
, 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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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관적 대인관계 자신감 분노조절 심리적 교육적 사회적 휴식적 생리적 환경적 경향성 가능성 강화성
낙관적 1

대인관계 .560** 1
자신감 .657** .461** 1

분노조절 .325** .312** .410** 1
심리적 .567** .314** .359** .059 1
교육적 .538** .244* .340** -.008 .655** 1
사회적 .550** .181 .408** .105 .540** .704** 1
휴식적 .464** .292* .480** .141 .642** .506** .422** 1
생리적 .539** .282* .440** .145 .539** .572** .565** .635** 1
환경적 .340** .254* .218 .253* .218 .234* .268* .342** .407** 1
경향성 .553** .388** .450** .064 .652** .597** .598** .575** .585** .187 1
가능성 .345** .242* .271* .164 .235* .233* .276* .384** .327** .325** .297** 1
강화성 .194 .067 .189 -.053 .208 .272* .430** .194 .269* .138 .455** .063 1

부록 6. 현대무용 집단의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 상관계수

p<.05
*
, p<.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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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조  사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연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무용전공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 및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본 자료는 무기명으로 처리하여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연구의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지에는 특정한 답이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조희진 드림

(heejin1006@snu.ac.kr)

부록 7. 자아탄력성,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 설문지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고등학생(  ) 대학생(  )

2. 학  년  및  나  이 : (        )학년 / (        )세

3. 전  공: ①발레    ②한국무용   ③현대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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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종종 전공 선택을 잘못했다고 느낀다. 1 2 3 4 5

2
일주일에도 몇 번씩이나 나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

다.
1 2 3 4 5

3 강한 사람은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1 2 3 4 5

4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1 2 3 4 5

5 나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종종 내 삶은 무의미한 것 같다. 1 2 3 4 5

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8 누군가에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몹시 힘들다. 1 2 3 4 5

9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할지 
잘 생각이 안난다. 

1 2 3 4 5

10 나는 확실히 자신감이 부족하다. 1 2 3 4 5

11 나는 일이 잘 안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 1 2 3 4 5

12 나는 올바르게 살아오지 못했다. 1 2 3 4 5

13 나는 종종 쓸데없는 생각들에 사로잡혀 짜증이 난다. 1 2 3 4 5

14 나는 수업 중에 앞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1 2 3 4 5

15 나는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꺼려한다. 1 2 3 4 5

16 내 일상은 흥미진진한 것들로 꽉 차있다. 1 2 3 4 5

17 내가 보기에 미래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1 2 3 4 5

18 대체로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1 2 3 4 5

19 나는 종종 벌컥 화를 낸다. 1 2 3 4 5

20 나는 세상이 그저 스쳐지나가는 것이라는 느낌이 자주 든다. 1 2 3 4 5

21 나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혹스럽다. 1 2 3 4 5

22 나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23 뭔가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나에게 조언을 구한다. 1 2 3 4 5

24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그 일이 잘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갖기가 
어렵다.

1 2 3 4 5

25 확실히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가끔 든다. 1 2 3 4 5

26 때로 나는 일을 해낼 수 없을 것 같다. 1 2 3 4 5

27 나는 일단 화가 나면 성질이 고약해진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1 2 3 4 5

28 나는 학교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1 2 3 4 5

29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다. 1 2 3 4 5

<자 아 탄 력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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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매우 흥미롭다. 1 2 3 4 5

2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나로 하여금 자부심을 갖게 한다. 1 2 3 4 5

3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나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1 2 3 4 5

4 나는 무용 활동을 할 때 다양한 기량과 능력을 발휘한다. 1 2 3 4 5

5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내 주변에 관련된 지식들을 얻게 해 준다. 1 2 3 4 5

6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준다.

1 2 3 4 5

7 내가 하는 무용 활동은 내 자신을 알 수 있게 해준다. 1 2 3 4 5

8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다른 사람을 이해 할 수 있게 해준다. 1 2 3 4 5

9 나는 나의 무용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교류를 한다. 1 2 3 4 5

10
내가 하는 무용 활동은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1 2 3 4 5

11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다. 1 2 3 4 5

12 나는 무용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친목을 도모한다. 1 2 3 4 5

13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마음을 안정시킨다. 1 2 3 4 5

14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1 2 3 4 5

15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정서적 안정을 갖게 한다. 1 2 3 4 5

16 나는 무용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좋기 때문에 무용 활동을 한다. 1 2 3 4 5

17 나는 무용 활동을 통해 나의 신체적 능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1 2 3 4 5

18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 1 2 3 4 5

19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신체적인 활력을 되찾게 해준다. 1 2 3 4 5

20 내가 하고 있는 무용 활동은 건강을 지켜준다. 1 2 3 4 5

21 내가 무용 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신선하고 깨끗하다. 1 2 3 4 5

22 내가 무용 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흥미를 갖게 한다. 1 2 3 4 5

23 내가 무용 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보기가 좋다. 1 2 3 4 5

24 내가 무용 활동을 하는 시설 및 장소는 잘 꾸며져 있다. 1 2 3 4 5

<무 용 만 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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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질문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용에 관한 지식이 많다. 1 2 3 4 5

2 무용이 나에게 좋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1 2 3 4 5

3 나는 규칙적으로 무용 연습을 하거나 무용 활동을 하는 것을 즐긴다. 1 2 3 4 5

4 나는 무용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 1 2 3 4 5

5 나는 특별한 계기나 보상이 없어도 무용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5

6 나는 규칙적으로 무용 연습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7 나는 내 외모와 몸매에 만족한다. 1 2 3 4 5

8 나는 무용 기술이 좋은 편이다. 1 2 3 4 5

9 나는 체력이 좋은 편이다. 1 2 3 4 5

10 내 주변에 무용 연습을 할 장소가 있고 이용할 수 있다. 1 2 3 4 5

11 나는 스스로 무용 연습 목표를 설정하고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다. 1 2 3 4 5

12 내가 무용을 하는데 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1 2 3 4 5

13 나는 무용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 1 2 3 4 5

14 내가 노력하면 무용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15 나는 부모, 형제, 친구 등 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무 용 지 속 의 도>

☺  감  사  합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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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mination on structural 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dance

satisfaction, and dance adherence

for dance-majoring students

Heejin Cho

Depar 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 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on

dance satisfaction and dance adherence of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dance. Also the structural relation between ego-resilience, dance satisfaction, and

dance adherence were verified.

A total of 377 female students according to their major, ballet 142 students,

Korean dance 160 students, modern dance 75, 193 high school students and 184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Through a preliminary investigation, the

understanding level of the content and vocabulary were investigated. Also to ver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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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tools,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were conducted. As a result, 19 questions related to

ego-resilience, 21 questions related to dance satisfaction, and 11 questions related to

dance adherence, a total of 51 questionaries were composed in the surve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PASW Statistics 18.0, AMOS 18.0 and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ith this type of research method and data analysis as a basi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tendency of ego-resilience, dance satisfaction, and dance

adherence on students majoring in dance showed an optimistic attitude toward

ego-resilience, physiological satisfaction in dance satisfaction, and a high tendency of

reinforcement in dance adherence.

Second, high school students showed a higher level of personal relation efficiency

and psychological satisfaction than those of college students. Also modern dance

students showed higher optimistic attitudes and personal relation efficiency,

psychological, educational, social, relaxation, physiological satisfaction and a higher

predisposal and enablement rather than ballet or Korean dance students.

Third, optimistic attitude had a static effect on every lower factor of dance

satisfaction, while, confidence shows a static effect on relaxation satisfaction. Anger

control had a negative effect on psychological satisfaction and a static effect on

environmental satisfaction. Additionally, optimistic attitude had a static effect on every

lower factor of dance adherence and confidence had a static effect on predisposal and

reinforcement.

Last, the higher ego-resilience was the higher dance satisfaction, as well as, a

higher level of dance adherence. According to the level of schools, there weren't a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Furthermore, in majors, the ballet group showed a

direct effect in ego-resilience on dance adherence; however, in the Korean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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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and modern dance group, there were no direct effects.

Keywords: dance-majoring students, ego-resilience, dance satisfaction, dance adherence

Student number: 2011-2162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문제
	4. 용어의 정의

	Ⅱ. 이론적 배경
	1. 예술무용의 개념고찰
	1) 예술무용의 개념
	2) 예술무용의 분류 및 특성

	2. 자아탄력성
	1) 자아탄력성의 개념
	2) 자아탄력성 구성요인
	3) 무용과 자아탄력성

	3. 무용만족도
	1) 만족의 개념
	2) 무용만족도

	4. 무용지속의도
	1) 무용지속의도의 개념
	2) 무용지속의도 요인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조사도구
	3. 연구절차
	4. 자료분석

	Ⅳ. 결과
	1.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2.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
	1) 학교급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
	2) 전공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

	3.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 및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1)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4. 연구모형 검증
	1) 연구모형 검증
	2) 연구모형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Ⅴ. 논의
	1.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2.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무용만족도, 무용지속의도
	1) 학교급
	2) 전공

	3.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 및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1) 자아탄력성이 무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 자아탄력성이 무용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4. 연구모형 검증
	1) 연구모형 검증
	2) 연구모형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참고문헌
	부록
	영문초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