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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 on

happiness, social development, self-esteem, stress, and depression of the youth.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27 university students. The self-report instruments were compose of happiness scale, social

development inventory, self-esteem scale, stress inventory, and depression scale. Qualitative data were

participants’ perception about the effects of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 Firstly,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 had positive effect on happiness of the youth, while climbing program had not

significant effect on happiness of the youth. Secondly, both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 and

climbing program had positive effect on social development of the youth, while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 was significant higher than climbing program in post-time. Thirdly,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 had positive effect on stress of the youth, while climbing program had not significant effect on

stress of the youth. Fourthly, both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 and climbing program had positive

effect on self esteem of the youth, while there were not significant between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 and climbing program in self esteem of post-time. Fifthly, both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 and climbing program had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of the youth, while there were not

significant between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 and climbing program in depression of post-tim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 words: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 happiness, social development, self-esteem, stress, depression,

youth

서 론1)

청소년기는 신체적, 지적 및 심리적 발달이 활발히 이

루어지며, 성인기를 준비하고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과

다양한 사회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 시기이

다. Choi(2000)는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상 어떤 시기

보다도 또래 집단의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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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속한 집단에 의하여 자신을 정의하고자 하는 특성

이 있다. 비슷한 연령과 상황에 처한 또래들은 평등하게

서로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기능

을 발달시킨다(Lim & Chung, 1997).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발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학문적 연구가 시도되고 있

다. 특히,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청소년의 신체, 심리 및 사회적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다(Kim & Kim, 2013). 스

포츠 활동은 오랫동안 청소년 비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여겨왔으며, 최근에는 여가의 기능 및 가치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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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게 제고되면서 청소년 문제의 예방 및 치료 차원에서

조명을 받고 있다(Koo, 1999). 생활체육 활동이 정신

건강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 선행연구들(Kim,

2001; Lee & Wee, 2008; Han, 2000; Dishman,

1990; Mersy, 1991)은 일정기간, 빈도 및 적당한 운

동량의 생활체육 참가는 참가자의 신체, 사회 및 정신적

건강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입시교육 위주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우

리나라의 청소년은 또래와 함께 하는 생활체육 활동 시

간은 극히 제한적이고 활동을 하더라도 그 종류와 장소,

시간 또한 한계가 있다(Kim, 2010). 따라서 학업 스트

레스가 높고 중요한 발달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신

체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감정과 욕구분출, 누적된

욕구불만, 동기 결여, 높은 열등감, 배타성 및 불신감,

가치관 혼란, 목적의식의 결핍 등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으며(Park, 2006), 나아가 신체, 정신, 사회적 건강

을 유지 및 발달시킬 수 있다.

신체활동은 전생애적 관점에서 모든 연령의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효율적인 방안이라

는 것이 검증되었다. 특히, 등산 활동은 모든 연령에서

시간과 비용에 제약 없이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며 특별

한 운동 기술 없이도 초기에 참여가 가능한 신체 활동이

다. Ko & Lee(2001)은 등산 활동과 같은 신체 활동은

정신 건강에도 좋을 뿐 아니라 대인관계의 폭을 넓혀주

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Park & Cho(2004)는 동

아리 형태의 지속적인 등산 활동은 참여자의 신체적 자

기개념 즉, 자아존중감, 신체활동, 건강, 외모 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등산 활동과 같은 신체 활동은 참여자의 건강뿐만 아

니라 더 나아가 삶의 질 및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낮은 참여 동기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신체활동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그러하다

(Lavie, 1992).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운동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이며, 운동지속을 위하여 효

과적이며 효율적인 중재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를 통한

효과가무엇인지알아보는것은의미있는연구라할수있다.

운동지속은 운동에 직접 참가하고 그 활동을 정규적

으로 행하는 것으로 운동에 대한 집착 또는 지속을 의미

하며 운동 빈도, 운동 강도 그리고 운동시간 등이 포함

된 꾸준한 운동참가를 의미하며 참가율이라고 정의된다

(Dishman, 1990). 지속적인 운동참가 없이 체력, 스

트레스 해소, 즐거움, 여가만족, 생활만족, 자아실현, 행

복 등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지속은 단순한 운동

참가와는 그 의미와 중요성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운동 지속 행동 연구의 초기에는 개인적 기준(동기,

성격, 운동 수준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지만, 최근

에는 운동참가자들의 운동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된 집단응집력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중도

에 포기한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의 집단에 대한 과제 응

집력과 사회응집력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응집력이 높

다고 지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결석과

지각과 같은 운동 참여율이 더욱 좋았다(Spink &

Carron, 1992).

또한, 운동 상황에서 개인의 운동 지속을 증진하기 위

한 집단 기반의 중재의 효과도 확인되었다(Burke et

al., 2006). 운동 참여율 증진을 위한 팀 구축 중재 전

략은 노인(Watson, et al., 2004) 성인(Spink &

Carron, 1993) 참가자 모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등산 활동이 청소년의 심리, 사회,

신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Ko & Lee,

2001; Cho, 2004)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청소

년의 등산 활동 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

러한 점에서 팀 구축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등산 활

동 참여율을 제고시켜 등산 활동의 심리 및 사회적 효과

를 극대화할 수 있다.

청소년의 가장 직접적인 관계망은 가족이지만 청소년

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나 사회에서 보내며 또래 집단

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부모의 간섭을 비

교적 적게 받으며, 학교나 또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

게 된다(Lee et al., 2006). 이러한 또래 문화권에 있

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팀 구축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운동지속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참가자의 행복, 사회성,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과 같은 변인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행복, 사회성, 스

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은 청소년 시기에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이 확인된 변인들이다(Park, 2006).

한편, 팀 구축은 과정 단계의 개입(Beer, 198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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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팀 과정 변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팀 응

집력을 향상시키는 중재기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팀 구

축 중재 모형을 운동 참가자들에게 적용한 대표적인 중

재모형은 Spink & Carron의 모형(1993)이며, 본 모

형은 선행변인, 과정변인, 결과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선

행변인으로는 근접성과 독특성 등의 팀의 환경, 팀의 규

범, 리더십 및 역할의 명확성과 같은 팀의 환경이며, 과

정변인으로는 협동, 희생, 목표,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등과 같은 팀의 과정이며, 마지막으로 결과변인은 팀의

응집력이다. Spink & Carron의 모형(1993)에서는

팀의 환경과 팀의 구조는 팀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팀의 과정은 팀 응집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 상황에서 적용되어 그 효과가 검

증된 Spink & Carron(1993)의 팀 구축 프로그램 과

같은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등산 활동 지도자의 의견 등

을 종합하여 청소년의 등산 활동 참여 및 지속 행동을 향

상시킬 수 있는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서론에서 기술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을 위한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내용

은 어떠한가?

둘째,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행복

감, 사회성 발달,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 수준에 영

향을 미칠 것인가?

연구방법

연구 참여자

청소년의 연령은 법규마다 다르게 설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항에서는 만9세부터 만

24세 사이에 해당되는 사람을 청소년이라 칭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내용과 발달심리학 교수 2명의 자문 내용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학생(20-23살)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의 평균

연령은 21± 0.9세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집단은 요구조사 20명, 예비연

구 20명, 프로그램 실시 27명으로 67명이 선정되었으

며, 전문가 집단은 등산학교 교사 4명, 프로그램 개발 1

명, 스포츠 교육학자 1명, 스포츠 심리학자 1명으로 8명

이 연구에 참여했으며, 총 7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였다. 등산학교 교사는 생활체육지도자 및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10년 이상 등산 교육 및 지도 경력을

가진 등산 전문가로 선정했으며, 프로그램 개발 전문가

는 심리 개입 프로그램 개발 연구경험이 10년 이상이며

운동 중재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또한

스포츠 교육학자는 대학에서 3년 이상 스포츠 교육학 관

련분야에 강의를 하고 있는 스포츠교육학 박사학위 소지

자 중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가 참여했으

며, 스포츠 심리학자는 대학에서 3년 이상 스포츠심리학

관련분야에 강의를 하고 있는 스포츠심리학 박사학위 소

지자 중 운동 중재 개입 연구 및 팀 구축 프로그램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ypes Sample Size Total 

Students 
Group

Needs Assessment 20

75

Pre-Test 20
Program Action 27

Experts 
Group

Climbing Instructor 4
Program Development Expert 1

Sport Pedagogist 1
Sport Psychologist 2

Table 1. Study Participants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심리기술 향상을 위한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1단계: 목표수립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요구 조사를 위해 개방형 설문을

활용하였다. 개방형 설문의 내용은 선행연구(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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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2; Yoo & Heo, 2001; Hwang & Lee,

2013)를 토대로 일차적으로 구성한 후, 전문가 집단에

의해 수정 및 보완하였다. 수집된 개방형 설문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귀납적 범주 분석이 활용되었으며, 팀 구

축 프로그램 목표 수립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목표수립 단계에서 선행연구 및 귀납적 자료 분석 결

과, 즐거운 등산 활동, 등산 활동을 통한 행복감, 대인관

계, 사회성, 의사소통 및 대처 능력 증가, 스트레스, 우

울, 부정적 정서의 감소 등이 목표로 탐색되었다.

2단계: 프로그램 구성

활동 요소에 대한 지각된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반

구조화된 면담과 전문가 회의를 활용하였다. 반 구조화

된 면담은 본 연구자가 대학생들을 직접 만나 팀 구축 등

산 활동 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관련 정

보를 수집하였으며, 팀 구축 프로그램을 활용한 운동 참

여 프로그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

해 15회기의 예비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3단계: 예비연구

운영평가와 과정 평가를 위해 등산 활동 프로그램 실

행자들의 사후 운영평가 자료와의 활동 소감문을 활용하

였다. 또한 팀 구축 등산 활동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받

기 위해 안면타당도가 활용되었다.

4 단계: 프로그램 실행과 개선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질적 검증 방법과 양적 검증 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검증

질적 검증은 참여관찰과 활동 소감문으로 구성되었

다. 참여관찰은 연구 참여자들의 프로그램 참여와 참여

후의 활동 및 대화 등을 중심으로 관찰 기록을 실시하였

으며, 관찰의 준거는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 사이의 대화

와 행동이다. 특히,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과 언어 및 특징

들을 파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소통하는 방식과

갈등 상황도 관찰하였다. 활동 소감문은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작성할 수 있는 활동 보고서

를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양적 검증

양적 검증은 검사지를 활용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

에서 사용한 행복, 사회성 발달,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우울 검사지는 예비 검사를 통한 내용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후, 연구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 내용

타당도및신뢰도검증은전문가집단을통해실시되었다.

행복수준의 측정은 Yoo(1988)이 번안한 것을 사용

하였다. 행복 검사지는 단일문항, 11점 척도로 구성되

었다. 사회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질문지는

Jung(1971)가 개발하고 Seo & Lee(2008)이 수정

및 보완한 측정 문항을 기초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인 문

항은 활동성 5문항, 성취성 5문항, 지배성 5문항, 사교

성 5문항 및 자율성 5문항의 총 25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사회성 발달이

좋은것으로판정하였다. 본검사지의신뢰도는Cronbach`

α=.719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요인

척도는 Lee(1990)이 개발한 검사지를 본 연구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스트레스는 총 27문

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스

트레스를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α

=.941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아존중

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

존중감 척도를 Park(2015)가 번안하여 사용한 검사지

를 수정, 보완하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검사지는

총 10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α=.805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

한 CES-D를 Chon et al.(2001)이 번안한 통합적 한

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지는 20문항

으로 구성되며 연구대상자가 지난 1주일 동안의 느낌과

행동을 1점 ‘극히 드물게(1일 이하)’에서 ‘거의 대부분

(5-7일)’으로 각 문항에 대하여 5점으로 평정하도록 수

정되었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검사지의 신뢰도는 Cronbach`α=.845

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심리기술 향상을 위한 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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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목표수립’, ‘프로그램 개발’, ‘예비연구’, ‘프로그램 적용

과 개선’으로 구성되었다. <Fig. 1>은 프로그램 개발 절

차이며, <Table 2> 전체 프로그램 내용이다.

Program Development Stage Program Development Sub Stage

Program

Development

1St Goal 
setting

⦁Research Subject & Research Method  setting 
⦁Needs Assessment(Interview)
⦁Needs Analysis(Inductive Contents Analysis)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  Goal setting and  Model setting 

2nd Program
Development

⦁Literature Review
⦁Program Contents & Efficiency  Evaluation 
⦁Activity Contents &  Strategy Selecting
⦁development of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 

3rd Pre-Test

⦁Pre-Test
⦁Evaluation(Facial Validity)
⦁Model, Activity Contents, Strategy Modify
⦁Final Program Components

Effect Testing 4th Program Application &  
Improvement 

⦁Program Application
⦁Program Effect 

Fig. 1. development process of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 

Session Program Program Components Contents Activity Contents & Task Reference

1 Orientation

- Happiness, Self- esteem, Social Development, 
Stress, Depression, Pre- Test

- Define of Climbing, Components Contents 
Explain

- Team Building & Team Chant, Team Naming, 
Leader Selection

- Written oath  & Self Introduction

- Program Introduce
- Psychological Test Pre- 
Test
- Lecture, Q & A
- Climbing Explain
- Making a activity paper  

Rosenberg(1965)
Radloff(1977)

Choi & Shin(2012)

2

Trust 
Enhancement &  
Understanding 

of Team 
Building 
activity 

- Team Name(Circle), Team Chant, Team Member 
Confirmation & Introduce

- Self Introduction
- Making a Open Questionnaire for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
- Research Necessity, Purpose
- Creating Rapport between Researchers and 

Participants

- Lecture, Q & A
- experiment group 
Uniform payments
- water bottle payments
- Making a activity paper  

Hwang, Lee(2013)
Burke et al(2006)

Spink & Carron(1993)
Watson et al(2004)
Choi & Shin(2012)

Table 2. Whole Components Contents of the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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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Program Program Components Contents Activity Contents & Task Reference

3
Understanding 
of Climbing 

activity 

- Climbing Experience Presentations
- Learning basic theories about Climbing activities - Lecture, Q & A

Korean Alpine Federation 
Education(2009)

Kwon, Kim,
Kim(2010)

4

Intimacy 
formed in 
Climbing 
Activities

- Eomgwang- Mountain course  Explain
- Eomgwang- Mountain Walking
- Circle Team Nature Observation & field learning
- Circle Team Goal Setting & Cohesion Improvement

- Climbing activity
(Forest Road Walking)

- Nature Observation
- field learning

Spink & Carron(1993)
Dishman & 

Buckworth(1996)
Watson et al(2004)

5
- Eomgwang- Mountain  Ridge Walking
- Improve Physical Strength 
- Circle Team Man- Rope activity Experience

- Ridge Walking
- Man-Rope activity Experience

Korean Alpine Federation 
Education(2009)
Korean Alpine 

Federation(2010)
Kim(2014)

6
- Making a activity Review & Presentation 
- Active Listening
- communication Training

- Lecture,  Q & A
- Picture & Video view 
- Making a activity Review 

& Presentation 
- Active Listening

Choi & Shin(2012)
Kim(2014)

7

Orienteering 
Activities

- Map & Compass learning 
- Magnetic Meridian Modification 
- Map Symbols learning 
- Azimuth Measure
- Understanding of Orienteering 

- Lecture,  Q & A
- Map Making process 
- Principle of Compass 

Korean Alpine Federation 
Education(2009)
Korean Alpine 

Federation(2010)
Kwon et al(2010)

8

- Magnetic Meridian Modification 
- Azimuth Measure & Distance Measure 
- Course Attacks Share
- Map Setting Method

- Lecture, Q & A
- Find Direction
- Azimuth Measure learning 

Korean Alpine Federation 
Education(2009)
Korean Alpine 

Federation(2010)
Kwon et al(2010)

9
- Control Description &  Check Point 
- Point Orienteering
- Orienteering Game Experience

- Lecture, Q & A
- Record Check Kwon et al(2010)

10
- Course Review
- Course Feedback
- Setting up my Life Goals 

- Lecture, Q & A
- Game Feedback
- Comparing my Life

Kwon et al(2010)

11

Sport 
Climbing 
Activities

- Understanding of Sport Climbing
- Knot Method learning 
- How to Use Equipment
- Climbing Term & Chant  learning 

- Lecture,  Q & A
- Task Difficulty
- Principle of Climbing
- Task Propose(Knot)

Korean Alpine Federation 
Education(2009)
Korean Alpine 

Federation(2010)

12

- Demonstration Climbing
- Basic Action Experience
- Support Each Other 
- Novice Course Experience

- Lecture, Q & A
- Task confirm(Knot)
- Task Propose(Knot)

Korean Alpine Federation 
Education(2009)
Korean Alpine 

Federation(2010)

13

- Demonstration Climbing
- Individual Goal Setting(A, B, C Course)
- Support Each Other 
- Goal Attainment

- Lecture, Q & A
- Task confirm(Knot)

Korean Alpine Federation 
Education(2009)
Korean Alpine 

Federation(2010)

Table 2. Whole Components Contents of the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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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Program Program Components Contents Activity Contents & Task Reference

14
Eomgwang- 
Mountain 
Climbing

- Sharing the Role of Team
- Adherence Motivation Induction
- Nature Protection Raising Awareness
- Making a Activity Review & Presentation  

- Lecture, Q & A
- Nature Protection 
- Improvement of Team 

Cohesion

Korean Alpine Federation 
Education(2009)
Korean Alpine 

Federation(2010)
Kim(2014)

15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 
Finish

- Making a activity Review & Presentation 
- Happiness, Self- esteem, Social Development, 

Stress, Depression, Post- Test
- Climbing Activities Planning
- Program Finish up

- Lecture  Q & A
- Psychological Test 

Post- Test
- Making a activity 

Review 

Rosenberg(1965)
Radloff(1977)

Choi & Shin(2012)

Table 2. Whole Components Contents of the Team Building Climbing Program(continued)

1단계: 프로그램 목표수립

첫 번째 단계에서는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의 목

표를 수립하고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를 위해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목표 수립과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

2단계 프로그램 구성

두 번째 단계에서는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의 활

동 내용과 전략을 구성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

해 2015년 7월부터 8월까지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

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 내용을 수집하였

다. 활동 내용은 선행연구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거친 후,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의 목표 달

성에 도움을 주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또한 활동 내용의

선정 기준은 수용성, 접근성,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

와 목표 집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수집된 활동 내용은 전문가 집단

에 의해 지각된 효율성을 평가 받았으며,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이 일차적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의 활동 전략은 선행연구(Burke et

al, 2006; Spink & Carron, 1993; Dishman &

Buckworth, 1996; Hwang & Lee, 2013; Watson

et al, 2004)에서 제시된 팀 구축 전략을 전문가 회의

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3단계: 예비 연구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일차적으로 구성된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8월부터 9월까

지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

비 연구를 통해 수집된 프로그램 운영 평가 자료와 연구

참여자들의 활동 소감문은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

의 운영 평가와 과정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운영평가와 과정평가를 통해 수정된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은 전문가 집단에게 안면 타당도 검증을 받고,

모형, 활동내용 및 전략이 최종 구성되었다.

4단계: 프로그램 실시와 개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

램의 효과를 검증하고,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과정

을 실행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9월부터 11월 초까

지 15회기 동안 대학교 재학생 27명(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 14명, 등산 활동 집단 13명)에게 팀 구축 등산 활

동 프로그램과 등산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질적 자

료와 양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통제집단은 프로그램 적

용 시간에 휴게실에 휴식, 책읽기, 게임 등의 자유 활동

을 하도록 하였다.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에는 15회기

로 구성된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등산 활동 집단에는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

하지 않고, 등산 활동 프로그램만 적용하였다. 두 집단

모두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수업 시간 내 프로

그램 외의 활동은 통제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작업을 실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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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의 효

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행복 검사지, 사회성 발달 검사지,

스트레스 검사지, 자아존중감 검사지, 우울 검사지를 활

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집단(팀 구축 등산 활동 집

단, 등산 활동 집단)과 시기(사전, 사후) 차이 검정을 위

하여 반복측정에 의한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 on time)을 실시하였다. 상

호작용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날 시 상호작용 효과를 분

석하는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집단 및 시기의 주효과를 분석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모든 통계적 유의확률은 p<.05로 설정하였다. 팀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수집된 연구대상자의

질적 자료(면담, 관찰, 활동 소감문)은 귀납적 범주 분

석을 통해 분석되었으며, 자료의 분석과 해석 과정의 진

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 검증법(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삼각 검증법은 자료수집 도

구의 다양성, 분석에 참여하는 연구진의 다양성, 자료

분석 방법의 다양성 등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사전 동질성 검증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과 등산 활동 집단 간의 사전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표본 t-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행복, 사회성 발달, 스트레스, 자아

존중감, 우울 요인 모두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본 연구 결과는 개입 전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연

구 대상자의 집단 분류가 타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Variable  Group M± SD t p

Happiness
TBG 6.07±.83

-.18 .986
CG 6.08±.76

Social Development
TBG 3.22±.45

-.156 .877
CG 3.24±.41

Stress
TBG 2.90±.80

.032 .975
CG 2.89±.76

Self-esteem
TBG 3.85±.47

.124 .902
CG 3.83±.32

Depression
TBG 2.12±.60

-.027 .979
CG 2.13±.47

Table 3. Analysis of homogeneity for TBG between CG from pretest

TBG: Team Building Climbing Activity Group, CG: Climbing Activity Group

행복감

집단(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 등산 활동 집단)과 시

기(사전-사후)에 따른 행복감의 기술통계량은 <Table

4>와 같다. 집단별(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 등산 활동

집단), 측정시기별(사전-사후) 행복감에 대한 반복측정

분산 분석 결과, 집단과 측정시기 간에 F=5.836,

p=.023으로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p<.05). 상호작용의 사후검증으로 대응표본 t-

검증을 통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에서는 사전(M=6.07±.83), 사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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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0)로 유의하게 행복 수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4.505, p<.01), 등산 활동 집단에서는

사전(M=6.08±.76), 사후(M=6.31±.85)로 행복 수준

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822,

p>.05). 사후 시기에서는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

(M=7.21±.70)이 등산 활동 집단(M=6.31±.85)보

다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3.062, p<.01).

Variable  Group  Pre   Post t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Source F

Happiness
TBG 6.07±.83 7.21±.70 -4.505**  time 13.237***

CG 6.08±.76 6.31±.85 -.822
group 3.607

 time×group 5.836*

Table 4. Comparisons of Happiness (Mean±SD)

TBG: Team Building Climbing Activity Group, CG: Climbing Activit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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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성 발달

집단(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 등산 활동 집단)과 시

기(사전-사후)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기술 통계량은

<Table 5>와 같다. 집단별(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 등

산 활동 집단), 측정시기별(사전-사후) 사회성 발달에

대한 반복측정분산 분석 결과, 집단과 측정시기 간에

F=8.883, p=.006으로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상호작용의 사후검증으로

대응표본 t-검증을통한단순주효과분석을실시한결과,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에서는 사전(M=3.22±.45), 사

후(M=3.70±.37)로 유의하게 사회성 발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6.067, p<.001), 등산 활동 집

단에서는 사전(M=3.24±.41), 사후(M=3.39±.38)

로 사회성 발달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3.920, p<.01). 사후시기에서는팀구축등산활동

집단(M=3.70±.37)이 등산 활동 집단(M=3.39±.38)

보다 사회성 발달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2.132, p<.05).

Variable  Group  Pre   Post t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Source F

Social 
Development

TBG 3.22±.45 3.70±.37 -6.067***  time 44.201***

CG 3.24±.41 3.39±.38 -.3.920**
group .601

 time×group 8.883**

Table 5. Comparisons of Social Development (Mean±SD)

TBG: Team Building Climbing Activity Group, CG: Climbing Activit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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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

집단(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 등산 활동 집단)과 시

기(사전-사후)에 따른 스트레스 수준의 기술 통계량은

<Table 6>과 같다. 집단별(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 등

산 활동 집단), 측정시기별(사전-사후)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반복측정분산 분석 결과, 집단과 측정시기 간에

F=5.340, p=.029으로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상호작용의 사후검증으로



552 Ho-Il, Jang et al.

대응표본 t-검증을통한단순주효과분석을실시한결과,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에서는 사전(M=2.90±.80), 사

후(M=2.53±.73)로 유의하게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3.240, p<.01), 등산 활동 집

단에서는 사전(M=2.89±.76), 사후(M=2.82±.74)

로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t=1.201, p>.05). 사후 시기에서는 팀 구축 등

산 활동 집단(M=2.53±.73)과 등산 활동 집단

(M=2.82±.74) 간에 스트레스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015, p>.05).

Variable  Group  Pre   Post t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Source F

Stress
TBG 2.90±.80 2.53±.73 3.240**  time 11.252**

CG 2.89±.76 2.82±.74 -1.201
group .239

 time×group 5.340*

Table 6. Comparisons of Stress (Mean±SD)

TBG: Team Building Climbing Activity Group, CG: Climbing Activit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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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존중감

집단(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 등산 활동 집단)과 시

기(사전-사후)에 따른 자아존중감 수준의 기술 통계량

은 <Table 7>과 같다. 집단별(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

등산 활동 집단), 측정시기별(사전-사후) 자아존중감 수

준에 대한 반복측정분산 분석 결과, 집단과 측정시기 간

에 F=5.225, p=.031으로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상호작용의 사후검증으

로 대응표본 t-검증을 통한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팀구축등산활동집단에서는사전(M=3.85±.47),

사후(M=4.13±.51)로 유의하게 자아존중감 수준이 증

가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t=-4.545, p<.01), 등산활동

집단에서는 사전(M=3.83±.32), 사후(M=3.96±.34)

로 자아존중감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t=-6.578, p<.001). 사후 시기에서는 팀 구축 등

산 활동 집단(M=4.13±.51)과 등산 활동 집단

(M=3.96±.34)간에 자아존중감 수준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014, p>.05).

Variable  Group  Pre   Post t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Source F

Self-esteem
TBG 3.85±.47 4.13±.51 -4.545**  time 37.361***

CG 3.83±.32 3.96±.34 -6.578***
group .360

 time×group 5.225*

Table 7. Comparisons of Self-esteem (Mean±SD)

TBG: Team Building Climbing Activity Group, CG: Climbing Activit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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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

집단(팀구축 등산 활동 집단, 등산 활동 집단)과 시기

(사전-사후)에 따른 우울 수준의 기술 통계량은 <Table

8>과 같다. 두 집단 모두 시기에 따라 우울 수준이 감소

하였으며,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이 좀 더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과 측정시기별 우울 수준에 대한

반복측정분산분석결과, 집단과측정시기간에 F=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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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24로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p<.05). 상호작용의 사후검증으로 대응표본 t-검

증을통한단순주효과분석을실시한결과, 팀구축등산

활동 집단에서는 사전(M=2.12±.60), 사후(M=1.76

±.45)로 유의하게 우울 수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t=4.427, p<.01), 등산 활동 집단에서는 사전

(M=2.13±.47), 사후(M=1.99±.48)로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2.987, p<.05).

사후 시기에서는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M=1.76

±.45)과 등산 활동 집단(M=1.99±.48) 간에 우울 수

준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1.302,

p>.05).

Variable  Group  Pre   Post t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Source F

Depression
TBG 2.12±.60 1.76±.45 -4.427**  time 27.077***

CG 2.13±.47 1.99±.48 -2.987*
group .409

 time×group 5.738*

Table 8. Comparisons of Depression (Mean±SD)

TBG: Team Building Climbing Activity Group, CG: Climbing Activity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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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 자료 분석

청소년을 위한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종료 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

담 내용은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이 행복감 증진,

사회성 발달, 스트레스 감소, 자아존중감 향상, 우울 감

소, 집단 응집력 향상, 운동 지속 기간 증가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 자신의 변화된 모

습에 대한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복감 증진

“현대사회는디지털시대라학생들이등산을싫어하고잘하

지않는데동료친구들과이렇게단체로하니친구들과하나

된다는느낌을받았고친구들과단합할기회가생겨기분이

무척이나 좋았다.”(A 학생)

“주위에산이많은건알았지만등산을할기회도없었고등

산을할생각도하지못했었는데팀구축등산활동프로그

램에참여하면서등산을하게되었는데산이이렇게아름다

운지 몰랐고 숲길 조성이 이렇게 잘되어 있는지도 몰랐었

다. 너무나도좋은경험이었고매우기분이좋았다.(B 학생)

사회성 발달

“등산을 할 때 경사구간에서 뒤쳐지는 사람은 팀원들이 팀

구호를외치며끌어주고밀어주면서팀원들과즐겁게으쌰

으쌰 신나고 재미있게 다녀왔다.”(E 학생)

“저는사람들과함께하는것을좋아해동그라미팀에서등

산활동을한것에굉장히만족합니다. 혼자서실행하기에

는어려운부분을팀원들과같이협동해서하니까더잘된

다는기분도들고팀원들간사이가가까워진것같아좋습

니다.”(F 학생)

스트레스 감소

“등산은정상을찍어야되는줄알았다. 이번등산활동을통

해서꼭정상을찍지않아도숲속을걸으며좋은공기도마

시고사뿐사뿐걷는것도좋았고스트레스해소도되고좋은

것 같다.”(C 학생)

“처음에는 등산이라고 해서 거부감이 있었고 고소공포증이

있어높은곳도싫어했는데팀원들과함께응원하면서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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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나의 한계를 이겨내고 암벽등반도 완등하고 오리엔티어

링경기도목표를달성하게되고코스모스길을걸으며꽃이

예쁘다는생각도들어서재미도있고힐링이된다는느낌이

들면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참 좋았다.”(I 학생)

자아존중감 향상

“나침반과지도를가지고컨트롤마크를찾기위해이리저리

돌려보면서중간중간헷갈려서어려움도있었지만컨트롤
마크를하나하나발견할때마다그쾌감은어려운수학문

제를 풀었을때처럼 기뻤고, 암벽등반도 10미터가 넘는 높

은암벽을등반할때는높아서긴장도되고힘들었지만홀
드를하나씩올라완등했을때는내자신이너무나도대견

하고 스릴 만점이었다. 꼭 다시 해보고 싶다.”(D 학생)

“스포츠클라이밍이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살짝 고소공포
증도 있었고요. 등반을 하다가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

이있었지만팀원들의응원에조금만더, 조금만더를생각

하며 참고 이겨내어 목표에 도달 했습니다. 그때의 성취감
너무좋았습니다. 팀이있다보니확실히자신감과힘, 열정

이생겨열심히할수있었습니다. 팀구축의중요성을느꼈

습니다.”(G 학생)

우울 감소

“매일실내에서만주로생활하였는데이번프로그램에참가
하면서등산활동을처음해봤는데천천히걸으면서자연도

느끼고못봤던것들도많이볼수있었고공기도너무좋고

머리가 정화되는 것 같았다. 특히 팀 동료들끼리 응원하고
격려하는게정말많은의지와도움이되었고그동안못한

다고 생각한 것들도 의욕적으로 하게 되었다.”(H 학생)

“원래산행하는것을별로좋아하지않았는데친구들과애기
하며주위경치도보면서걸으니힘든것도모르겠고재미

있었다. 나침반을사용해서처음으로오리엔티어링활동에

참여하게되었는데생각보다찾아가는재미가있었고좋은
기록은아니지만또하고싶게만드는활동이었다. 처음경

험해보는프로그램이대부분이라서겁이났지만하고나니

생각보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다.”(J 학생)

집단 응집력 향상

“등산활동자체가팀원들과상호작용및응집력을높여주는

것같다. 처음하는것이라힘들고어렵기때문에서로격려

하고손잡아주면서팀워크가좋아진것같다. 그리고함께

하다보니어려운등산활동이라도완수할수있었다.”(K학생).

“프로그램중에서로격려하기, 손잡아주기, 관심가져주기,

함께목표로나가기등이우리팀의과제및인간응집력을

향상시켜 준것같다. 서로함께하니힘도더나고등산도

더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다.”(L학생).

운동 지속 기간 증가

“등산이끝나도오리엔테어링시합에신청하였고, 그것을위

해 함께 준비하고 있다.”(M 학생).

“이번에배운등산활동에관한지식과경험을토대로부모

님과매주등산활동을하고있다. 부모님과등산활동은서

로를이해하고건강을증진시키는데큰도움이된다.”(N학생).

질적 자료 분석 결과,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과 등산

활동 집단 모두에서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목할 점은, 질적 자료 분석에서 두 집단

참가자 모두에서 등산 활동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탐색되었으며,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에서 이러한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팀 구축 이론과 관련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 등산 활동 지도자의 요

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등산 활동 참여 및 지속 행동을

향상시킬 수 있는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신체 활동을 통한 전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 수

업은 학생들의 신체적인 발달과 지적 성장, 사회적 능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학생들의 공격

성, 소외, 도덕적 판단력까지도 낮게 하는 역효과도 있

다고 주장하였다(Hwang & Lee, 2013)따라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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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신체, 정신, 사회, 인지 등을 개

선시키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의 구조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기,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팀 구축은 등

산 활동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팀 구축은 팀의 과정 혹은

팀의 상승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서 팀 수행을

향상시키는 팀 중재 기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Hwang

& Lee, 2013, recite; Tennenbaum et al., 1992).

본 연구에서는 등산 활동이 참여자의 행복, 사회성 발

달, 스트레스 해소, 자아존중감 증가, 우울 감소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법으로 팀 구축 프로그램을 활

용하였다. 즉, 개별적으로 등산 활동 시 발생되는 심리

적 과정 손실을 최소화하고, 등산 활동이 가지는 잠재생

산성을 최대화하기 방법으로 팀 구축 이론 및 모형을 사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 개발의 타

당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Hwang & Lee, 2013,

recite; Kim et al., 2011) 등이 제안한 프로그램 개발

모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팀 구축

모형은 Spink & Carron(1993), Prapavessis et

al.(1996), Thompson(2003)에서 제안된 팀 구축 프

로그램 이론 모형이다.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 개

발 절차는 목표수립, 프로그램 개발, 예비 연구, 프로그

램 적용 및 개선의 네 단계로 구성되었다. 목표수립, 프

로그램 개발, 예비 연구는 팀 구축 프로그램의 개발 과

정을 의미하며, 프로그램 적용 및 개선은 팀 구축 프로

그램의 효과 검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

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에서는 행복 수준이 유

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등산 활동 집단은

행복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이 등산 활동 집단보다 프로

그램 종료 시점에서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등산 활동이 삶의 질(Lee &

Chon, 2014), 심리적 웰빙(Yang & Kim, 2011), 행

복(Jung, 2015)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

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신체활동은 참여자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즐거움과 흥미를 가져다주며(Snyder

& Spreitzer, 1973), 삶의 만족이나 행복감을 증진시

키고, 삶의 질과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Kang, 2002; Riddick, 1985), 본 연구에서는 등

산 활동이 행복감을 다소 증가시켰지만 유의성을 확보하

지는 못하였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등산 활동 선호성

여부, 등산 활동이 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술 습

득을 위한 충분한 개입 기간의 미확보 등으로 추론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등산 활동의 선호여부, 충분한

개입 기간 등을 확보하여 등산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목할 점은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에서는 유의하게 행복감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팀 구축 프로그램이 연구 참여자에게 긍정

적인 정서(Hwang & Lee, 2013, recite)와 참여 동기

에 관여하는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Bechara,

2004)을 미침으로써 등산 활동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을 더욱 크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대인관계가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Jang & Lee, 2009; Peter,

1994; Shin et al., 2012)을 고려하면, 팀 구축 프로

그램에서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대인관계 능력의

개선이 행복감의 증가로 연결되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향후 연구에서는 팀 구축 프로그램이 심리적 변인들 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과정을 구조모형

을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과 등산 활동 집단 모두

에서 사회성 발달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사후 시기

에서는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이 등산 활동 집단보다 사

회성 발달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등산 활동이 사회성 향상(Kwon, 2002)에 효과

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해주었으며, 팀 구축 체육 수

업 프로그램이 참가자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Hwang & Lee, 2013, recite)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팀 구축 프로그램과 등산 활

동이 학교 수업 혹은 방과 후 수업에서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수업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한

편, Hwang & Lee(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성 발달

을 활동성, 성취성, 지배성, 사교성, 자율성의 하위요인

으로 구분하여 팀 구축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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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 발달을 단일요인으로 정의

하여 분석하였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성 발달을 하

위요인별로 구분하여 팀 구축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에서는 스트레스가 유의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산 활동 집단에서

는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는 등산 활동이 참가자의 스트레스를 감

소시킨다는 연구결과(Jo, 2004)와 일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일관성 있게 신체 활동이 참가자의 스트

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Lim & Lee, 2014), 본 연구에서 등산 활동은 스트레

스 감소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신체활동으로서 등산의 선호성, 개

입 기간,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환경적 특성

때문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점에서,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에서는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는 것

은 팀 구축 프로그램 내의 사회적 지지, 상호작용 향상

등의 세부 프로그램이 사회적 지지 대처의 역할을 하였

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에서 팀 구축을 통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은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으로도 활

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과 등산 활동 집단 모두

자아존중감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등산 활동이 참가자의 자아실현(Lee &

Chon, 2014), 자아정체감(Kim, 2010; Park & Jo,

2004)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대상자와 동일한 청소

년으로 확대하여 신체활동이 자아존중감 관련 변인에 미

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신체활동이 청소년의 자아

효능감 향상(Moon: 2007), 자아 개념 및 자아 탄력성

증진(Lee & Lee, 2009), 자아존중감 향상(Woo,

2013)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Yang(2003)과 Park et al.(2006)의 연구는 신

체 활동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목할 점은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과 등산 활동 집단 모두에서 자아존중감

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등산 활동과 같은 신체적 활동이 자아존중감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또한 팀 구축 프로그램이 자아

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팀 구축 프로그램의 특성, 등

산 활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 분석의 문제인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다섯 번째,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과 등산 활동 집단

모두에서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결

과는 규칙적인 운동이 우울증의 예방 및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Kim, 2012; Paffenbarger

et al., 1994; Song & Kim, 2014; )를 지지해주었

다. 주목할 점은, Lee & Park(2012)는 아동과 청소년

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이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아동과 청소년에서 신체활동은 우울증 감소와 동시에 자

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교육적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팀 구축 등산 활동과 등산 활동 집단 간에 우울

증 감소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팀 구

축 프로그램의 효과가 없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등산 활

동 자체가 우울증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등을 통해 우울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 요인에서 팀 구축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질적 자료들에서도, 양적 검증부분과 동

일하게,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과 등산 활동 프로

그램 모두에서 행복감 증가, 스트레스 감소, 사회성 발

달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우울 감소, 집단 응집력 향

상, 운동 지속 기간 증가 요인으로 범주화 되었다. 주목

할 점은, 질적 자료 분석에서 두 집단 참가자 모두에서

등산 활동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

으로 탐색되었으며,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에서 이러한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팀

구축 세부 프로그램별 참가자의 인식을 분석하거나, 회

기별로 연구 참가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분

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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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의 효

과에 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에서는 행복 수준이 유

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등산 활동 집단은

행복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과 등산 활동 집단 모두에서

사회성 발달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사후 시기에서는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이 등산 활동 집단보다 사회성 발

달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팀 구축 등

산 활동 집단에서는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등산 활동 집단에서는 스트레스가 유의

하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팀 구축 등

산 활동 집단과 등산 활동 집단 모두 자아존중감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시기에서는 두

집단 간에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다섯 번째,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과 등산 활동 집

단 모두에서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사후시

기에서는 두 집단 간에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질적 자료들에서도, 양적 검증부분과 동

일하게,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과 등산 활동 프로

그램 모두에서 행복감 증가, 스트레스 감소, 사회성 발

달 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우울 감소, 집단 응집력 향

상, 운동지속 기간 증가 요인으로 범주화 되었다. 주목

할 점은, 질적 자료 분석에서 두 집단 참가자 모두에서

등산 활동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

으로 탐색되었으며,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에서 이러한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방법과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후속 연구를 위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산 활동이 참가자의 행

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연구 참여자의 등산 활동 선호성 여부, 등산 활

동이 주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술 습득을 위한 충분

한 개입 기간의 미확보 등으로 추론할 수 있다. 향후 연

구에서는 등산 활동의 선호여부, 충분한 개입 기간, 성

별, 등산활동 수준 등을 고려하여 등산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Hwang

& Lee(2013)의 연구에서는 사회성 발달을 활동성, 성

취성, 지배성, 사교성, 자율성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팀 구축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사회성 발달을 단일요인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는

데, 향후 연구에서는 사회성 발달을 하위요인별로 구분

하여 팀 구축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부분을 강화

하여 팀 구축 세부 프로그램별 참가자의 인식을 분석하

거나, 회기별로 연구 참가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우울뿐만 아니

라 자아존중감 요인에서 팀 구축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

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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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위한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장호일․신정택(동의대학교), 황재욱(연세대학교)

청소년들의 행복, 사회성 발달, 자아존중감 증진과 스트레스 및 우울 감소를 목적으로 개발된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은 연구 참여자와 전문가 집단이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에 의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에는 대학생 14명, 등산 활동 집단에는 대학생 13명이 참가하였다. 팀 구

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는 행복 검사지, 사회성 발달 척도, 자아존중감 검사지, 스트레스 척도, 우울

검사지와 같은 양적 자료와 면담, 관찰, 활동 소감문 같은 질적 자료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 수업 학기에 맞게 15회기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팀 구축 등산 활동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에서는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등산 활동 집단은 행복감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둘째,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과 등산 활동 집단 모두에서 사회성 발달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사후 시기에서는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이 등산 활동 집단보다 사회성 발달에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에서는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산 활동 집단에

서는 스트레스가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과 등산 활동 집단

모두 자아존중감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시기에서는 두 집단 간에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 번째, 팀 구축 등산 활동 집단과 등산 활동 집단 모두에서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사후시기에서는 두 집단 간에 우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어: 팀 구축등산 프로그램, 행복, 사회성 발달,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우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