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579

http://dx.doi.org/10.14400/JDC.2016.14.9.579

복합  용한 양체 업에 따른 재미요인, 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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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Physical Education Class of Enjoyment 

Factor, Class Satisfaction and Exercise Continuation Behavior Through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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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 는 양체 수업  재미 , 수업만 과 운동지 행동  계  규 하고  하 다.  해 경

도에 한 4개 학 학생  상 로 300  문지  회수하여 연  료로 사용  가능한 275  에 사

용하 다.  해 통계프로그램  PASW 18.0 프로그램  용하여 각 에 한 술통계  시하  

  문항 내   확  해 탐색   주 과 리맥스 회  식  택하 다. 신

뢰도 에는 크론  알파  통해 신뢰도  확 하 다. 양체 수업  재미 , 수업만 과 운동지 행동 에 

해 는 다 회귀  실시하여 계  규 하고  하 , 다 과 같  결론  얻었다. 첫째, 양체 수업  

재미   수행동, 체 , 체 환경, 운동능력, 운동지 행동에 한 향력  주는 것 로 나타났다. 째,

양체 수업  수업만   운동지 행동에 향  주는 것  수행동, 체   한 향력  주는 것

로 나타났다.

주 어 : 복합, 양체 수업, 재미 , 수업만 , 운동지 행동

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physical education class of enjoyment 
factor, class satisfaction, and exercise continuation behavior. For this purpose, 275 out of 300 copies of survey 
aimed at students in four universitie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were used. PAWS 18.0 program was used 
for analysis to present descriptive statistic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rotation of Max Berry were used 
amo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o check factor extraction and internal consistency. Cronbach's alpha was used 
for checking reliabilit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enjoyment 
factor, class satisfaction, and exercise continuation behavior of cultural physical education. These are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instructional behavior, grade in physical education, environment, and exercise ability 
among the enjoyment factors in cultural physical education clas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sistence of 
exercise. Second, instructional behavior and grade in physical education are the factors of class satisfaction and 
th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sistence of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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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학생활은 학업 성취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 측

면의 다양한 지식을 경험하고 많은 사회 경험을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학생활은 이와 같이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되는 인생

의 환기이며,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건강한 사회

인으로 육성하기 해서는 학에서의 교육방향이 매우

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1].

학교에서의 학교생활은 낭만 인 학생활보다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

생들은 스트 스로 인하여 정신 , 신체 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한 운동부족으로 이어져 비만과 성인병

등의 건강에 나쁜 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2].

교양교육은 학의 교육이념을 구 하는 요한 교육

과정이며 그 에서도 교양체육은 교양교육 과정 내에

속해있기 때문에 교육의 질과 직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3].

교양수업은 학생들에게 학생활을 하는데 있어

서 교육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며 나아가 여가생활을 즐

기며 원만한 인 계를 유지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며

그 에서도 교양체육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더 유익한 교양과목을 폭넓게 선택하고

참여 할 수 있다[4].

학생 시기의 체육활동은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지 ,

정서 , 사회 활동까지 포함한 인교육으로 신체활동

을 통한 체력증진과 건강유지뿐 아니라 스트 스 해소,

원만한 인 계 형성, 인성발달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

으며[5], 학교에서 교양체육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의 운동종목의 기술과 이론을 통해 배우며[6], 교양체육

을 통해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 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7].

교양체육은 과거에는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데 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개인의 신체

성과평생 여가를 즐길 수 있으며 졸업 후건강하고 즐거

운 삶을 즐길 수 있는 건강 리와 여가활동 스포츠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8,9].

교양체육수업은 평소 개인이 하고자했던 신체활동을

자율 으로 선택하여 듣기 때문에 참여 동기와 수업만족

도가 높게 나타나 교양체육수업의 인기 한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행복감을 경험하는데 정 인 향을 미친

다고 보고되고 있다[10].

학에 있어서의 교양체육의 역할은 학 내에서의

사회성과 스포츠 활동을 체험하여 건강을 유지, 증진하

고 도덕성을 함양하여 풍요로운 학생활을 하는데

목 이 있고 이를 통하여 평생체육으로 이어져 삶의 질

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하 으며[11], 신체활동을 통하

여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생활

을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인간육성과 미래

의 지도자로서의 가치 있는 삶에 을 두고 있다고 하

다[12].

재미는 개인의 스포츠 활동에 한 즐거움과 좋아함

등의 정 인 정서반응이며[13], 스포츠 활동을 지속시

키는 핵심요인 가운데 하나로 일상생활과 특정 활동 속

에서 ‘재미’ 라는 사회ㆍ심리 측면을 요시 한다[14].

재미는 신체활동을 통한 정 인 심리 효과와 함

께 운동의 지속 인 행동을 이끄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15].

재미요인은 운동에 한 욕구나 운동을 지속할 수 있

도록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며, 스포

츠 활동에 한 동기와 스포츠 참가 활동을 지속시켜

스포츠의 지속 안 참여를 결정짓는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16].

수업만족이란 수업의 상황에서 효율 으로 주 의 환

경과 잘 응해 정서 으로나 상호 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수업상황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

도로 학생의 성취 반응이므로 정해진 수 이상으로 학

생의 기 를 충족하는 것을 의미하고[17], 수업만족은 학

생들이 학습활동에서 성취, 인정, 보상 등을 얻을 수 있으

며, 개인의 감성 가치체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18].

이처럼 교양체육수업의 만족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의 체육활동에서 신체 만족뿐만 아니라 사회 ·

심리 만족의 충족감이 나타났다고 보고되고 있다[19].

교양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지속 참여와 열정 인

참여를 하려면 수업에서의 재미를 찾게 해야 한다. 하지

만, 교양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지 못한 상

태에서는 수동 인 학습태도를 보일 것이 자명하므로 재

미와 학습태도의 연결고리가 맞춰질 때 의미 있는 체육

수업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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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학에서 교양체육수업이

재미요인과 수업만족 운동지속의사의 계를 조사 분

석함으로써 학에서 융․복합 소양과 인성을 길러주는

교양체육수업의 발 활성화를 한 기 자료를 제공

하는데 연구의 목 이 있다.

2. 연   

2.1 연  상

본 연구의 상자는 경기도 소재 학교에서 교양체

육수업을 수강한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 다. 총 4

학에서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275부의 설문

지를 상으로 분석하 다. 조사된 설문지 문항 무응

답에 해서는 결측값으로 처리하 다. 분석 상자의 신

체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M±SD
Variables Division Sample size(n) Ratio(%)

Sex Male 163 59.27

Female 112 40.73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8 32.00

Natural science and

engineering
113 41.09

Art and physical

education
74 26.91

Grade Grade 1 35 12.73

Grade 2 112 40.73

Grade 3 103 37.45

Grade 4 25 9.09

Total 275 100.00

2.2 사도

본 연구를 해 사용된 설문지는 이론 근거와 선행

연구를 토 로 구성하 으며, 문가 집단(교수, 스포츠

심리학 공 박사, 스포츠교육학 공 박사)의 의견을 반

하여 구성하 다. 재미요인 설문지는 고등학생용 체육

수업재미요인설문지(Physical Education Class Enjoyment

Source Questionnaire: PCESQ)를 [21,22]이 학생의 교

양체육에 맞게 수정 보완한 설문지를 이용하 다. 재미

요인의 하 요인은 4개의 요인으로 총 13문항으로 신체

정신 건강, 성취의 기쁨, 사회성 함양, 수업의 용이

성으로 구성하 다. 척도는 5 Likert척도로 “1

그 지 않다, 2 그 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 다,

5 매우 그 다.”로 구성하 다.

체육수업만족은 [23,24,25]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

를 수정, 보완하여 4개의 요인으로서 교수행동, 체육성 ,

체육환경, 운동능력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

는 5 Likert척도로 “1 에 매우 그 지 않다, 2 그

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 다, 5 에 매우 그 다”

로 구성하 다.

운동지속행동 설문지는 [26,27]이 사용한 설문지로 단

일차원으로 두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 으며,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운동지속행동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3 문지  타당도  신뢰도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해 문

가 집단의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 으며, 통계 로그램

을 이용하여 탐색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타당도 검

사에서 내용 타당도와 수리 타당도가 일 되게 유지

되었다.

구체 으로 Bartlett의 단 행렬 검을 통해 요인의

독립성 검정을 실시하 으며 KMO의 표본 합도 MSA

를 통해 분석된 요인분석결과에 한 합성을 단하

다.

탐색 요인분석의 요인추출 방식은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 으며, 요인회 방식은 베리맥스 방식으로 최종

요인을 추출하 다. 아이겐벨류는 1.0이상을 기 으로 하

으며, 요인 로딩 값은 .4를 기 으로 요인을 추출하

다.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에 한 탐색 요인분석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 의하면 Bartlet의

단 행렬은 1387.471이고 p=.001로 나타났으며, KMO의

MSA는 .802으로 나타나 요인분석의 결과는 한 것으

로 단할 수 있다.

요인분석을 통해 13문항을 4개의 요인으로 추출하

으며, 체변량은 68.6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로딩 값은 신체 , 정신 건강은 .727, 성취기

쁨은 .691, 사회성함양은 .720, 수업용이성은 .752 이상의

로딩 값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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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Enjoyment

Factors
Bartlett's the unit matrix(X2=1387.471, df=78, p=.001)

Kaiser-Meyer-Olkin MSA=.802

Question

Enjoyment

Physical,

mental

health

Joy of

accomplish

ment

Development

of social

Ease of

class

Question 1 .901 .084 .090 .082

Question 2 .887 .059 .051 .029

Question 3 .837 .210 .046 .118

Question 4 .727 .282 .193 .012

Question 1 .154 .852 .129 .101

Question 2 .171 .770 .174 .021

Question 3 .193 .691 .350 .056

Question 1 .066 .145 .826 .027

Question 2 .109 .216 .775 .212

Question 3 .099 .173 .720 .038

Question 1 .109 .136 .077 .784

Question 2 .014 .051 .035 .781

Question 3 .056 .033 .133 .752

Eigenvalue 2.958 2.050 2.046 1.872

Distributed(%) 22.757 15.772 15.739 14.403

Cumulative(%) 22.757 38.529 54.268 68.671

<Table 3>은 교양체육수업의 수업만족에 한 탐색

요인분석은 결과이다. Bartlet의 단 행렬은 1020.810

이고 p=.001로 나타났으며, KMO의 MSA는 .790로 나타

나 요인분석의 결과는 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Class 

Satisfaction
Bartlett's the unit matrix(X2=1020.810, df=120, p=.001)

Kaiser-Meyer-Olkin의 MSA=.790

Question

Class Satisfaction

Teaching

Behaviors

Physical

Education

Record

Physical

Environment

Exercise

capacity

Question 1 .760 .090 .045 .024

Question 2 .727 .083 .066 .206

Question 3 .674 .184 .258 .049

Question 4 .671 .090 .312 .038

Question 5 .654 .049 .317 .102

Question 1 .078 .826 .113 .073

Question 2 .108 .720 .140 .044

Question 3 .032 .684 .083 .157

Question 4 .109 .556 .315 .084

Question 1 .196 .056 .774 .015

Question 2 .232 .130 .773 .001

Question 3 .279 .320 .509 .025

Question 1 .164 .070 .072 .734

Question 2 .048 .047 .126 .714

Question 3 .088 .183 .057 .689

Question 4 .093 .096 .037 .566

Eigenvalue 2.685 2.209 2.018 1.940

Distributed(%) 16.779 13.808 12.612 12.125

Cumulative(%) 16.779 30.587 43.199 55.324

수업만족의 요인분석은 20문항을 4개의 요인으로 추

출하 으며 추출과정에서 4개의 문항을 삭제하 다. 각

문항을 삭제하여도 요인 로딩 값에 큰 변화가 없었고 응

답자의 일 성을 확보하 다고 단하 다. 요인분석결

과 체변량은 55.32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로딩 값은 교수행동 .654, 체육성 은 .556, 체육

환경은 .509, 운동능력은 .566이상으로 나타났다.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과 수업만족 요인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재미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675～.884로 나타났으며,

체육수업만족의 신뢰도 계수는 .621～.777로 나타나 반

으로 한 신뢰도를 나타냈다.

<Table 4> The reliability analysis for each of 

the factors
Variable Factors Cronbach'α

Enjoyment

Physical, mental health .884

Joy of accomplishment .768

Development of social .733

Ease of class .675

Class

Satisfaction

Teaching Behaviors .777

Physical Education Record .692

Physical Environment .701

Exercise capacity .621

2.4 료처리

본 연구는 교양체육수업을 통해 재미요인과 수업만족,

운동지속행동의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PASW 18.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요인에 한 기

술통계를 제시하 으며 요인추출 문항 내 일 성

확인을 해 탐색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다.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과 수업만족, 재미요인과 운

동지속의사, 수업만족과 운동지속의사의 계를 알아보

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각 유의수 은

a=.05에서 실시하 다.

3. 연  결과 

3.1 양체 수업  재미 과 수행동  계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과 교수행동의 계에 한

다 회귀분석결과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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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재미요인과 교수행동에 있어 부분 으로 향을 미

치는 것을 나타났다. F=455.616, P<.001, 성취기쁨의 상

향력은 β=.064, 사회성 함양의상 향력은 β

=.899, 수업 용이성의 상 향력은 β=.899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과 교

수행동에 한 설명력은 87.1%로 나타났다.

<Table 5> The effect of enjoyment on teaching 

behaviors
Variable b SEB β t p

Physical, mental

health
.008 .020 .009 .383 .702

Joy of

accomplishment
.055 .023 .064 2.428 .016

Development of

social
.075 .021 .899 3.543 .001

Ease of class .854 .021 .899 40.122 .001

F=455.616<.001, R2=.871

3.2 양체 수업  재미 과 체  계

<Table 6>은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과 체육성 의

계에 한 다 회귀분석결과이다. 재미요인과 체육성

에 있어 부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F=9.635, P<.05,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과 체육성 에

한 설명력은 87.1%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신체 , 정

신 건강의 상 향력은 β=.214, 수업용이성의 상

향력은 β=.187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effect of enjoyment on physical 

education record
Variable b SEB β t p

Physical, mental

health
.179 .053 .214 3.408 .001

Joy of

accomplishment
.062 .058 .073 1.061 .290

Development of

social
.026 .054 .031 .471 .638

Ease of class .175 .055 .187 3.195 .002

F=9.635<.01, R2=.125

3.3 양체 수업  재미 과 체 환경  계

<Table 7>은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과 체육환경의

계에 한 다 회귀분석결과이다. 재미요인과 체육환

경에 있어 부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F=22.502, P<.001로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과 체육환

경에 한 설명력은 25.0%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성취

기쁨의 상 향력은 β=.138, 수업용이성의 상

향력은 β=.429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The effect of enjoyment on physical 

education environment
Variable b SEB β t p

Physical, mental

health
.082 .054 .089 1.532 .127

Joy of

accomplishment
.128 .059 .138 2.160 .032

Development of

social
.009 .055 .009 .155 .877

Ease of class .443 .056 .429 7.934 .001

F=22.502<.001, R2=.250

3.4 양체 수업  재미 과 운동능력  계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과 운동능력의 계에 한

다 회귀분석결과 <Table 8>와 같다. <Table 8>에 의

하면 재미요인과 운동능력에 있어 부분 으로 향을 미

치는 것을 나타났다. F=3.042, P<.05, 신체 , 정신 건

강의 상 향력은 β=.175, 성취기쁨의 상 향력

은 β=.215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양체육수

업의 재미요인과 운동능력에 한 설명력은 4.3%로 나타

났다.

<Table 8> The effect of enjoyment on exercise 

capacity
Variable b SEB β t p

Physical, mental

health
.152 .057 .175 2.666 .008

Joy of

accomplishment
.188 .063 .215 2.986 .003

Development of

social
.046 .059 .053 .774 .440

Ease of class .008 .059 .009 .141 .888

F=3.042<.05, R 2=.043

3.5 양체 수업  재미 과 운동지 행동

계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과 운동지속행동의 계에

한 다 회귀분석결과 <Table 9>와 같다. <Table 9>

에 의하면 재미요인과 운동지속행동에 있어 향을 미치

는 것을 나타났다. F=62.524, P<.01, 신체 , 정신 건강

의 상 향력은 β=.113, 성취기쁨의 상 향력은

β=.260, 사회성함양의 상 향력은 β=.394, 수업용이

성의 상 향력은 β=.204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



복합  활용한 양체 수업에 따  재미 , 수업만   운동지 행동  계

584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6 Sep; 14(9): 579-588

타났으며,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과 운동지속행동에

한 설명력은 49.1%로 나타났다.

<Table 9> The effect of enjoyment on processes of 

exercise behaviors
Variable b SEB β t p

Physical, mental

health
.105 .045 .113 2.343 .020

Joy of

accomplishment
.243 .050 .260 4.900 .001

Development of

social
.362 .046 .394 7.798 .001

Ease of class .217 .047 .209 4.649 .001

F=62.523<.01, R 2=.481

3.6 양체 수업  수업만 과 운동지 행동

계

<Table 10>은 교양체육수업의 수업만족과 운동지속

행동의 계에 한 다 회귀분석결과이다. 수업만족과

운동지속행동에 있어 부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을 나

타났다. F=14.592, P<.01, 교양체육수업의 수업만족과 운

동지속행동에 한 설명력은 17.8%로 나타났다. 구체

으로 교수행동의 상 향력은 β=.303, 체육성 의 상

향력은 β=.190으로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0> The effect of class satisfaction on 

processes of exercise behaviors
Variable b SEB β t p

Teaching Behaviors .332 .069 .303 4.808 .001

Physical Education

Record
.210 .065 .190 3.252 .001

Physical

Environment
.053 .065 .053 .821 .412

Exercise capacity .034 .059 .032 .572 .568

F=14.592<.01, R2=.178

4. 

본 연구는 교양체육수업을 수강한 학생을 상으로

교양체육수업이 재미요인, 수업만족과 운동지속행동의

계를 살펴보았으며, 분석한 결과를 선행연구를 심으

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수업만족 요인은 재미 요인에 의하여 향을 받고, 동

시에 운동지속의지에 향을 미친다[28].

첫 번째, 재미요인과 수업만족에 한 선행연구를 살

펴보면, 오병돈[29]은 체육수업 재미요인과 체육수업 만

족요인이 유의한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 으며 재미있

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지도가 이루어지고, 수업

만족도와 한 계가 있는 교육과정 체육시설을

확보한다면 수업만족도 뿐만 아니라 수업의 효율성도 증

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 다.

오 수[30]는 체육수업 재미요인과 수업만족이 유의

한 상 계이고, 체육수업 재미요인이 수업만족에 유의

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다.

김정묵[31]은 학교양체육 재미요인과 체육 학습태

도 수업만족도의 계를 연구하여 학 교양체육 재

미요인이 수업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

다.

본 연구에서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과 수업만족도

의 교수행동, 체육성 , 체육환경, 운동능력에 있어 부분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 로그램에 한 만족도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일반 으로 교육 내용, 지도자, 교육시설 환

경 등에 한 기 와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었느냐에 따

라서 결정되므로[32], 교양체육수업에 재미를 느끼게 하

여 수업만족도를 높여 신체 , 사회 , 심리 건강을 도

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수 있는 다양한 교양체육

수업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두 번째, 재미요인과 운동지속행동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종은[33]은 교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

이 운동지속에 정 인 향을 미쳤다고 보고하 으며

운동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지하고 있는 집단이 수업에

하여 재미있어 하고 운동에 지속 으로 참여하는 것으

로 보여 진다고 하 다.

김우기와 김원기[34]는 수 종목 참여자를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미요인은 운동지속에 정 인 향을 미

치며, 이상덕[35]은 축구 동호인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미요인은 운동지속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 다.

김범 과 최석환[36]은 교양체육 수업에서 낙후된 교

육환경은 학습내용의 효율성과 교육의 질을 하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 교양체육수업의 수업만족 운동지속행

동에 향을 주는 것은 교수행동, 체육성 요인이 유의

한 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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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수업의 재미요인이 운동지속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재미요인 서 환, 건강발달, 사회성 함양

이 운동지속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7]와

신체 , 정신 건강과 수업의 용이성이 클수록 운동지

속의지가 높다는 연구결과[38]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장익 과 안찬우[39]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이 스포

츠 자신감을 높게 인식할수록 교양체육수업에 한 열정

이 높고 재참여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을

통하여 재미를 느끼기 되면 운동을 지속하게 될 수 있다

고 하여 즐거움을 유발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요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를 부분 으로

지지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재미요소와 수업만족도가 높아질수록 교양체

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운동지속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사료되며 재미요소, 수업만족도를 높

일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 도구 요인 등을 개발함으

로써 교양체육수업의 지속 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

다.

5. 결론

본 연구는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 수업만족과 운동

지속행동의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경기

도에 속한 4개 학 학생을 상으로 30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연구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 275부를 분석에 사

용하 다. 분석을 해 통계 로그램은 PASW 18.0 로

그램을 이용하여 각 요인에 한 기술통계를 제시하 으

며 요인추출 문항 내 일 성 확인을 해탐색 요

인분석 주성분분석과 베리맥스 회 방식을 선택하

다. 신뢰도 분석에는 크론바 알 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

하 다.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 수업만족과 운동지속

행동 요인에 해서는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계를

규명하고자 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 교수행동에 향을

주는 것은 성취기쁨, 사회성함양, 수업용이성 요인이 유

의한 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 체육성 에 향을

주는 것은 신체 , 정신 건강, 수업용이성 요인이 유의

한 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 체육환경에 향을

주는 것은 성취기쁨, 수업용이성 요인이 유의한 향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 운동능력에 향을

주는 것은 신체 , 정신 건강, 성취기쁨 요인이 유의한

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 운동지속행동에

향을 주는 것은 신체 , 정신 건강, 성취기쁨, 사회성

함양, 수업용이성 요인이 유의한 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교양체육수업의 수업만족 운동지속행동에

향을 주는 것은 교수행동, 체육성 요인이 유의한

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교양체육수업의 재미요인을 찾고 수업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에 목 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교양체육수업을 통해 일상에서도 운동에 한 지속 인

행 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것도 요하다고 단하 다.

하지만 체 학생을 상으로 표본설계를 실시하지

못해 연구의 내용을 용 하는 데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한 본 연구에 용된 설문지 외에도 련 연구에 다양

한 설문지가 사용되고 있는 것도 실이다. 이러한

에 비추어 체육수업과 련된 설문지에 한 타당성 검

증에 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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