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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이 연구는 비 등교사가 인식하는 체육교수신뢰와 체육교과태도 수업만족도의 계를 실증 으로 구명하는데

목 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 을 수행하기 하여 국에 분포되어 있는 교육 학교 재학생 328명을 상으로 자료를 수

집하여 분석하 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로그램인 IBM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탐색 요인분

석, 상 분석을 실시하 으며, IBM AMOS 23.0 로그램을 이용하여 확인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비 등교사의 체육교수신뢰는 체육교과태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둘째, 비 등교사의 체육교과태도는 수업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셋째, 비 등교사의 체육교수신

뢰는 수업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비 등교사를 상으로 체육교과를 지도하는 데 유용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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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among physical education 

professor-trust, attitude in physical education and self-management which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ive. For this purpose, data from 328 students in universities of education located nationwide were collected and 

analyze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on the collected data 

by using IBM SPSS 23.0 statistical program,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verification on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conducted by using IBM AMOS 23.0 program. Through this research process,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prospective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nfidence in physical educ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attitude in physical education. Second, prospectiv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ttitude in physical educ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lass satisfaction. Third, prospective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nfidence in physical 

educ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clas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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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

듯이 교육 패러다임의 주체는 교원이라고 할 수있다. 교

원은 교사와 교장(감)을 포함하는 용어다. 교원은 의

의미로는 직 교원만을 의미하지만, 의의 의미로는

비교사까지 포함한다. 비교사란 교사가 되기 을

의미하며, 교원양성기 에서는 우수한 비교사를 양성

하고 확보하기 해 높은 수 의 교육과 실습을 하고 있

다. 교육 학에서는 비 등교사의 문성 개발에

을 두고 교육하고 있는데, 비 등교사는 공심화 과

목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과목의 문성을 형성해야 하

기 때문에 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비 등교사

에게 체육교과는 타 교과에 비해 고충이 많은 교과로 인

식되고 있다. 비 등교사의 체육교과에 한 인식은

학생의 소질이나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는 교과, 기능만

을 강조하여 체계 으로 지도하지 않는 교과, 실기 시범,

학생통제, 교재교구 비, 수업환경조성등의이유로

등교육 장에서 수업하는 데 가장 부담스러운 교과로

인식하고 있었다[1,2].

이러한 비 등교사의 체육교과에 한 부정 인 인

식은 주로 ‘교수’ 변인에 의해 나타났다[3]. 교육 학에서

비 등교사들에게 가장 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교

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수행동이 비교사들에게직·간

으로 향을 주고 있었다[3]. 즉 체육수업을 가르치

는 ‘교수’의 문성에 따라 비 등교사의 체육교과에

한 인식이 상이하며, 이들의 인식은 표면 , 잠재 으

로 등체육 장에 투 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 학에

서의 체육수업의 교수는 비 등교사의 수업수행에

한 높은 기 를 거는 동시에 교수의 능력에도 신뢰를 보

내야 한다. 한 교수에게 가장 요한것은 변화에 능동

으로 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

존 체육교육과정의 교육 가치를 단순히 달하지 않고

비 등교사들과 더불어 새로운 교육 가치를함께 만

들어 갈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이를 해 체

육수업의 교수는 비 등교사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

을 하여 그들이 교수의 의도와 동기 그리고 행동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교수신뢰를 제고해야 한다.

신뢰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람과 사

람간의 상호 계 속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결과이다. 교수신뢰란 교육환경 속에서 교사와 학생이

정 인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며

[4], 체육교수신뢰는 신체활동, 운동장, 체육 등의 교과

특성을 가지는 체육수업 환경 속에서 교수와 학생간의

친 성, 수업구성, 운동능력, 지도방법, 공정성을 통해

정 인 계를 유지하려는 태도로 정의된다[5].

체육교수신뢰에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 등 교

사를 상으로 학습동기, 학습몰입, 학업성취, 학교생활

응 등과의 계를 확인하는 연구[3,6-11]가 주를 이루

고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신뢰는 수업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요한 향을 미치고 있었

다. 이러한 · 등학교에서의 교사신뢰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 등학교와달리 학에서는 주로 강의시간을

통해 교수자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수신뢰에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비

등교사를 상으로 체육수업의 교수신뢰를 연구하는 것

은 비 등교사들이 졸업 후 직교사로서 역할을 하는

데 요한 결정요인이 될수 있다. 한 체육수업의교수

에 한 신뢰는 비 등교사들에게 체육 교과에 한

이해와 심을 높이고 체육교과를 학습하는데 정 인

태도로 나타난다.

체육교과태도는 체육교과 목표에 도달하기 한 실제

교육활동에 있어 이를 하는 인 태도를 의미

한다[12]. 최근 스포츠교육학 분야의 체육교과태도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체육교과태도를 분석하거나 척

도를 개발한 연구들[13-15]과, 교수지도유형, 체육수업

환경, 체육교수신뢰 등 체육수업과 련된 변인들과의

계를 분석[16-23]하 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체육교

과에 한 태도가 학업의 능동 인 동기를 부여하고,

극 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나아가 자기 주도 스포츠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 다. 그러나 이들 선행연

구들은 주로 · 등학교의 학생을 상으로 연구가 이

루어졌기 때문에, 이들 학생에게 향을 미칠수 있는

비교사를 상으로 체육교과에 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

나는 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체육은

유소년 시기에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평생체육으로

발 가능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24], 등학생을 교육

하게 될 비 등교사가 교육 학에서 체득하는 체육교

과에 한 태도를 분석하는것은 요한 일이다. 한 체

육교과태도는 비 등교사가 체육수업지식을 형성하는

데 매우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21], 체육교과태도에



비 등 사  체 수신뢰  체 과태도 및 수업만족도  계 505

따라 수업에 한 참여도와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

이다.

수업만족도는 학습자가 수업과 련하여 경험하는 주

감정 상태를 의미한다[25]. 구체 으로 수업만족도

는 학습활동을 통해 경험하는 학습자의 주 만족과

교수유형, 교수행동, 수업환경 등 다양한 변인에 해 만

족하는 정도의 다면 근이다. 즉 수업만족도는 학습

자의 총체 인 학습활동 경험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

다[26,27]. 이러한 수업만족도는 교사가 학습을 효과 으

로 수행할수 있도록 교과의 목표, 교육내용, 교수방법등

의 문제 에 한 향후 개선방안 수립을 한 자료로 유

익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교육목 실 을 한 요한

지표로 실증되고 있다[28].

수업만족도와 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학교생활

응, 운동지속, 지도유형, 교사열정, 참여동기[29-32]와

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학생의 요구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과정은학생의 동기를

자극하여 체육 수업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고,

체육수업의 질을 제고하며, 체육교육의 목 달성과

한 련이 있었다. 한 체육교사가 의도한 교과 목

을 효과 으로 달성하 는지에 한 여부를 체계 으로

악함으로써 향후 체육수업 개선과 수립을 한 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다고 밝히고 있다[15]. 그러나 이

들 선행연구들은 직교사의 수업 지도유형에 해

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수업만족도를 확인하고있기 때문

에, 비 등교사들을 상으로 수업만족도와 체육교사

신뢰 체육교과태도의 련성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비 등교사의 체육교수신뢰와 교

과태도 수업만족도의 계를 실증 으로구명하는 데

목 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비 등교사들이 체육

교과와 체육수업에 정 인 태도를 가질 것이며, 졸업

후 직교사가 되어 체육수업을 지도하는 데 유용한 기

자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기 해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 등교사의체육교수신뢰

는 교과태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비 등교사

의 체육교수신뢰는 수업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비 등교사의 교과태도는 수업만족도에 향을

미칠 것이다.

2. 연 방법

2.1 연 상

이 연구에서는 2018년 재 교육 학교에 재학 인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경기, 강원, 충정 지역에 치한 교

육 학교에 재학 인 재학생 350명을 상으로 목 표

집(purpose sampling) 하 다. 수거된 설문지 응답

락 문항 는 일 된 응답으로 표기하는 등 신뢰성이 낮

다고 단된 22부를 분석에서 제외하고 총 328부의 설문

지들을 실제 자료에 사용하 다. 연구 상의 일반 특

성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86 26.2

Female 242 73.8

Grade

1th 152 46.3

2nd 174 53.0

3rd 2 0.6

Table 1. General feature of subject of study(n=328)

2.2 조사도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를사용하 으며, 설문문

항은 인구통계학 특성변인 2문항과 독립변인인 체육교

수신뢰 13문항, 매개변인 체육교과태도 11문항, 종속변인

수업만족도 9문항 등 총 35문항을 5 Likert 척도로 구

성하 다. 체육교수신뢰 척도는 박경석 박채희[5]가

개발한 척도를 이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으며, 비교사의 체육교과태도를 측정하기

하여 김종환[13]이 개발한 한국형 체육교과태도척도를

연구 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수업만

Variables Categories
May

question

Background Variable
Gender

2
Grade

Physical Education
Professor-trust

Intimacy (4)

13
Athletic Ability (3)

Teaching Method (3)

Fairness (3)

Attitude in Physical
Education

Emotion (4)

11Active Participation (4)

Human Relationship (3)

Class Satisfaction
Educational Satisfaction (4)

9
Environmental Satisfaction (5)

Total 35

Table 2. Component Content of Questionnair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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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를 측정하기 한 척도는 성욱[33]의 연구에서 사

용된 설문지를 연구 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

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의 구성내용은

Table 2와 같다.

2.3 조사도  타당도 및 신뢰도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해 최 우도법(maximum likelihood)과 사각

회 기법인 직 오블리민(direct oblimin rotation method)

을 사용하여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측정변수

와 잠재변수간의 계를 검증하기 해확인 요인분석

실시하 다. 한 집 타당도 별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분산추출지수(AVE)와 개념신뢰도(CR) 값을 도출

하 으며, 측정문항 간 내 일 성을 검증하기 해

Cronbach‘α계수를 활용한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다. 이

와 같은 분석철차를 마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첫째, 체육교수신뢰 척도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이 χ²(df)= 3.569(56)/p=.001, RMR=.028,

CFI=.963, TLI=.949, RMSEA=.089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분산추출값(AVE)은 733-.813으로 나타났으며, 개념

신뢰도(CR)는 .892-.945로 나타나 체육교수신뢰 측정항

목들의 수렴타당도 집 타당도를 확보하 다. 한

Cronbach'α계수도 .880-.937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척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ariable Question Estmate S.E. C.R(t) sig
Standardized
Estmate

CR AVE

Physical
Education

professor-trust

Intimacy

b1 1.000 .847

.945 .811
b2 1.111 0.039 28.357 .001 .893

b3 0.973 0.046 21.128 .001 .892

b4 0.980 0.047 21.043 .001 .890

Athletic Ability

b9 1.000 .955

.927 .813b10 0.753 0.043 17.617 .001 .807

b11 0.582 0.047 12.347 .001 .627

teaching method

b12 1.000 .815

.892 .733b13 1.187 0.061 19.443 .001 .911

b14 1.064 0.062 17.268 .001 .829

fairness

b15 1.000 .917

.923 .801b16 0.940 0.046 20.219 .001 .858

b17 1.072 0.059 18.149 .001 .913

χ²=3.569, df=56, p=.001, RMR=.028, TLI=.949, CFI=.963, RMSEA=.089, Cronbach's α=.880-.937

Attitude in
Physical
Education

emotion

c4 1.000 .927

.932 .773
c3 .997 .039 25.718 .001 .884

c2 .920 .035 26.271 .001 .891

c1 .960 .038 25.153 .001 .876

Active participation

c24 1.000 .657

.878 .647
c23 1.327 .109 12.170 .001 .879

c21 1.008 .096 10.506 .001 .685

c13 .974 .094 10.344 .001 .672

human relationship

c16 1.000 .770

.915 .784c15 1.438 .093 15.404 .001 .796

c14 1.428 .081 17.723 .001 .954

χ²=4.219, df=41, p=.000, RMR=.089, CFI=.949, TLI=.931, RMSEA=.099, Cronbach's α=.806-.941

Class
Satisfaction

environmental
satisfaction

g18 1.000 .724

.931 .731

g19 1.571 .106 14.831 .001 .848

g20 1.621 .126 12.825 .001 .867

g21 1.530 .102 15.063 .001 .862

g22 1.191 .086 13.926 .001 .795

educational
satisfaction

g1 1.000 .619

.910 .721
g2 1.210 .100 12.044 .001 .837

g3 1.215 .101 12.075 .001 .840

g4 1.412 .111 12.710 .001 .922

χ²=3.186, df=25, p=.001, RMR=.025, CFI=.973, TLI=.961, RMSEA=.082, Cronbach's α=.875-.903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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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체육교과태도의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이 χ²(df)= 4.219(41)/p=.001, RMR=.089, CFI=.949,

TLI=.931, RMSEA=.099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분산추

출값(AVE)은 .647-.784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CR)

는 .878-.932로 나타나 체육교과태도 측정항목들의 수렴

타당도 집 타당도를 확보하 다. 한 Cronbach'α계

수도 .806-.941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척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수업만족도에 한 확인 요인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이 χ²(df)= 3.186(25)/p=.001, RMR=.025,

CFI=.973, TLI=.961, RMSEA=.082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분산추출값(AVE)은 721-.731로 나타났으며, 개념신

뢰도(CR)는 .910-.931로 나타나 수업만족도 측정항목들

의 수렴타당도 집 타당도를 확보하 다. 한

Cronbach'α계수도 .875-.903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척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들의 신뢰도 타당도는 선행연구들[34,35,36]이

제안한 합도 기 인 RMR(<.05), CFI(>.90), TLI(>.90),

RMSEA(<.10)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료처리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 달성을 하여 SPSS Version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 에 맞게 분석

을 실시하 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분석 방법은 기

술통계와 탐색 요인분석 확인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으며, 상 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을 실시하 다.

구체 으로 연구 상자들의 일반 특성을 분석하기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 으며, 조사도구의 구성타당도

신뢰도 검증을 한 탐색 요인분석, 확인 요인분

석, 신뢰도분석을 실시하 다. 한 연구에서 설정한 가

설검증에 앞서 각 변인들 간의 계성 검증을 한 상

계분석을 실시하 으며, 마지막으로 가설검증을 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분석을 실시

하 다.

3. 연 결과

3.1 상 계분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별타당성을 확보하

기 하여 상 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4와 같이

척도의 모든 하 요인에서 정(+)의 방향을 나타냈고, 하

변인 간 .202-.750수 의 상 계를 보이고 있었다.

체하 요인들간의상 계수를살펴본결과, Kline[36]이

Fig. 1. Structural Equation Model Verification Results

Variables Categories M SD (1) (2) (3) (4) (5) (6) (7) (8) (9)

Physical
Education

Professor-trust

Intimacy(1) 4.04 .82 .811a)

Athletic Ability(2) 4.67 .61 .654** .813a)

Teaching Method(3) 4.11 .89 .747** .559** .733a)

Fairness(4) 3.90 .92 .750** .557** .709** .801a)

Attitude in
Physical
Education

Emotion(5) 3.63 .97 .604** .356** .601** .629** .773a)

Active Participation(6) 3.17 1.02 .405** .202** .421** .425** .584** .647a)

Human Relationship(7) 4.23 .73 .537** .445** .554** .534** .638** .437** .784a)

Class
Satisfaction

Educational Satisfaction(8) 4.17 .73 .691** .558** .655** .740** .573** .382** .607** .731a)

Environmental Satisfaction(9) 4.12 .76 .569** .486** .578** .612** .570** .345** .454** .576** .721a)

**p<.01, a) AVE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among Variables



한 지 정책학회논문지 제16  제9호508

제시하고 있는 .85보다 낮게 나타나 다 공선성에는 문

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ornel & Larcker[37]

는 상 계수의 제곱 값보다 각 두 구성개념의 AVE값이

크면 별타당도가 있다고 제시함으로써,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별타당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하 변인은

상호 독립 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3.2 연 형  적합도 검

연구모형의 합도 검증을 하여 이 연구에서는 모

수추정방식인 최 우도법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분

석을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Table 5, Fig. 1과 같다. 구

체 으로 이 연구의 연구모형의 합도는 χ²(df)=3.682

(24)/p=.001, RMR=.024, CFI=.965, TLI=.948, RMSEA=.091

로나타나 합 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이 연구의 연구모형은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3 가 검

비 등교사의 체육교수신뢰와 체육교과태도 수

업만족도의 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첫째, 비 등교사의 체육교수신뢰와 체육교과태도

의 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가 .802,

t값 14.621로 체육교수신뢰는 체육교과태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에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1은 채택되었다.

둘째, 비 등교사의 체육교수신뢰와 수업만족도의

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가 .825, t

값 9.697로 체육교수신뢰는 수업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

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2는 채택되었다.

셋째, 비 등교사의 체육교과태도와 수업만족도의

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가 .199, t

값 2.434로 교과태도는 수업만족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3은 채택되었다.

4. 논

이 연구의 목 은 비 등교사의 체육교수신뢰와 교

과태도 수업만족도의 계를 실증 으로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 등교사의 체육교수신뢰는 교과태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 등교사가 교육 학에서 체육수업을 담당하는 교수

에 한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체육교과에 한 태도가

정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체육교육

장에서 체육수업에 한 태도는 정 태도와 부정

태도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체육담당 교수

에 한 신뢰의 유무에서부터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학

생들의 체육교과에 한 부정 태도는 신체활동의 부담

감, 부상의 두려움, 자신감 결여, 불안 등의 부정 인식

으로 나타나며[13], 운동기능이 낮은 학생들은 체육활동

에 소극 이고, 방어 인 태도로 인해 체육교과를 기피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38]. 이러한 체육교과태도는

학생의 생물학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체육교

수신뢰에 원인을 두고 있었다[39]. 한 윤찬수 이용

국[40]의 연구에서도 체육교수신뢰는 체육 담당 교수의

요한 실천 교수 역량이며, 이는 체육교과태도에

지 않은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따라서 체육담당 교수

Path
Standardized
Estimate

S.E. C.R sig Result
Standardized

Direct
Standardized

Indirect
Standardized

Total

1
Physical Education
professor-trust

→
Attitude in
Physical
Education

.802 .058 14.621 .001 채택 .802 .802

2
Physical Education
professor-trust

→
Class

Satisfaction
.825 .064 9.697 .001 채택 .825 .159 .984

3
Attitude in
Physical
Education

→
Class

Satisfaction
.199 .058 2.434 .001 채택 .199 .199

Table 6. The Result of Path Analysis 

χ² df p RMR CFI TLI RMSEA

3.682 24 .001 .024 .965 .948 .091

Table 5. Goodness of Fi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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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체육교수신뢰를 통해 체육활동의 약자들의 부정 인

교과태도를 해소하여 체육교과의 정 이미지를 제고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 등교사의 체육교수신뢰는 수업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

하면, 체육교수신뢰는 학생들이 교사를 신뢰하 을 때,

수업에 한 교육 , 환경 만족도에 정 향을

다고 보고하 다[11,19,22]. 한 체육교수신뢰는 교수자

의 교과지식, 교수방법, 시범활동 능력 등이 아무리 뛰어

나더라도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정 인 상호 계가 이

루어지지 않는다면, 교육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선행연

구[8]와 동일한 맥락을 유지하고 있다. 즉 체육수업에

한 만족도는 비 등교사가 체육 담당 교수에 한 신

뢰가 제 조건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교수신뢰는 비 등교사가 체육수업

에 한 교육 만족을 경험하게 하여 이들이 직교사

가 되었을 때 이들의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에 한 정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체육교수신뢰

는 체육담당 교수에게 가장 기본 이고 요한 능력이자

덕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체육교과가 지향하는

인교육을 실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 등교사의 교과태도는 수업만족도에 유의

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비

등교사가 교육 학의 체육수업에서 정 인 교과태

도를 가졌을 때, 수업에 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

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체육활동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수업에 극 으로참여하고자 하

는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지속 으로 체육교과에 한

목표를성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22,41]. 이는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 교과태도는 수업만족도에서 나

아가 교육효과에도 지 않은 향을 미치고 있었다

[22,41]. 한 체육수업의 교육 효과는 학습자의 정

인 정서에 향을 주며 체육교과에 한 정 인 태도

를 가질 수 있었다[42]. 이러한결과로 볼 때, 교과태도와

수업만족도는 한 인과 계를 가지고 있다고 단할

수 있다. 즉 체육수업에 한 정 인 태도가 학습내용

을 효과 으로 습득하여 학업성취에 반 하게되므로 수

업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으며, 반 로 교사로서의 자질,

교육의 질과 수업 환경 등이 우수하여 수업만족도가 높

아진다면, 학생들의 학업에 한 동기가 부여되어 체육

교과에 한 정 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하고 있다. 따라서 비 등교사는 교과태도와 수업만족

도의 순환구조를 악하여 체육교과의 지식습득을 한

주요 략으로 사용한다면 체육교과에 한 문성을 형

성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비 등교사의 체육교수신뢰와 교과태도

수업만족도의 계를 실증 으로 분석하는데 목 이

있었다. 이를 해 2018년 경기, 강원, 충청지역에 치한

교육 학교 재학생 350명의 표본을 수집하 으며, 이

총 328명의 자료들을실제 분석에이용하 다. 이 연구에

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

하 다.

첫째, 비 등교사의 체육교수신뢰는 교과태도에 유

의한 향을 미친다. 둘째, 비 등교사의 체육교수신뢰

는 수업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셋째, 비 등

교사의 교과태도는 수업만족도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

결론 으로 비 등교사가 지각하는 체육교수신뢰는

교과태도 수업만족도에 정 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비 등교사의 교과태도 한 수업만족도에 정

향을 미친다.

이상 이 연구를 토 로 한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다

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하여 비 등교사가 인식

하는 체육교수신뢰는 교과태도와 수업만족도에 향을

미치고 교과태도는 수업만족도 향을 미치는 요한 요

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공교육의 시작 에 있는

등교육 장에서 체육교육을 담당 할 비 등교사들이

정 인 체육교과태도를 형성하고 비교사교육과정에

서 경험하는 체육수업에서 정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등교육 장에서 질 높은 체육교육을 실 하기 해서

는 비교사교육과정에서 그들을 지도하는 교수자들의

역량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진다. 따라서 비

교사교육과정 교수자들의 문성을 향상시키기 한 교

육 로그램을 개발 는 교육 로그램과 련된 연구가

진행 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횡단 연구로

설계되어 비 등교사들의 체육교수신뢰, 체육교과태

도, 수업만족도 등의 변인들의 변화과정에 해 검증하

는데 제한 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국에 분

포된 교육 학교에 신입학생을 목 표집하여 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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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동안 련변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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