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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의 목 은 체육수업에서 교사의 태도와 학업열의, 과제해결행동의 구조 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 달성을 해서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5곳의 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총 434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 다. 자료처리는 SPSS 20.0과 AMOS 20.0을 활용하여 체모형의 합도 검증을 확인한 후

가설검정을 하 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태도는 학업열의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열의는 도움요청행동에 정 으로 자기핸디캡행동에는 부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의 태도는

도움요청행동에 정 으로 자기핸디캡행동에는 부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태도와

과제해결행동의 계에서 학업열의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체육수업, 교사의 태도, 학업열의, 도움요청, 자기핸디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quire into the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teachers' attitudes, academic 

engagement, task-solving behavior which are perceived in a physical education class. To this end, this study selected 

a total of 434 copies of questionnaires as final valid samples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argeting 

middle school students at 5 schools located at a metropolitan area. For data processing, this study confirmed the 

goodness of fit test of the whole model using SPSS 20.0 and AMOS 20.0, and then did hypothesis testing;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attitudes was to have influence on academic engagement. Second, academic 

engagement had positive influence on help-seeking, while self-handicapping had significantly negative influence. 

Third, teachers' attitudes had positive influence on help-seeking, while self-handicapping had significantly negative 

influence. Last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ttitudes and task-solving behavior, academic engagement was 

found to play an intermediary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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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학교체육에 있어 체육수업에 한 정 혹은 부정

태도 형성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유인가는 수업운

주체인 교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사가 수업운

방식과 내용을 어떻게 수립하고 달하느냐에따라 학

생들의 과제수행 행동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이다[1]. 이와 련하여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심리학의

역에서 학생들의 과제행동에 여되는 다양한 변인과

의 련성을 보고한 연구들이 최근까지활발하게 보고되

고 있다[2-4]. 그 다면 학생들의 능동 인 과제행동을

해 교사들이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

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체육수업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교과목과

달리 다양한 신체 과 의사소통을수반하기에 학생

들은 교사의 말과 행동에 의주시해야 한다. 이처럼 교

사의 모든 언행과 행동은 학생들의 과제행동에 요한

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체육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요

한 요소이다[4,5]. 이와 련하여체육수업에서 교사는잘

가르치는 것도 요하지만 학생들을 잘이해하고 격려해

주는 교사의 정서 지원이 더 요하다는 연구들이 방

증해 주고 있으며[4,6],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수자의 태

도는 학습자의 수업태도와 흥미, 정서 동기수 에 지

한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 요성은 많은 연구에

서 제기되고 있다[4,7,8].

체육수업처럼 다변 인 수업상황에서 학생들을 하

는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생각과 감정을 포

함한정서라할 수있으며[9], 이는 학생에 한 자상함과

공감 형성, 학생에 한 높은기 와 지지 등이 반 된

다고 할 수 있다[10]. 이러한 교수자의 태도와 특성을

요한 사회환경 변인으로 간주하고, Frenzel, Pekrun and

Goetz [11]의 연구에서는 교수자의 태도와 학생들의 흥

미, 학업정서, 학업열의와의 계를 규명한 연구를 통해

교사의 태도의 요성을 시사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경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교수-학습상황에서 학

생들을 하는 교사의 태도는 체육수업에서학생들의 열

의와 학업참여 행동에 미치는 향력은 요하게 작용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수업장면에서 학생들로 하여 어떻게 하면 과제

수행에 있어좀 더능동 으로 참여할 수있을까하는 문

제는 최근 우리나라 교육 장에 있어 상당히 요한 문

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학생들이 체

육에 한 심을 가지고, 자발 으로 체육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발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 최근 학생들의 학

업열의(academic engagement)에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14]. 학업열의는 학습에서의 가치, 열

정, 의미를 느껴 학습에 집 함으로써 학습에 능동 으

로 열 하게 하는 높은 수 의 에 지와 정신 탄력성

으로 정의할 수 있다[15-17]. 이러한학업열의는 교수-학

습상황에서 학생들을 동기화시키고, 학업에 보다 더 열

할 수 있는 강화요인으로 정 인 효과를 제공하며

[14,18], 체육수업에서 찰되는 학생들의 열의는 수업상

활에서 발생되는 문제해결을 한 행동방식에 지 한

향을 미칠 수 있다[19]. 따라서 앞서 언 한 교사의 태도

와 학업열의에 따른 체육수업에서 발생되는 과제해결행

동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체육수업에 있어 학생들은 과제수행 어려운 동작

이나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해 체육교

사나 동료들에게 도움을 필요하게 된다[2]. 이러한 상황

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극 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도움을 요

청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능력을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걱

정과 도움의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수있다[2]. 를 들

어, 신체의 구조 문제, 외부환경, 장비 시설 등의 이

유로 변명을 하며, 실패에 한 자신의 무능함을 피하면

서 자신의 가치를 보호하기 해 일부러 노력을 덜하기

도 한다. 이러한 비 응 수업 참여행동은 체육수업에

서 찰되는 자기핸디캡 행동이다[3].

이와 같이 체육수업에서 찰되는 과제해결행동인 도

움요청, 자기핸디캡행동과 련되어 최근 국내에서 보고

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의 동기부여방식과 기 믿음

[20], 기 -가치와 동기[3], 교사-학생 상호작용과자기모

니터링[1], 학습환경과 결과기 [2], 교사행동과 학습의

욕[21] 등이 과제해결행동과 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앞서 언 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비추어 보면, 체

육수업에서 학생들을 하는 교사의 태도는 학업열의와

과제해결행동에 직·간 으로 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

을 추론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본 연구에서 상정한 변인

들의 련성을 검증한 연구는 보고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태도와 학업열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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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행동의 구조 계를 분석하고, 교사의 태도와 과

제해결행동의 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함

으로써 학생들의 극 인 수업참여 행동에필요한 요건

과 교사의 수업 략 마련과 련연구에기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한다.

2. 연

2.1 연 상

본 연구는 학교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체육교사의 태도, 학업열의, 과제해결행동을 확인하고자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 다. 연구 상

으로는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5곳의 학생 500

명이다. 설문조사를 거쳐 불성실한 응답과 이상치를 보

이는 설문 67명의 자료를 제외한 434명의 자료를 최종분

석에 사용하 다. 표집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

으며, 자기평가기입법을 통하여 설문지 작성을 하도록

하 다. 연구 상자의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

215명(49.5%), 여학생 219명(50.5%)이며, 학년별로는 1학

년 123명(28.3%), 2학년 155명(35.7%), 3학년 156명

(35.9%)로 나타났다.

2.2 연 도

먼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사의 태도를 알아보기

한 설문지는 Kunter, Tsai, Klusman, Brunter, Krauss

and Baumert [22]가 개발하고 국내에서 Kim and Jung

[8]이 사용한 설문지를 체육과 교수 1명, 박사학 를 소

지하고 있는 직 체육교사 2명이 구성내용의 안면타당

도를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 사용하 다. 이 설문지는

단일요인으로 총 6문항, 5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 다.

학생들의 학업열의를 알아보기 한 설문지는 Lee

and Lee [16]이 개발한 한국형 학업열의 척도(Korea

Academic Engagement Inventory: KAEI)를 근거로 Lee

and cho [13]가 체육수업에 용한 설문지를 사용하 다.

이 질문지는 헌신, 효능감, 몰두, 활기 등을 묻는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응답형태는 5 리커

트 척도로 구성하 다.

체육수업에서 찰되는 과제해결행동은 국내 등학

교 체육수업에서 Cho [23]가 사용한 도움요청 질문지와

Hwang and Park [24]이 사용한 자기핸디캡 척도를 근거

로 최근 학교 체육수업에 맞게 Kim and Song [1]이 사

용한 질문지를 사용하 다. 이 질문지는 도움요청을 묻

는 5문항, 자기핸디캡을 묻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5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 다.

2.3 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해 연구책임자와 사 에 교

육된 보조연구원 1명이 직 수도권(서울 경기)에 소

재한 학교 5곳의 리자(체육부장) 담당 체육교사

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 을 설명하고 수업일정에 맞게

실시하 다. 설문조사에 앞서 설문참여 학생 개개인에게

연구의 목 과 연구결과의사용에 해 동의를 구하 다.

설문작성 시간은 학생에 따라 10-15분 정도 소요되었으

며, 응답이 완료되면 즉시 회수하 다. 이러한 차를 걸

쳐 수집된 자료 무응답자료,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총 434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2.4 료 분

최종 수집된 434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SPSS 20.0과

AMOS 20.0의 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상 계분석, 측정모형의 개념신뢰도와 별타당도를

분석하기 해 최 우도방식의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

하 다. 아울러 각 변인간의 가설검증을 해 구조방정

식모형분석을 실시하 으며 매개변인의 간 효과 유의

성을 검증하기 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

을 용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합도는 X2, TLI, CFI, RMSEA를 통해 평

가되었으며, 모든 검증의 유의수 은 α=.05에서 검증되

었다.

3. 결과  논

3.1 기술통계  상 계분  

먼 연구모형의 측정변수에 한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임계치에 해서는 West, Finch and Cur-ran [25]

의 기 으로 평가하 다. 이들의 기 은 왜도 ±2, 첨도

±4로, 이값을 과할경우 정규성에 문제가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Table 1에 제시된 바와같이왜도는 -.44 ~ .30

값의 범 를 보이고 있으며, 첨도는 -.86 ~ -.60 값의 범

를 보이고 있어 West et al. [25]이 제시한 기 을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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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규성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각 변인들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Pearson의 상 계분석을 실시하 다. Table 1에서와

같이 4개의측정변인들사이에 .80 이하로 유의한상

계를 보이고 있어 측정변인 간의 다 공선성의 존재 가

능성이 낮아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는데있어 당한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측정  평가

본 연구에서 상정한 연구모형의 합도를 평가하기

해 체 연구 단 들에 해 최 우도방식의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모형의 합도 검증 결과

x2=483.712, df=179, Q=2.451, TLI=.965, CFI=.970,

RMSEA=.058로 기 치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Table 2. 합도 지수의 기 은 Hair, Black, Babin,

Anderson and Tatham [26], Hong [27]이 제시한 기 을

근거로 x2, TLI, CFI, RMSEA 기 을 통해 선정하 고,

TLI와 CFI는 .9 값 이상, RMSEA 값은 .80 이하 일 때

수용할만한 수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

형은 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각 측변수

의 표 화 모수추정치는 .760에서 .958까지 나타났고, 각

변인의 집 타당성을 확인하기 해 개념 신뢰도

(construct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을 분석하 다. 그 결과, 개념 신뢰도

는 .919에서 .966까지의나타나 기 치(.7 이상)를 상회하

으며, AVE값도 .696에서 .838까지 나타나기 치(.5 이

상)를 충족시켜 반 인 개념 신뢰도와 AVE 값도 양호

하여 집 타당도가 존재함을 확인하 다. 구체 인 결과

는 Table 3에 제시하 다.

Table 2. Model fit

Q TLI CFI RMSEA

measurement
model

2.451 .965 .970 .058

Standard 3 less .9 more .9 more .08 less

Table 3. Validity and reliability

CR AVE Cronbach's α

teachers' attitudes .966 .804 .945

academic engagement .954 .838 .957

help-seeking .961 .832 .947

self-handicapping .919 .696 .906

3.3 가 검  결과

측정모형의 합도와 타당도가 충족되어 설정한 가설

검증을 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결

과, x2=454.721, df=180, Q=2.526, TLI=.963, CFI=.969,

RMSEA=.059로 반 인 합도는 충족하 다. 설정된

구조모형이 합하므로, 가설에서 설정한 인과 계 분석

을 해 각 경로간의 경로계수를 확인하 다. 그 결과 교

사의 태도는 학업열의와 도움요청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핸디캡에는 부 인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학업열의는 도움요청에

정 으로 자기핸디캡에는 부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3.4 bootstrapping  통한 매개효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 합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치로

확인되어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해 Preacher and

Hayes [28]가 제시한 차에 따라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통해 간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매개효과분석을 해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채택한

이유는 기존 Baron and Kenny [29]의 방식보다 통계

검증력과 엄 함이 뛰어나기 때문이다[30]. 따라서 부트

스트래핑 방법을 용하여 반복 추정횟수는 1,000번으로

설정하 으며, 95%의신뢰구간에 의해 검증하 다. 분석

결과, 교사의 태도→학업열의→도움요청행동, 교사의

태도 → 학업열의 → 자기핸디캡행동의 모든 경로에서

Lower Bounds 값과 Upper Bounds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분

석에 한 상세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 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M SD skewness kurtosis
correlation coefficient

1 2 3 4

1. teachers' attitudes 4.28 .65 -.44 -.86 1

2. academic engagement 3.44 .99 .00 -.62 .32** 1

3. help-seeking 3.93 .75 -.10 -.78 .56** .42** 1

4. self-handicapping 1.96 .75 .30 -.60 -.40** -.34** -.43** 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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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ructural model path

path estimate S.E. C.R. p assessment

teachers' attitudes → academic engagement .524 .077 6.770 *** accept

academic engagement → help-seeking .173 .029 5.980 *** accept

academic engagement → self-handicapping -.175 .034 -5.089 *** accept

teachers' attitudes → help-seeking .550 .051 10.874 *** accept

teachers' attitudes → self-handicapping -.382 .057 -6.737 *** accept

***p<.001

Table 5. Mediating effect analysis through bootstrapping

path
BC 95% confidence interval

Estimated

bootstrapping values sig.

Lower Upper β S.E.

teachers'

attitudes
→

academic

engagement
→

help-seeking .060 .124 .086 .019 .001**

self-handicapping -.129 -.056 -.085 .022 .001**

Note. BC(bias corrected) bias corrected accelerated; 1,000 bootstrap samples. **p<.01

3.5 논

연구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먼 교사의 태도는 학업열의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상황에서 학생에 한 교

사의태도는자상함, 공감 형성, 학생들에 한지지

기 등을 의미하는데[10], 이러한 교사에 의한 학습 환

경은 학생들의 흥미, 열정, 학업정서, 태도 등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4,31,32].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교사의 태도

는 학습상황에서 많은 역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체육수업 장의 교사들은 열심히 가르쳐서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도 요하지만, 만약 학생들을

하는 태도가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거부감을 야기 시

킨다면 학생들은 학업열의는 물론 수업 반의내용 측

면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교과

수업 이외의 다른 업무로 인해 힘들 수 있지만, 교사의

따듯하고 온정 인 태도가 제되어야 자연스럽게 체육

에 한 심이 발 되며, 그로인해 학습열의를 극 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업열의는 도움요청행동에 정 으로 자기핸디

캡행동에 부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업상황에서 학생들의 열의는 정 이고 성취감을 돕는

높은 동기수 이며, 활력, 몰두, 효능감을 변하는 변인

이다[16]. 이와 련하여 그동안 보고된 선행연구들은 학

습상황에서 학습열의는 학습에 한 노력과 지속 태

도에 지 한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14,19]. 아울러 높은 수 의 동기가 작용될 때, 어려

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

하며, 동기수 이 낮을 때는과제에 한 불만이나, 회피,

변명을 한다[3]. 따라서 학습열의와 같은 동기 변인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요한 유인가로 작용할 수 있

기에 교사는 한 과제선정, 흥미, 피드백과 칭찬 등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고 유익한 수업 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의태도는 도움요청행동에정 으로 자기핸

디캡행동에는 부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 보고된 Kim and Song

[1], Oh [20], Nam [21]의 결과와 부분 으로일치하는결

과이다.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체육수업에서 교사의 상

호작용, 자율성지지는 학습에 있어 극 인 과제해결

행동인 도움요청행동을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고 있다[1,20,21].

이처럼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제해결행

동은 교사의 형성되는 자율 이고 안정 이며, 편안한

분 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면, 통제 이고 억압 인

분 기에서는 변명을 하거나 회피 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압박과

통제를 최소화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교사에게 편안하게

근할 수 있는 학습 분 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태도와 과제해결행동의 계에서

학업열의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 설정한 동일한 변인들의 계를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가 없어 직 인 비교는 어렵지만, Kim and Song

[1]의 연구에서 교사의 근 성(도움/친 감, 자유/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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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은 동기 변인인 자기모니터링을 통해 과제해결행

동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간 으로 지지해주고 있으며, Cho [4]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태도는 학업흥미를 통해 학업참여에유의한 향

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체육수업에서 교사

의 자상한 태도는 학생들이 과제에 한 학업열의를 높

여주고, 나아가 과제수행에 있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

하기 해 도움요청행동과 같은 극 인 과제해결행동

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체육수업 장면에서 학생들을 하는

교사의 태도와 학업열의 과제해결행동의구조 계

를 분석하고, 교사의 태도와 과제해결행동의 계에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하여 다음과같은 결과를

확인하 다.

첫째, 교사의 태도는 학업열의에 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열의는 도움요청행동에

정 으로 자기핸디캡행동에는 부 으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사의 태도는 도움요청행동에

정 으로 자기핸디캡행동에는 부 으로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태도와 과

제해결행동의 계에서 학업열의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나타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교사

심의 학습형태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 실을고려해 볼

때, 교사의 태도가 얼마나 요한가를 보여주고, 이는 학

생들의 과제해결에 있어 극 인 행동을 유인할 수 있

는 교수방법 략에 한정보를제공할수 있다는 측

면에서 요하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즉, 자상하고따듯

한 교사의 태도는 학생들의 수업참여행동을 극 으로

유도할 수 있는 요한 단서가 될수 있다는 것을 장의

교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차후 연구를 한 과제를 제시한다면, 학생들

의 과제해결행동은 이 의 운동경험, 자신의 운동능력,

과제수 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종단 연구방법

을 통한 구체 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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