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 양 체 수업에  수 피드백 형과 기효능감 

및 운동지  조적 계

기현1, 김승용2*

1단 학  체 과, 2동아 학  학원 체 전공

The Structural Relations between Feedback Types by Professors of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and Self-Efficacy and Sport Continuance

Ki-Hyun Song1, Seung-Yong Kim2*

1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2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약 본 연구의 목 은 학교양 체육수업에서 교수 피드백 유형과 자기효능감 운동지속의 구조 계를 규명하고

피드백 유형과 운동지속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 달성을 해서 수도권에

소재한 학교 3곳에서 교양체육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을 상으로 유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총 309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 다. 자료처리는 SPSS 18.0 AMOS 18.0을 사용하여 체모형에 한 합도 검증을 실시한 후 가설검

정을 하 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교수 피드백 유형에서 격려/칭찬 피드백과 수행지식/ 정 비언

어 피드백은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 비언어 피드백은 자기효능감에 부 으로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양 체육수업에서 지각된 교수 피드백 유형의 격려/칭찬 피드백은 운동지속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고, 수행지식/ 정 비언어 피드백은 정 으로, 부정 비언어 피드백은 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운동지속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수 피드백 유형의

부정 비언어 피드백과 운동지속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교양체육, 피드백 유형, 자기효능감, 운동지속, 체육수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and analyze the mediation effect that exists 

between the feedback types by professors of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and self-efficacy and sports continuance. 

The sampling method was used to survey physical education university students from three different universities 

located in the Greater Seoul Metropolitan Area. 309 samples were ultimately selected as valid samples. Data 

processing was carried out by using SPSS 18.0 and AMOS 18.0. The fidelity of the whole model was assessed 

through this process and then the theory was tes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if the perceived feedbacks 

by the professor were complimentary/encouragement and performance knowledge/positive nonverbal feedbacks it had 

a positive effect. Negative nonverbal perceived feedback had a negative effect forecast. Secondly, 

complimentary/encouragement perceived feedbacks by the professor did not have a meaningful impact on sports 

continuance index. Performance knowledge/positive nonverbal feedback resulted in static effect while negative 

nonverbal feedback had a negative effect. Lastly, self-efficacy served a meaningful mediation role in the relation 

between negative nonverbal feedback by the professor and sports continu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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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학에서의 교양체육 수업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달리 운동참여의 경험과 즐거움을바탕으로 신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평생체육의 기틀을 마련

하고 인들의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각종 질병의

방과 학생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한 과정

이다. 아울러 성인기의 스포츠 참가 경험은 이후의 지속

인 스포츠 참가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

행연구[1]와 학창시 의 스포츠 참가 경험이 성인기 이

후의 운동 지속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들[2,3]을 고려한

다면 교양체육의 요성은 체육학 연구 분야에서 매우

요한 주제이다. 그러므로 학에서의 교수 체육학

연구자들은 교양체육의 요성을 인식하고 이에따른

심과 극 참여를 유도하는 패러다임을제시할 필요성

이 있다.

그 에서도 체육수업에서 표 되는 교수의 피드백

제공은 학습자로 하여 학습활동의 이해를 돕고, 극

인 활동으로 이끌어 지속 가능 해 으로써 학습의

효과와 학업의 성취감을 증가시킴에 매우 요하게 작용

한다[1]. 그리고 교수의 피드백은 학습과정에서 학생이

자신의 수행에 한 언어 ·비언어 정보로서 교수자에

게 제공 받는 정보로 정의되며, 학습자는 이러한 정보를

외 (extrinsic) 는 내 (intrinsic) 근원의 차원에서 이

용할 수 있다고 하 다[4]. 즉, 학습자는 지각된피드백을

다양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다양한 해석들에 의해 상이

한 동기 상태와 행동 결과를 일으킨다[5].

특히, 지도자의 피드백은 정 는 부정 형태로

제공되기도 하며, 이는 학생들의 행동 는 인지 , 심

리 변화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6-8]. 물론 수업상황

이나 종목의 특성, 그리고 개인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

으나, 지도자의 특정한 교수행동 피드백은 학생들의

내 동기와 같은 인지 ·정서 역에 어느 정도 변화

를 가져다주는 요인이 된다는 이 많은 선행 연구자들

에 의해 검증되어 왔다.

따라서 교수자에 의해 제공되는 피드백이 학습자들에

게 어떻게 작용하고, 이러한 진행과정 속에서 학습자 스

스로 어떻게 동기 인 요인이 변화되어 지는지에 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학

생들은 수업 상황에서 과제의 수 과 자신의 능력 노

력의 개념들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주어진 과제를 통한

개인 능력의 부합, 노력의 제공여부, 학우들의 과제에

한 평가를 통해 학습자 자신의 유능감을 단하게 된다

[9]. 체육수업에서 성취행동과 련된 유능감을 측하는

데 있어서 주요타자는 자기효능감이다. 자기효능감은 과

제수행의 능력에 한 인지 인 자기 지각으로서 과제의

선택 노력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수행된경험, 간 경험, 언어 인 설득 생리 상태 등

의 정보로부터 개인의 능력을 지각한다[10].

아울러 교양체육 교과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신체활동

에 한 회상과 친구나 지도자의 시범, 사회 지지, 운동

으로부터 수반되는 다양한 생리 반응 등의 정보로부터

개인의 능력을 단하기 때문에 지도자의 다양한 피드백

유형과 한 련성을 가질수 있다. 학습자 자신의 능

력치에 한 믿음이 강력하게 되면 효능기 감은 증가되

어 체육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지속 인 노력의 투입을

강화시키게 되지만[11-13], 효능기 감이 부족한 경우에

는 과제수행에 한 행동이 지연되거나 회피성 략의

사용이 강화되어 수동 학습 경향성을 보일 수 있다

[14].

이처럼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직 인 향을 미치

는 지도자의 피드백은 그 요성에도 불구하고, 여 히

피드백 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변화를 이해하

려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교양체육에 참여하

는 학생을 상으로 피드백 유형과 자기효능감, 그리

고 운동지속을 분석한 연구는 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앞서 언 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기 하여 지각된

교수 피드백 유형과 자기효능감 운동지속의 구조

계를 검증함으로서 효율 인 수업 략의 마련과 련

연구들에 기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 연 방법

2.1 연 상

연구의 상은 비 확률 표본추출법 에서 유의표본

추출법을 활용하 으며,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3곳에서 교양체육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350명을

연구 상자로 선정하 다. 그리고 불성실하게 답변한 41

부를 제외한 309명의 자료가 최종 유효 표본으로 사용되

었다, 설문지 작성은 자기평가기입법을 활용하 으며, 연

구 상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195명(63.1%), 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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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114명(36.9%)이었고, 학년별로는 1학년 76명(24.6%),

2학년 72(23.3%), 3학년 77명(24.9%), 4학년 84명(27.2%)

으로 나타났다.

2.2 연 도

교양체육 수업에서 교수가 제공하는 피드백 유형에

한 학습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해 Koka & Hein[4]에

의해 개발하고, Lyu[15]에의해 국내의 용 타당성이 검

증된 척도인 교사 피드백 개념(Perception of Teacher

Feedback; PTF) 척도를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다. 이 척도는 격려/칭찬 피드백, 수행

지식/ 정 비언어 피드백, 부정 비언어 피드백 등 3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 별 Cronbach's Alpha

의 신뢰도 계수는 격려/칭찬 .863, 수행지식/ 정 비언

어 .858, 부정 비언어 피드백 .897로 확인되었다.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측정에 사용된 질문지는 Pintrich,

Smith, Garcia, & McKeachi[16]의 학습동기화 략 질문

지(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MSLQ)로서 Park & Lee[13]가 자기효능감에 한 평가

를 해 번안하여사용된 6문항을 통하여 평가되었다. 이

질문지는 단일차원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는 .915로 나타나 매우 양

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운동지속을 측정하기 한 설문지는 Park & Lee[17]가

번안하여 사용한 Guan, Xiang, McBride, & Bruene[18]

의 4문항을 통해 평가하 다. 이 질문지는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ronbach's Alpha 신뢰도 계수는 .955

로 나타나 매우양호한 수치를 나타냈다. 아울러 체 질

문지의 반응형태는 5 Likert 척도로 구성하 고, 왜도

(≤2)와첨도(≤4)에서기 치 이하를 나타냄으로서 정상

분포를 만족하 다,

2.3 연 절차

설문조사와 련하여 연구자가 직 3곳의 학교에

서 담당교수에게 연구의 취지 목 을 설명하 고, 학

교· 학 별 확정된 일정에 맞추어 실시되었다. 다음으로

교양 체육수업이끝난후 본 연구의 목 설문지작성

요령을 학생들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

으며 이러한 차를 통해 수집된 자료 무응답 자료

등의 불성실한 자료 결측치를 검토하여 최종 으로

309부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2.4 료 분

최종 309명의 자료는 SPSS 18.0 AMOS 18.0을 활

용하여 연구 상자의 일반 인 특성 악을 해 빈도분

석과 측정모형의 개념 신뢰도 별 타당도 확인과

련하여 최 우도방식의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아울러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통해 가설검증이 이루어

졌으며,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매개

효과 분석이 검증되었다. 측정모델 구조모델의 합

도는 x2, TLI, CFI, RMSEA를 통해평가되었고, α=.05 수

에서 모든 통계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3. 연  결과

3.1 측정  평가

측정모델과 구조모델의 해석에서는 그 가능성을 높이

고자 측정모델을 먼 추정하 고, 그 다음으로 구조모

델을 추정하는 방식의 2단계 분석이 실시되었다. 체 연

구 단 의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78.891,

df=199, Q=2.909, TLI=.911, CFI=.923, RMSEA=.079로 나

타나 합도 지수는 매우양호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

리고 집 타당성(convergent)을 검증하기 해 개념 신

Table 1. Analysis result of construct reliabil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of measurement model 

construct
reliability

AVE
correlation coefficient

1 2 3 4 5

1. encouragement/complimentary .902 .650 1

2. performance knowledge/positive nonverbal .906 .695 .790** 1

3. negative nonverbal .910 .771 -.569** -.547** 1

4. self-efficacy .921 .663 .312** .283** -.280** 1

5. sport continuance .971 .921 .361** .387** -.377** .446** 1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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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construct reliability)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에 해 계산하 다. 그 결

과, 개념 신뢰도는 .902에서 .971까지로 기 치(.7 이상)

가 충족되었으며, AVE값도 .650에서 .921까지 기 치(.5

이상)가 충족됨으로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각 측변수는 .685에서 .942까지의 표 화 계수를 보

이고 있으며, 반 으로 개념 신뢰도 AVE값도 양호

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집 타당도가확보되었음을 확인

하 다. 한 5개의 변인들 사이의 상 계도 .80 이하

를 나타내고 있어 측정변인 간의 계에서 다 공선성의

존재 가능성은 낮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변인은

확인 요인분석의 실시에 당한 계성을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한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 다.

3.2 조  평가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측정모델의 신뢰도와 타당도

가 확보되어 가설 연구모델이 평가되었다. 체 표본

을 통한 구조방정식모델분석의 실시 결과, 모델의 합

도는 
=549.932, df=198, Q=2.777, TLI=.909, CFI=.922,

RMSEA=.076으로 나타나 구조모형으로 합하게 나타

났다. 직 경로 각각의 크기 방향을 확인한 결과,

Table 2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체 7개의 경로 3개의

경로에서 유의하지 않음이 나타났고, 나머지 4개의 경로

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3.3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의 구조모델 합도는 수용 가능한 모형

임으로 Zhao, Lynch, & Chen[19]이 제시했던 차에 따

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통하여 간 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한편, Holmbeck[20]은 매개효과의

검증과 련하여 제약모형에서 독립-매개변인 그리고

매개-종속변인간의 경로가 서로 유의할 때 그 의미가 있

다고 하 다. 따라서이 조건에 충족하는 경로에 따라 매

개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

아울러 부트스트래핑은 표 오차에 해 좀 더 정확

하게 추정하기 한 방법으로써, 매개효과 검증에서 나

타날 수 있는 간 효과에 한 표 오차를 추정하는 방

법으로 신뢰구간의 제시와 그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

으면 간 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반복 추정횟수는 1,000번으로 설정하 으며,

95%의 신뢰구간에 의해 검증되었다.

따라서 와 같은 방법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결과, 부

정 비언어 피드백 → 자기효능감 → 운동지속 경로에

서 Lower Bounds 값 Upper Bounds 값은 ‘0’을 포함

하지 않아 통계 으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한매개효과 분석의 상세한 결과

는 Table 3에 제시하 다.

Table 3 Mediating effect analysis through bootstrapping

path
BC 95% confidence interval

Estimated
bootstrapping values sig.

Lower Upper β S.E.

negative nonverbal → self-efficacy → sport continuance -.118 -.011 -.066 .033 .046

Note. BC(bias corrected) bias corrected accelerated; 2,000 bootstrap samples.
*p<.05

Table 2. Structural model path

path Estimate S.E. C.R. P Assessment

encouragement/complimentary → self-efficacy .313 .271 1.153 .249 Dismissed

performance knowledge/positive nonverbal → self-efficacy -.029 .254 -.112 .911 Dismissed

negative nonverbal → self-efficacy -.171 .085 -2.026 .043 Adoption

encouragement/complimentary → sport continuance -.240 .222 -1.082 .279 Dismissed

performance knowledge/positive nonverbal → sport continuance .413 .208 1.984 .047 Adoption

negative nonverbal → sport continuance -.190 .069 -2.760 .006 Adoption

self-efficacy → sport continuance .359 .056 6.466 *** Adoption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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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

이 연구는 학 교양 체육수업에서 지각된 교수 피드

백 유형과 자기효능감, 운동지속의 구조 계의 분석

에 그 목 을두고 수행되었고, 그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먼 지각된 교수 피드백 유형에서 격려/칭찬 피드백

과 수행지식/ 정 비언어 피드백은 자기효능감에 유의

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 비언

어 피드백은 자기효능감에 부 으로 측하는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보고되었던 연구결과

[4,21-23]와 부분 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교수자로부

터 제공되는 통제/처벌과 같은 부정 이고 강압 인 피

드백과 행동은 학생들로 하여 수업시간 동안 상당한

긴장과 높은 불안 등의 경험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많

으며, 이는 실제 활동 수행에서도 부정 인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한 자신의 능력에 한 지도자의 부정 인 반응이

나 평가는 학습자 자신에 한 무능력으로 인식되어, 차

후 수행에 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

문에, 교사들은 이런 행동에 있어서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둘째, 교양 체육수업에서 지각된 교수 피드백 유형의

격려/칭찬 피드백은운동지속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고, 수행지식/ 정 비언어 피드백은 정 으로, 부정

비언어 피드백은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ong & Huh[1]의 연구에서 지도

자의 피드백과 운동지속의 계를 보고한연구와 일치하

는 결과이다.

체육 스포츠 상황에서 지도자는 운동수행뿐만 아

니라 학습자들에게 있어 가장 추 이고 향력 있는

핵심 지 를 차지한다. 하지만, 지도자가 학생들을 무

시하거나 부정 인 지도행동은 학생들로 하여 도포

기 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기도 한다[24]. 아울러 지도

자의 한 수행지식(과제수행에 한 정보의 제공)은

학생들에게 운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유인가로 작용한다

[25].

이처럼본 연구의결과와 선행연구를종합해 볼때,

학에서 교양체육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장기간 지속 으

로 운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교수로부터 제공되

는 피드백을 어떻게 느끼고 깨우치느냐에 따라 운동 지

속에 한 가능성을 견할수 있다. 따라서 지도자는 자

신의 역할에 따라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평생스포츠로써

지속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는 사명감으

로 하고 정 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자기효능감은운동지속에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 상황에서 자기

효능감은 요구된 신체활동을 성공 으로 실행할 수 있다

는 능력에 한 지각이다. 운동행동 이론들은 자기효능

감이 신체활동의 참여와 지속행동을 결정하는 핵심 체

제로 간주하고 있다[26].

이처럼 높은 자기효능감 수 은 학생들이 어떠한 것

을 시도하고자 하는 행동의 선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노력의 양과 지속인 사고패턴 각성 그리고 궁극 인 행

동 등에 향을 주게 되며[27], 동기 차원인 믿음으로

서의 자기효능감은 목표설정에 한 행동과 연 되어 효

과 인 과제목표 수행에 있어 행동조 략을 사용함으

로서 노력 행동 지속성이 높아진다고 하 다[28]. 이

밖에도 자기효능감 련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학습자들

의 직 인 과제활동에 자기효능감이 깊게 여되기 때

문에 정 학업성취행동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하

고 있다[13,29-31].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체육수업에서 자기효능감은 운동지속에 주요 변인으로

지도자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성공경험을 통해 자기효

능감 수 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수 피드백 유형의 부정 비언어 피드

백과 운동지속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상정

한 변인들과 일치하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직 인 비

교는 어렵지만, 통제 이고 부정 인 교수행동은 학생들

의 성취행동에 련된 요인들의 발생과 연 고리를 단

시키기 때문에 지속행동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을 형

성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32].

아울러 부정 피드백은 학생들에게 수업참여에 있어

부정 향을 다는 연구결과[32,33]를 지지한다. 이는

교양 체육수업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시와 명령, 부

정 피드백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때,

학생들은 분노와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를 유발하여

이러한 기분을 피하거나 운동을 참여하지 않으려는 행동

을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학생들의 운동지속을 독려하기 해서는 교수는



한 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  제5호474

부정 피드백을 사용하기보다 정 피드백을 지향해

야 하며, 자기효능감 수 을 향상시키기 해 다양한 성

공경험과 학생 수 에 따른 한 운동수행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 교양 체육수업에서 지각된 교수 피드

백 유형과 자기효능감, 운동지속의 구조 계를 분석

하고, 교수 피드백과 운동지속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하여다음과같은 결과를 확인하 다.

첫째, 지각된 교수 피드백 유형에서 격려/칭찬 피드백

과 수행지식/ 정 비언어 피드백은 자기효능감에 유의

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 비언

어 피드백은 자기효능감에 부 으로 측하는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교양 체육수업에서 지각된 교수 피드백 유

형의 격려/칭찬 피드백은 운동지속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고, 수행지식/ 정 비언어 피드백은 정 으

로, 부정 비언어 피드백은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은 운동지속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수 피드백 유형의 부정 비언어피드백과 운동지속의

계에서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비추어 볼 때, 교양체육 수업에서 지도

자의 피드백 유형이 지속 참여에 얼마나 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속 의도는 자기효능감에 의

해 강화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양체육 수업에

서 교수자는 자신으로부터 제공되는 피드백에 한 주의

와 심을 갖고, 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

의 자기효능감 수 을 높이고, 극 으로 수업에 한

활동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향후 연구에

서는 학교체육 외에도 문체육 생활체육 등 다양한

스포츠 역에서 지도자의 피드백 제공이 어떻게 동기

수 을 향상시키며, 그로 인해 생되는 심리 요인 즉,

만족이나 정서 태도 등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는 연

구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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