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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 행동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 수업 몰입과 수업 만족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 민 선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행동유형과 부모 및 또래의

사회적 지지가 초등학생의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수업 몰입과

수업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

교 스포츠클럽의 효과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운동지속의사 향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의 토대를 다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남녀 학생 중 학교

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편의표

본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4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자기평가 기입법

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기입하게 하였고 420부 중 불성실하거나

설문 응답 중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399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기존 선행연구의 조사척도를 관

련 문헌과 선행 연구에 나타난 요인들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대상인 초

등학생에게 알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초반에 작성된 설문지는 예비

조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보완하였고 본 연구에는 최종 수정된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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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통계프로그램인 IBM statistic SPSS

21.0과 IBM SPSS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신뢰도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초등

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 행동유형, 사회적지지, 운동지속의도, 수업 몰입,

수업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 Structu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나타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스포츠클럽 지도자 행동유형 중 긍정적 보상형은 수업 몰

입과 수업 만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수업 몰입과 수업 만족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도자 행동유형이 운

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업 몰입과 수업 만족은 부분적으로 매

개 효과를 보인다. 넷째, 사회적 지지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수업 몰입과 수업 만족은 매개효과를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 따르면 초등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지도자의 긍정적 보상 행동은 학생들의 수업 몰입 및 만족을 떨어

트릴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특성과 정규 수업이 아닌 스포츠클럽

활동이라는 수업 환경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수업 기법을 구사해야 하며

이것이 학생의 운동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 몰입과 수업만족을 높이고 운동지속의사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 전반

의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요어 : 지도자 행동유형, 사회적지지, 수업몰입, 수업만족, 운동지속의사

학 번 : 2015-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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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마치면 대한민국은 동, 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F1 그랑프리 등 주요 메가스포츠 이벤

트를 5번 이상 개최한 국가가 된다. 또한 특정종목에 편중되어 있지

만 하계·동계올림픽에서 종합 성적이 10위권에 입상(TOP10)하는 엘

리트스포츠 강국으로서의 면모도 보여주고 있다(김영갑, 2015). 한국

의 엘리트스포츠는 한국 사회만이 가지는 독특한 스포츠문화로 그 태

생적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김정효, 남궁영호, 2009).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스포츠 발전을 위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의 스포츠 문화를 바꾸어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꾸준히 나

타나고 있다. 소수의 엘리트 선수와 엘리트스포츠를 위한 투자가 아

닌 모든 국민들이 체육을 생활화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체육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노력이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Siedentop(1980)은 학교체육을 스포츠문화의 기본적 토대로

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보아 ‘학교체육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하였

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스포츠 문화를 형성하고 스포츠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 시도가 학교체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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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스포츠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스

포츠 문화와 체육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생활체육의 중심에는 스포츠클럽이 자리 잡고 있다. 독

일의 생활체육이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이

와 관련된 통계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일연방스포츠과학연구소,

쾰른독일체육대학 스포츠 경영연구소, 독일올림픽체육회가 2008년 공

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독일에는 90,467개에 달하는 스

포츠클럽이 있고, 여기에 등록된 회원수는 27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

다(Breuer & Wicker, 2008). 생활체육참여 비율이 전 국민의 70%를

상회한다는 것이다(송형석, 이형구, 2009). 이를 통해 생활체육의 근간

을 다지기 위해서 스포츠클럽 문화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를 국내에 도입하고 생소한 스포츠클럽이 활성

화되도록 아동, 청소년 시기부터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학교체육이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과정평가원

(2016)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필수학습시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체

육교과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주요 선진국(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

본)의 평균보다 초등의 경우에는 3.8% p, 중등의 경우에는 2% p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부, 2016). OECD 주요 선진국은 학교체

육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인 것에 반해 한국의 학교체육교과 시간은 부

족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과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 동기 유발과 스포츠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이다(송형석, 이형구, 2009).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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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초, 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시행되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

교스포츠클럽은 “스포츠 활동에 취미를 가진 동일학교의 학생(대한체

육회 등록선수 제외)으로 구성, 교육청에 등록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

는 스포츠클럽”(교육인적자원부, 2007)을 의미한다. 이러한 학교스포

츠클럽은 2005년 한국형스포츠클럽 유형의 하나로 제안되어, 2007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계획’의 발표와 함께 학교

체육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이용식, 남윤식, 2011). 이후 지

속적 관심을 받으며 학교스포츠클럽 관련 정책은 점차 확대되어 2012

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학교스포츠클럽을 ‘학

교스포츠클럽 활동’이라는 명칭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게 된 것

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a, 2012b, 2012c).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모든 학생들이 학

교의 스포츠클럽에 한 종목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교내 학교스포츠

클럽을 지원한 결과, 2015년도에는 전국 초·중·고 총 199,147팀,

3,878,938명이 참여하고 있다. 17시간 이상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수의 현황을 보면 2013년의 등록률은 54.8%, 2014년의 등

록률은 65.2%, 2015년의 등록률은 68.8%로 나타났으며 3년 연속 꾸준

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6).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되면서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참가하는 학

생과 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여자 대상 평

균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로는 지도자의 경우는 83.4%, 학생의 경우에는

81.5%, 학부모의 경우에는 79.4%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교육부, 2016). 또한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와 학교스포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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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대회 참여를 통해 교우관계 증지, 자신감 상승, 배려심 함양, 학교

자부심 거양, 인내심 함양 등 학교생활 적응 및 인성변화에 긍정적 효과

를 발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부, 2016).

2. 연구의 필요성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발달에 도움을 준다(Strong et al., 2005). 학교는 학생들에게 90% 이

상의 신체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곳이며 학교에서의

체육수업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생활습관의 제공과 동시에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한다(Sallis & McKenzie, 1991). 특히 학교에서의

체육수업은 학생들의 신체활동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킬 뿐 아니라 최근 경쟁사회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Norris, Carroll, &

Cochrane, 1992). 따라서 학교 체육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신

체활동량을 유지시켜 주어야 하며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

어 건강한 삶을 영위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엄우섭, 2016).

아동의 스포츠 참여는 정규 체육수업 시간 외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아동의 스포츠클럽 참여와 관련하여 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한 만족을 구성하는 요인은 교사의 지도력, 교사의

태도, 친구와의 유대관계, 수업환경, 개인의 체력 증진, 기술·지식습득

등이 있다. 그 중 스포츠클럽 운영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은 지

도자이다. 환경과 운동능력 만족과 다르게 빠른 수정과 적용이 가능



- 5 -

한 요인이 지도자의 역량이기 때문에 지도자에 대한 연구는 스포츠클

럽 운영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박수현, 2016). 따라서 스포츠

지도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관련해서 체육교사

의 지도유형이 체육수업의 재미와 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남상우, 2010), 중학교 체육교사의 수업지도유형이 학생들의 수업 만

족도와 수업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원종철, 2013), 체육교사

의 지도행동유형이 체육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송

호, 2010), 체육교사의 지도행동 유형에 따른 중학생의 체육수업 만족

도분석(권순석, 2001),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체육수업 지도유형

과 체육수업 만족도 간의 관계(이대형, 2016) 등의 다양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선행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은 수

업 몰입과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스

포츠클럽 지도자 특히 정규 체육수업 외에 이루어지는 초등 스포츠클

럽 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초등 스포츠클럽 지도자행동유형이 수업 만족도 및

수업 몰입을 매개로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과 함께 사회적지지 또한 아동의 수업 몰입

과 수업 만족도와 관련하여 연구될 필요성이 있다. 아동에게 있어 사

회적 지지는 학교와 가정의 제한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사

회적인 지지추구 기술이 발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의 경우보다 제

한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나타난다(심미경, 1986). 아동과 청소

년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는 것을 지각할 때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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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조아미, 방희정,

2003).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아동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에는 초등학생의 학업

과 관련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 학습몰입과 학교에서의 적응 사

이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장성화,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몰입과 교사의 사회적지지의 관계(정주헌, 2015), 초등학교 고학

년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생활 만족도의 관계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매개효과(김혜림, 2016) 등이 있다. 선행 연구를 보았을 때 사

회적 지지와 관련해 아동의 몰입과 만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스포츠클럽 수업과 관련한 수업 몰입과 수업 만족에 대한 연

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지도자행동유형과 함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수업 만족과 수업 몰입을 매개로 하여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근간을 다지기 위해서는 위

의 변인들과 함께 운동지속의사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 되면서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참가하는 학

생과 팀 또한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떠한 변인이 운동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

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운동지속의사와 관련된 연구에는 중학교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수업몰입이 스포츠가치관 및 지속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성희제, 2016),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만족도가 학교스포츠클럽 만

족도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이재훈, 2015), 학부모들의 유아

스포츠클럽 참여 동기에 따른 참여 만족이 지속참여의도에 미치는 영

향(김승식, 2016)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통해 수업 몰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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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만족도 등이 아동, 청소년의 운동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도자행동유형과 사회적지지, 수업 만족도 및 수업 몰입,

운동지속의사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정규 체육수업 또는 중등 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주로 다

루고 있다. 따라서 초등 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지도행동유형, 사회적

지지, 수업 만족도 및 수업 몰입, 운동지속의사 간의 관계 규명을 위

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 의의가 있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행동유형과 사회적지

지가 초등학생의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수업 몰입과 수업 만

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의 효과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운동지속의사 향상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의 토대를 다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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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학교스포츠클럽

1) 학교스포츠클럽의 정의 및 개념

학교스포츠클럽은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여 학교 현장에

도입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방과 후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 후 학교, 방과 후의 자율체육 활동, 스포츠동아리 활동 등을 포

함하는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용어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c). 학교 현장에서는 성별, 경제적인 지위, 인종 등에 상관없이 자

발적으로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갖고 하는 활

동이며, 동일학교 학생으로 구성하고 교육청에 등록하여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운영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허현미, 김

선희, 정상익, 2007).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목적은 학교에서 일반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를 위해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보는 스포

츠’에서 ‘하는 스포츠’로 바꾸고 건강 체력을 향상시키며 학생선수들

의 문제점 개선과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생활화 등에 있다(김선희,

허현미, 2008). 소수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운동부가 아닌

다수의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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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강, 체력증진은 물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학생들의 비

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며, 앞으로의 학교운동부 시스템 발전

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2) 학교스포츠클럽의 추진 배경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체격은 좋아졌으나 체력은 감소

하였고 입시의 부담과 사회적 압박으로 인해 비행행동 등의 일탈을

일삼고 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이러한 학생들의 입시위주의 생활패

턴과 학교운동부 위주의 대회개최로 인한 일반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

소와 이에 따른 체력저하 및 건강상태 악화 문제해결책과 함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스포츠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과 독일 등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

들의 신체활동 감소로 인한 건강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기존의 학교체육 수업과 함께 방과 후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클럽 활동을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운영하여 모든 학생들이 규칙

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학교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도 활성화

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나라들의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이 도입된 것이다. 운동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활기차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학교체

육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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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게 된 것이다. 모든 학생에서 신체활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주

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자 학교운동부 중심의 문화를 개선하여 운동

부 본래의 교육적인 활동을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허

현미, 정상익, 김선희, 2007).

3) 학교스포츠클럽의 역할 및 기능

(1) 건강 증진

학교 체육은 주어진 시수에 맞추어 한정된 체육 수업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 체력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한계를 지

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인 1운동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교육부,

2015).

1인 1운동, 1스포츠 종목 익히기를 목표로 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은

모든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으며, 학생

들의 체력 향상, 비만 예방,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통해 건강 증진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2) 올바른 스포츠 문화 체험 및 스포츠 기술 연습

학교스포츠클럽에서는 참여하는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의 자발적,

자율적 참가를 통해 스포츠의 기술을 익히고 스포츠의 재미를 알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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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기술을 익히고 스포츠맨십을 획득하는 바를 추구한다(Perkins,

2000). 스포츠 문화란 스포츠 그 자체로 볼 수도 있고, 사회 속에서

스포츠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특유의 개별 문화와 특정한 종목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함께 파생되는 과학적, 사회적, 예술적, 측

면이 총체적으로 신체활동과 함께 나타난다(유정애, 김선희, 2007). 따

라서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스포츠 문화를 체험하며

스포츠 기술을 습득하고 그 경험을 통해 평생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3) 스포츠맨십 및 공동체 학습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그 안에서 팀워크와 준법정

신을 배우고,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을 존중해야한다는 것

을 배운다(Clifford & Feezell, 1997). 이러한 기회는 리더가 기본적으

로 갖추어야 하는 여러 조건을 체득할 수 있는 적합한 기회이며 팀의

일원으로 공동체 학습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과 모두를 포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허현미, 2007). 따

라서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통해 스포츠 기술뿐만 아니라 도덕성,

진실, 용기, 자기 통제, 예의 등 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태도나

자세를 포함한 스포츠맨십과 공동체 일원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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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가 문화 공간 제공

청소년 시기의 여가는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건강 및

체력을 증진하고 자아 형성 및 정서적, 사회적 보상 기능을 한다. 사

회적 차원에서는 학습 의욕을 회복하고 문화적·사회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한국청소년개

발원, 2006).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학생들이 이러한 여가를 즐기거

나 여가활동에 차며하여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어

렵다. 또한 여가시간에 놀이를 행한다 하더라도 활동성이 부족하고

수동적이며 단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둔다(교육부,

2015).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들이 신체활동

과 결합된 여가활동을 실천하며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여가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4)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선행 연구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한 연구로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중 교사뿐

만 아니라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의 경우 공부와 운동을

병행한다면 집단 따돌림의 문제 및 학교 폭력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윤현수, 2013) 및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이 학교생활에 미

치는 영향(이소현, 2014)과 사회성 및 인성 함양(윤민아, 2014)에 미치

는 영향 등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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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자 행동유형

1) 지도자 행동의 개념 및 이론

지도자 행동에 관한 연구 및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

양한 분야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량이 조직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

문이다. 하지만 그 개념과 정의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Bennis(1959)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타인을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을 지도자행동이라고 정의했으며, Barrow(1977)는 지도행동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며 집단이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의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Fiedler(1996)는 지도자행동이란 집단의 지도자가 집단의 구성원

들의 일을 조정하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행위라고

보았다. 국내 연구에서 유승원(2005)에 따르면 지도행동이란 지도자가

목표나 목표군의 달성을 위해 집단 안에서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과정

을 통해 개인 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도로 보았다. 이러한 지도자

의 지도행동은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도자의 역할을 수

행할 때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개개인의 기량을 향상시키며

집단응집력을 강화할 수 있어 최고의 수행 결과를 이루어내는 그 토

대가 된다(김형수, 2013).

2) 지도자 행동 유형의 분류

스포츠 분야에서 지도자의 행동 차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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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ladurai&Saleh(1978), Danielson(1975) 등과 같은 연구에서 나타났

다. 그 중 Chelladurai(1978)는 지도자의 다차원 모형을 검정하기 위해

지도자의 지도유형을 5가지로 나눈 후 LBDQ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총 4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LSS(Leadership Scale for

Sports)를 리더십의 측정도구로 개발하였다(김원식, 2011).

LSS(Leadership Scale for Sports)는 두 개의 의사결정 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는 민주적 행동과 권위적 행동이다. 이 두 가지의 동

기유발 성향으로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보상, 훈련과 지시 등의 유형

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의 하위 척도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지도행동유형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민주적 행동형

민주적 지도는 팀의 선수들이 직접 훈련 방법과 목표설정 그리고

팀의 전략, 전술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

는 행동을 지칭한다. 이러한 유형의 지도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

단적인 행동을 자제하며, 집단의 목표를 설정할 시에 선수들의 협동

심과 창의성을 일깨워 선수 개인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선수의 의사결

정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도자가 있는 팀의 경

우 과제수행과 목표달성을 위한 결정을 할 때 선수와 협조적인 관계

를 유지하며 모든 과정의 문제해결을 선수와 함께 대처하고 극복한

다. 전체형 지도자와 달리 민주적 행동형 지도자는 권위나 권력을 추

구하지 않으며 선수가 최대의 기량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칭찬과 격

려를 아끼지 않으며 인간관계 중심의 소통적인 활동 분위기를 중요시

한다(최대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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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긍정적 보상형

긍정적 보상형의 지도자의 경우 선수들의 동기를 불러일으켜 선수

들의 훌륭한 판단 및 운동수행, 기여에 대한 칭찬을 하고 보상을 하

거나 인정을 한다(이성규, 2015). 이러한 지도자는 선수의 요구에 따

라 자원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최소한의 지도자

적 책임을 다한다(강민정, 2009). 또한 손용(2001)은 칭찬은 학습자들

의 내적인 동기를 유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교수·지시형

교수·지시형 지도자의 경우 선수들의 수행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시적인 행동으로 선수들에게 전술과 기술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도

하며 선수들 간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선수들 각 개인의 활동이 조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지도자는 수업의 목표를 기술 향상에

많은 비중을 두며 목표달성을 위해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

하며 일을 수행할 때 꼼꼼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운동학습

이란 신체적 동작을 체득하는 것이며 이러한 기능이 습득된다면 동작

이 향상되고 한층 일관성 있게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 교수·지시형

지도자들은 생각하며 전형적인 스포츠 훈련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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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지지 행동형

사회적지지 행동형 지도자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팀의 좋은

분위기, 선수들의 개인적인 욕구에 대한 만족, 선수들 간의 긍정적인

인간관계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인 문제 및 복지에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수업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드러운 인간관계 형

성에 지도의 중점을 두는 교사이다. 이러한 사회적지지 행동형 교사

는 학생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의 장

을 제공하여 팀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만들

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학급의 문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며 대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

록 한다.

3) 지도자 행동유형과 수업 몰입 및 수업 만족도

체육교사들의 수업유형에 따른 학생들의 몰입 및 만족도는 많은

연구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제로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

다. 먼저 몰입과 관련된 연구는 체육교사의 지도유형이 체육수업의

재미와 몰입에 미친다는 연구(남상우, 2010), 중학생이 파악하는 방과

후 수업 중 체육교사의 지도행동유형과 자긍심, 운동 몰입 및 지속적

참여의도의 구조 관계에 대한 분석(이민구, 2013), 중학교 체육교사의

수업지도유형이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몰입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원종철, 2013) 등이 있다.

만족도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체육교사의 지도행동 유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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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중학생의 학년별 체육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권순석, 2001). 또한 중학교 체육교사의 지도행동유형이 학생

들의 수업몰입 및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원종철, 2012), 초등학

생이 지각한 교사의 체육수업 지도유형과 체육수업 만족도 간의 관계

(이대형, 2016) 등이 있다.

이렇게 지도자 행동유형이 수업 몰입과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정규 체육교과 수업이 아닌 초등 스포

츠클럽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지도행동유형이 학생들의 몰입과 만족도

에 미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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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지지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는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인

태도 또는 행위로 개인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목

적을 갖고, 신뢰·사랑·감정이입 등을 제공하는 정서적지지, 재정적으

로 또는 시간이나 기술을 통해 도움을 주는 물질적지지, 충고를 제공

하는 정보적지지, 평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적 지지로 구분할

수 있다(Nolten, 1994).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는 것을 지각할 때 성장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조아미&방희정, 2003).

국내 연구자들의 정의를 보면, 사회적 지지를 사회적 관계를 통하

여 타인으로부터 받는 사랑 또는 물질적 도움과 인정, 정보 등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정의하거나(심승원, 2001), 사

회적 지지를 대인관계에서 형성되는 지지에 대한 지각과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만족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았다(최진아, 1996).

이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사회적 지지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

는 대인관계에서 타인으로부터 얻는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 정보

적 지지, 도구적 지지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김은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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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지원

사회적 지지원은 누군가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인

간은 본인과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여러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고 있다(김은정, 2011). Cauce(1990)는 사회적 지지원을

공식적 지지원, 가족 지지원, 친구 지지원으로 분류하였으며,

Dubow&Ullman(1989)은 가족, 또래, 교사를 사회적 지지로 분류하였

다(김재근, 2004). 아동에 있어서 사회인 관계망은 가정과 학교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사회적인 지지추구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성인보다 제한적인 사회적지지 제공자를 갖게 된다(심미경, 1986).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원을 부모, 친구, 교사로 보고자 한

다.

3) 사회적 지지유형

사회적 지지유형에 관한 초반 연구들은 정서적 지지를 단일유형을

제시했으나, 이후 사회적 지지유형이 다요인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하여 점차 다차원적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Nolten(1994)은 사

회적 지지의 하위 요인을 정서적, 도구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로 분

류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감정이입·신뢰·사랑 등을 제공하는 도움으로

보았고, 정보적 지지는 충고를 제공하는 도움, 물질적 지지는 시간이

나 기술 또는 재정적으로 주는 도움, 평가적 지지는 피드백을 제공하

는 도움으로 구분하였다(김은정, 201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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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지지와 수업 몰입 및 수업 만족도

초등학생의 사회적인 지지와 학업적인 자기효능감과 학교에 대한

적응 및 학습에 대한 몰입과 관련된 구조적 관계 분석(장성화,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몰입과 교사의 사회적지지의 관계(정주

헌, 2015) 등의 연구를 통하여 사회적 지지가 학습자의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지지가 체육활동과 연관하

여 초등학생의 수업 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댄스스포츠 참가자들의 사회적지지 및 몰입경험이 생활만족에 영

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준희, 2001), 여가스포츠 참가가 사회적 지지,

여가만족 및 자아실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대권,

2010),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만족도의 관계

에서 친사회적 행동이 나타내는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김혜림, 2016)

등을 통해 사회적 지지가 수업 및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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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 만족도

1) 만족도의 개념

행동과학에서는 만족을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으로 개인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는데 인간의 욕구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나타내

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장정희, 2010). 또한 사회심리학에

서는 균형이론을 기초로 하여 투입과 결과와 관련된 개인 간의 교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감정 또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그 전의 기대와 후의 경험을 근거로 하여 주관적으로 판단한다고 본

다. 이 때 나타나는 주관적인 가치판단에 의한 평가는 경험과 기대라

는 두 변수 간의 함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노수현, 2002).

기대 이론에 따르면 만족은 한 개인이 갖는 기대와 그 개인이 현

실적으로 얻게 되는 보상 사이의 일치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사람이 과거경험에 따라 내면화된 내적인 기준을 실제 보상의 수

준과 비교를 하여 그것이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진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에 항상 받았던 만큼의 보상보다 조금이

라도 덜 받은 사람은 그들이 받았던 만큼의 보상과 똑같거나 또는 그

보다 이상일 경우에는 기대가 일치되는 정도에 따라 그 만족도에 영

향을 받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만약 기대한 수준 또는 받아야 한

다고 생각했던 보상 또는 성과의 수준에 비해서 실제적로 얻게 된 보

상 및 성과수준이 낮아진다면 불만족이 나타나고 이는 기대와 보상이

나타나는 차이의 방향 및 크기에 따라 만족 또는 불만족의 크기가 정

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서응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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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만족도의 개념

수업(instruction)이란 용어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습자의

내적·외적 조건을 체계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며, 수업은 의도성 및

목적성 등을 가진 활동으로 볼 수 있다. 교수(teaching)는 “교사가 교

육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체의 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교수활동

에 포함된 활동들은 수업(instruction), 훈련(training), 위교

(indoctrination), 조건화(conditioning)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교수

의 가장 핵심적 의미에서 가까운 것을 수업이라고 정의한다(서울대학

교 교육연구소 편, 1994).

이러한 수업에 대한 만족도 개념을 정리해보면 효율적으로 주위의

상황과 환경에 잘 대응하여 나가면 상호적 또는 정서적으로 곤란한

부분을 느끼지 않고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

킬 수 있는 정도와 수업상황에서 주된 목표를 성취했다고 느끼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으며(이준엽, 2004) 수업 태도의 하나로 개인이 수업

이나 경험을 평가할 때 나타나는 긍정적이고 즐거운 정서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신유근, 1985). 또한 학생들의 수업만족은 학생들이

수업 중에 내적 또는 외적인 욕구가 만족되어 그 수업에 대해서 집중

하며 열정적인 감정적 태도를 갖는 만족감으로 볼 수 있다(장영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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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 몰입

1) 몰입의 정의 및 개념

몰입의 개념은 학문분야와 관심이 있는 영역에 따라 전념

(commitment), 관여(involvement), 몰입(flow)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

용되고 있다. 몰입을 적용하는 분야에 따라 적용대상이나 상황이 다

르기 때문에 이렇게 몰입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가 나타나게 된다

(전진숙, 2010).

본 연구에서 사용하게 되는 몰입(flow)의 개념은

Csikezentmihalyi(1975)에 의하여 이론화되어 개인이 본인의 행동에

최대로 몰두하여 ‘최적의 경험(optimal experience)'을 느끼게 되는 상

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의 저서인 ’Beyond Boredom and

Anziety'에서 몰입 경험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태로 보았으며 이와 같은 상태는 개인이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최적의 상호작용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경험은

즐거운 것이라고 설명되었다(성희제, 2016). 이러한 개념은 ‘인간이 언

제 제일 행복할까’라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찾기 위해 심리학의 개념

과 방법을 적용했었던 연구에서부터 제안되었다(김기웅&이현주,

2007).

이가택(2001)은 몰입을 학습상화에 적용하여 “학습자가 특정한 활

동에 깊이 빠져들어 가는 홈인 또는 집중의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이은주(2001)는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온전히 흡수되는 상태를 몰입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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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몰입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여러 학자들은 연구를 수행하면

서 다양한 몰입의 조작적 정의를 내려왔다. 다양한 조작적 정의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II-1>과 같다.

<표II-1> 몰입의 조작적 정의

연구자 연도 조작적 정의

Csikszentmihalyi 1975
사람들이 온전히 몰입한 상태에서 행동할

때 느끼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흥분

Privette & Bundrick 1987
절정의 경험 또는 기쁨과 성취 혹은 모두

를 포함한 내적으로 즐거운 경험을 의미

Ghani, Supnick, &

Rooney
1991

행위에 대한 온전한 집중과 이로부터 얻게

되는 즐거움

Scanlan & Simons 1992

스포츠몰입은 스포츠 참가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나 결의를 나타내는 심리적 개

념, 스포츠나 여가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희망, 믿음, 신념 등을 스포츠에 대한 전념

또는 몰입이라 하며 계속하여 스포츠에 참

가하려고 결심하거나 이에 대한 요구를 의

미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냄

Ghani & Deshpande 1994

flow의 두 가지 특성

1) 총체적인 집중

2) 활동에서의 즐거움, 도전 수준,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의미

Webster & Ho 1997

관여란 기분과 마음이 즐거운 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으며 즐거운 상태는 몰입의 경험

과 동일하다고 봄

Novak, Hoffman, &

Yung
1999

단일차원이 아닌 다 차원적 개념으로 기

술, 도전, 통제, 각성에 의해 형성되며 몰

입이 일어난다면 긍정적 영향, 탐색적 시

간과 에너지의 집중이 나타난다고 봄

(박진아, 2012; 안수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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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다른 학자들이 정의한 몰입의 개념과 더불어 스포츠 상황에

서의 몰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스포츠 활동 또는 운동하는 과정에

빠져들어 그 사람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방해되는 요소에 방해받지

않으며 그 활동의 과정을 즐기며 시간감각 또한 잃게 되는 심리적 상

태라고 볼 수 있다. 즉 운동 시합 또는 연습을 할 시에 선수가 동작

을 하는데 있어 가장 몰두해 있고, 힘이 드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며

저절로 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으며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성희제, 2016).

2) 몰입의 하위 요인

Csikszentmihalyi는 몰입(flow)의 경험을 6개 요인으로 나누었고 이

후 연구에서 몇 가지 요인을 수정하고 추가하여 1988년 연구에서 몰

입(flow)의 요인을 9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1) 명확한 목적

몰입 상태의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목적이 명확하므로 자신이 무

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신세란, 2015).

Jackson(1995)에 의하면 운동선수들의 인터뷰를 통해 분명한 목적과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경기 전 또는 경기가 시

작한 후에 승리에 대한 예감 등과 같은 답변을 이에 해당하는 요인으

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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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감

해당 요인은 수행임무에 몰입하는 동안 스스로 통제하려고 노력하

지 않아도 몰입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통제감각을 가지게 되

는 것을 의미한다(Csikszentmihalyi, 1990). 몰입상태에 있는 학습자는

타인에 의해 행동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 통제되

고 있다고 느끼게 된다(신세란, 2015).

(3) 즉각적 피드백

해당 요인은 수행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이 지속적인 행

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Csikszentmihalyi, 1990). 몰입 상태에

서 학생은 자신의 수행 능력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할 수 있고 그 판

단에 대한 피드백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4) 시간개념의 왜곡

몰입은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개인을 자유롭게 하여 몰입상태에서

의 시간의 흐름은 일상적인 시간과 다르게 인식된다(신세란, 2015).

이러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왜곡은 몰입의 상태에서만 발생할 수 있

다(Csikszentmihalyi,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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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의식의 상실

Wlodkowski(1999)는 몰입의 상태에서는 자아가 학습활동과 하나

가 되기 때문에 자의식이 사라지게 된다고 보았다. 자아가 자신을 의

식하게 되면, 활동 자체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도 있고 활동의

효율성이 감소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6) 자기 목적성

해당 요인은 몰입을 개인의 심리적 보상 경험과 긍정적인 상태가

재미와 행복감을 이끄는 특별한 특성들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Csikszentmihalyi, 1990). 학생들은 학습 시 그 자체에서의 의미를 찾

을 때 최적의 학습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자기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

로 학습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신세란, 2015).

(7) 수행 중 과제에 대한 집중

해당 요인은 수행중인 과제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상태로 다른 정

보들은 의식에 자리 잡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Csikszentmihalyi,

1990). 이러한 현상은 ‘자신의 과제에 완벽하게 집중함, 집중을 지속

함, 수행도중 타인을 신경 쓰지 않음’과 같은 예를 통해 파악할 수 있

다(Jackso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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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전과 능력의 조화

도전과 능력의 조화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 도전을 하고 그 도전에

대한 개인의 끈기와 의지에 대한 조화를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즉, 특별한 환경에서 주어지는 도전과 습득한 기술 간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성희제, 2016). 학습상황에서는 학습자가 인지한 학습과제

의 도전 정도와 자신의 학습능력이 모두 높을 때 몰입이 발생한다.

이상적인 수준의 학습과제는 자신의 학습능력과 과제 수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9) 활동과 인식의 통합

해당 요인은 선수들의 몰입상태에서 수행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지를 묘사하는 것이다. 몰입상태의 학습자는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학습활동에 자신의 관심사를 완전히 투사하므로 본인의 학습활동과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 학습활동과 그 인식이 분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는 학습활동을 저절로 또는 인식하지 못하고 자연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느낄 수 있다(김원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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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동지속의사

1)　운동지속의 정의 및 개념

운동지속의 정의 및 개념은 여러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Dishman(1988)은 운동지속을 ‘개인이 운동에 규칙적으로 참여

하는 행위로서 운동에의 지속, 집착을 뜻하며 운동의 빈도와 운동의

강도 또는 운동 시간 등이 포함된 꾸준히 하는 운동에의 참여’라고

기술하고 있다.

ACSM(American College of Sport Medicine, 1986)의 지침에서는

지속적인 운동 참가는 신체활동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실시하고, 1회

의 신체활동은 15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

속적인 운동참여는 단순 운동참여와는 달리 건강이나 체력 향상, 스

트레스 해소와 즐거움, 여가 만족과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중요성과 의미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최성훈, 2005).

2）운동지속의 하위 변인

Corbin & Lindsey(1994)는 운동지속을 설명하기 위한 하위 변인으

로 경향성 요인, 가능성 요인, 강화성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1) 경향성 요인(predisposing factor)

경향성 요인이란 운동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되는 요소로 “내가 할

수 있을까?”,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질문과 연관되는 요인이다.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자기-확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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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또는 접근 등이 있다. “가치 있는 일일까?”라는 물음과

관련이 있는 요인들은 자기-동기와 즐거움, 균형적인 태도 및 신념

등이 해당된다(최성훈, 2005).

(2) 기능성 요인(enabling factor)

기능성 요인은 개인의 운동 계획 실행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로는 자기 보고와 목적 및 자기 보고, 수행기술, 시간 관

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최성훈, 2005).

(3) 강화성 요인(reinforcing factor)

강화성 요인은 개인이 생애 지속하여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요소들을 의미하며, 가족, 친구들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

등 외적 동기요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최성훈, 2005).

3) 운동지속 검사지

최초의 운동지속 측정도구는 Corbin과 Lindsey(1994)에 의해 개발

된 운동 지속 검사지(EAQ: Extercise Adherence Questionnarie)이며

최초에는 15문항이었다. 이후 개발된 확대된 운동 지속 검사지

(PAAQ; Physical Activity Adherence Questionnaire)는 운동지속의

개념을 신체활동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이는 Corbin, Corbin,

Lindsey, & Welk(2004)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15문항에서 12문항으로

축소되었다(최성훈, 2005).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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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I-2> 운동지속 검사지 문항

운동지속 문항(item)

경향성

1. 나는 체력 및 운동에 관한 지식이 많이 있다.

2. 운동이 나에게 좋다는 신념을 있다.

3. 규칙적으로 신체 활동하는 것을 즐긴다.

4. 나는 스포츠 기능 및 신체활동 능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가능성

5. 스포츠 기능이 좋은 편이다.

6. 나는 스스로 운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를 안다.

7. 집이나 직장 주변에 운동 할 장소가 있다.

8. 나는 내가 즐기는 운동을 하기위한 기구나 장비를 가지고 있다.

강화성

9. 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데 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10.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다.

11. 나는 운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직장동료나 상사가 있다.

12. 나는 운동을 고무시켜주는 의사나 고용주가 있다.

(Corbin, Corbin, Lindsey, & Welk, 2002; 2003; 2004 ; 최성훈, 2005, 재인용)

4) 운동지속의사와 몰입 및 만족도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수업몰입이 스포츠가치관 및 지속참

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성희제, 2016),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만족도가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이재훈, 2015),

학부모들의 유아스포츠클럽 참여 동기에 따른 참여 만족이 지속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김승식, 2016), 대학 교양골프 참여자의 수업 만

족이 운동 몰입,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윤소원, 2014) 등의 연

구를 통하여 몰입 및 만족도가 운동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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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가설

1.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행동유형과 사회

적지지가 초등학생의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수업 몰입과 수

업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구

체적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 행동유형은 학생의 수업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교수지시형 행동은 학생의

수업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민주적 행동은 학생의 수업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사회지지적 행동은 학생의

수업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긍정적 보상 행동은 학생의

수업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 행동유형은 학생의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교수지시형 행동은 학생의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민주적 행동은 학생의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사회지지적 행동은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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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긍정적 보상 행동은 학생의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사회적 지지는 학생의 수업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사회적 지지는 학생의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학생의 수업 몰입은 운동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6 학생의 수업 만족은 운동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 모형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행동유형과 사회적지지가 초등학생

의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수업 몰입과 수업 만족도의 매개효

과를 중심으로 규명하기 위한 연구 모형은 다음 <그림III-1>과 같다.

<그림III-1> 연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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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 행동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수업 몰입과 수업 만족도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운동지속의사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5-6학년 남녀 학생

중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편의표본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4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 행동유형과 사회적 지지

가 수업 몰입과 수업 만족도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예비조사 단계를 거쳐 연구에 적합한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그 후 해당 학교

교사의 도움을 받아 질문의 목적 및 내용과 응답 시 유의할 사항을

설명한 뒤, 조사대상에서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평가기입법

(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절차는 다음 <표IV-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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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V-1> 연구절차

절차 내용

계획수립
국내외 각 변인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자료 분석

연구 설계를 위한 이론적 준거 확보 및 방법 선택

예비조사

조사 대상자 선정

설문지 구성

예비조사를 통한 설문지의 수정 및 보완

각 요인 별 타당도 및 신뢰도 확보

자료수집
설문지법을 통한 양적자료 수집

통계 분석을 위한 양적 자료의 부호화

자료분석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통계 분석

양적 자료의 해석과 도표 구성

검증보고
연구의 결과 및 결로의 보고

결론․논의 도출 및 형식 최종 재검토

3. 조사도구

본 연구는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 행동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수업 몰입과 수업 만족도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운동지속의사에 미치

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기존의 척도를 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에 나타난 요인들에 근거하여

수정하여 작성한 후 예비조사를 통하여 다시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다음 <표IV-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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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IV-2> 설문지의 구성 지표와 내용

변인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배경변인
개인적

특성

성별

학년

참여종목

참여기간

스포츠클럽 유형

1

1

1

1

1

독립변인

지도자

행동유형

교수지시형

민주적행동형

사회적지지형

긍정적보상형

4

4

4

4

사회적지지

교사

부모

또래

3

3

3

매개변인

수업 몰입

통제감각

무아지경

시간감각

2

2

2

수업

만족도

심리적 만족

교육적 만족

환경적 만족

3

3

3

종속변인
운동지속

의사

지속적 참여

주기적 참여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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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문문항

교

수

지

시

형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학생들의 실수를 고쳐주는데 특별한 관심이

있다.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상황마다 각 학생에게 알맞은 지시를 한다.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이론과 실기를 서로 연결하여 지도한다.

민

주

적

행

동

형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학생들의 개인능력에 따라 지도한다.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수업 방법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다.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학생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

와준다.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동의를

구한다.

사

회

적

지

지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준다.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학생들의 부상방지나 치료를 위해 노력을 하

신다.

1) 스포츠클럽 지도자 행동 유형

지도자 행동 유형척도는 Chelladurai & Saleh(1980)가 개발한 스

포츠 지도자유형 검사지(Leadership Scale for Sports: LSS)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다. 주형철(2013) 등이 스포츠 지도자유형 검사지를 번

안하여 사용한 설문지의 문항 중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변인들

을 선별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세부 내용은 <표IV-3>과 같다.

<표IV-3> 스포츠클럽 지도자 행동 유형 설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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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수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긍

정

적

보

상

형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학생들이 잘 한 일에 대해서 제때에 인정해

준다.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수업에 잘 참여했을 때 친구들이 보는 앞에

서 나를 칭찬해준다.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지도를 할 때 학생들이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말한다.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학생들이 특별히 잘 했을 때 “잘했다”고 말

해준다.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들을 때 칭찬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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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문문항

교사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거나 잘 했을 때 나
를 칭찬해주신다.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우리
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신다.

부모

부모님은 나의 스포츠클럽 활동에 관심을 가지신다.

부모님은 스포츠클럽 활동을 위해 내가 필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을 최선을 다해 마련해 주신다.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
록 도와주신다.

또래

스포츠클럽 활동을 할 때 내 친구들은 내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준다.

스포츠클럽 활동을 할 때 내 친구들은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
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준다.

스포츠클럽 활동을 할 때 내 친구들은 내가 어떤 일을 잘 했
을 경우 기분 좋은 말을 해준다.

2)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척도는 Nolten(1994)의 Student social Support Scale를

번역하여 수정한 이미라(2001)의 ‘학생사회지지척도’를 본 연구의 목족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생사회지지척도’는 총 27개 문항으로

부모·교사·또래의 세 가지 영역의 사회적 지지원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고, 각 영역에 따라 정서적 지지·정보적 지지·도구적 지지· 평가적지지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문항들을 선

별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후 사용하였

다. 문항은 총 9문항이며 각 하위요인별로 평균값을 이용한 문항 합산

(item parceling)방법으로 관측 변수를 생성한 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 내용은 <표IV-4>와 같다.

<표IV-4> 사회적지지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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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동지속의사

운동 지속의사는 Courneya&McAuley(1993)와 이영희(2005)의 척도

를 바탕으로, 김동환&이진영(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

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문

항들을 선별하여 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

다. 또한 문장을 재구성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이 이해할 수 있

도록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세부 내용은 <표IV-5>와 같다.

<표IV-5> 운동지속의사 설문문항

구분 설문문항

운동

지속의사

나는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스포츠클럽 수업 시간에 배

운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것이다.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도 스포츠클럽 수업시간에

배운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것이다.

나는 몸이 피곤할지라도 스포츠클럽 수업시간에 배운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스포츠클럽 수업시간에

배운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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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 몰입

수업 몰입은 서수연(2005), 박진아(2012)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총

20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몰입은 다섯 개

의 하위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통제감각, 무아지경, 시간감

각과 관련된 문항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6문항이며 각 하위요인별로 평균값을 이용한 문항 합산

(item parceling)방법으로 관측 변수를 생성한 후에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세부 내용은 <표IV-6>과 같다.

<표IV-6> 수업몰입 설문문항

구분 설문문항

통제

감각

나는 스포츠클럽 활동 중 운동동작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음을 느낀다.

나는 스포츠클럽활동 중 나의 행동과 감정을 스스로 조절

할 수 있다고 느낀다.

무아

지경

나는 스포츠클럽활동 중 운동에 집중하여 다른 사람이 나

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나는 스포츠클럽 활동 중 내가 운동 동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시간

감각

나는 스포츠클럽활동 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활동을 할

때가 있다.

스포츠클럽활동 중 때때로 시간이 실제 보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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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업 만족도

수업 만족에 대한 측정도구는 Ragheb & Beard(1980)이 개발한 여

가만족척도(Leisure Satisfaction Scale : LSS)를 번안한 이종길(1992)

의 연구에서 사용된 국문판 여가만족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별 문항은 문지성(2015)의 연구에서 사

용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심리적 만족 요인(3문항), 교육적 만족요

인(3문항), 환경적 만족요인(3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본 연구의 목적

과 부합하는 문항들을 선별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한 후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9문항이며 각 하위요인별로

평균값을 이용한 문항 합산(item parceling)방법으로 관측 변수를 생

성한 후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부 내용은 <표IV-7>과

같다.

<표IV-7> 수업만족도 설문문항

구분 설문문항

심리적

만족

스포츠클럽활동은 나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
스포츠클럽활동은 나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해 나는 다양한 운동 기술과 능력을

발휘한다.

교육적

만족

스포츠클럽활동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스포츠클럽활동은 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포츠클럽활동은 다른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회적

만족

스포츠클럽활동은 다른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다.
스포츠클럽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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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인 IBM

statistic SPSS 21.0과 IBM SPSS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다. 세부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술통계 분석 (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의 대상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초 통계

값(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

의 기본적 특징(평균, 표준편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왜도와 첨도를 통해 자료의 정규성을 평가하였다.

2) 상관관계 분석 (Correlation Matrix)

확인적 요인분석에 앞서 변수들이 높게 상관관계가 있거나 다른

변수들과 결합한다면 통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 분석

을 통하여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Seo&Green,

2008). 따라서 Pearson의 상관계수분석을 통해 관측변인 간의 상관계

수를 산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신뢰도 분석 (Reliability)

신뢰도 분석은 설문 참여자로부터 측정하고자 하는 각각의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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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있게 측정되어졌는지 검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정도구의

정밀성과 정확성을 나타내는 내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수치를 이용해 분석할

경우 기준이 학자들마다 해석을 달리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회과학 분

야에서 .06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다고 평가한다(노경섭,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06을 기준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4) 확인적 요인분석 (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확인적 요인 분석은 선행 이론을 기반을 두어 검증을 하며 잠재변

수와 이를 측정하는 측정변수들의 관계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 그 관

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연구 모델 내 단일차원성을 저해하는 항목들

을 제거하고 수용 가능한 적합도를 도출하게 된다(송지준, 2015). 구

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적합한 수치로는 CFI, TLI, 그리고 RMSEA를

권장하고 있다(Kline,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CFI, TLI,

RMSEA를 이용해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5)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 행동유형, 사회적지지, 운동지속의도,

수업 몰입, 수업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SEM: Structual Equation Modeling)을 사용하였다. 연구모델에 포함

하는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간의 관계, 잠재변수와 잠재변수 간의 관

계 및 방향 등을 연구자가 사전에 가설로 수립한 모델을 기초로 분석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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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결과

1. 예비 분석

1) 인구통계 분석(Demographic Analysis)

인구통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빈도분석으로 표본을 설

명하고 표본에 관한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통계 분석 방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빈도 및 백분율 수치를 통하여 인구통계

분석을 나타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서로 다른 교육청에 소속된 5개의

초등학교에서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 중인 5, 6학년 학생 중 420명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21부

를 제외하여 총 399부를 연구에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자들의 표집 수는 <표V-1>와 같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남자는 234명(58.6%)과 여자

165(41.4%)로 남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년

에 따른 분포를 보면 5학년 학생이 223명으로 55.9%, 6학년 학생이

176명으로 44.1%로 나타나 5학년 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종목을 보면 피구가 29.8%

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참여 기간을 살펴봤을 때 4-11개월 동안

활동한 학생이 59.1%로 가장 많다. 지도 교사 유형을 보면 담임교사가

50.4%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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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234 58.6

여성 165 41.4

학년
5학년 223 55.9

6학년 176 44.1

스포츠클럽 종목

티볼 66 16.5

피구 119 29.8

축구 74 18.5

농구 26 6.5

코프볼 23 5.8

기타 91 22.8

참여 기간

1-3개월 54 13.5

4-11개월 236 59.1

1년 이상 109 27.3

지도 교사 유형

담임 교사 201 50.4

스포츠클럽

담당 교사
145 36.3

방과후 강사 53 13.3

<표V-1>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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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통계 분석(Descriptive Analysis)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사용될 연구변인들에 대한 일

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지도자 행동유형, 사회적지

지, 운동지속의사, 수업 몰입, 수업 만족도의 관측변인들에 대한 평균

과 표준편차 그리고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은 <표V-2>와 같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측변인

들의 정규분포 조건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와 첨도는 해석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일반

적으로 절대값의 크기로 평가하며 왜도는 절대값 3이하, 첨도는 절대

값 10이하일 경우에 정규분포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한다(Kline,

2005). 관측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는 -1.16∼

-0.192로 절대값이 3이하였고 첨도는 -0.549∼1.656으로 정규분포 조

건을 충족시켰다. 따라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족시켜 모수추정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 ML)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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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문항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교수·

지시형

교수지시형1 3.97 0.96 -0.88 0.65

교수지시형2 4.23 0.87 -1.22 1.66

교수지시형3 3.95 0.99 -0.89 0.70

교수지시형4 3.80 1.13 -0.73 -0.14

민주적

행동형

민주적행동형1 3.77 0.97 -0.64 0.06

민주적행동형2 4.03 1.01 -0.99 0.63

민주적행동형3 3.99 0.98 -0.83 0.20

민주적행동형4 4.21 0.90 -1.15 1.21

사회적

지지형

사회적지지형1 3.95 0.92 -0.79 0.12

사회적지지형2 4.27 0.83 -1.01 0.83

사회적지지형3 4.15 0.87 -1.02 1.12

사회적지지형4 4.12 0.94 -1.03 0.80

긍정적

보상형

긍정적보상형1 3.75 1.09 -0.59 -0.31

긍정적보상형2 4.12 0.95 -1.16 1.23

긍정적보상형3 4.01 1.04 -0.91 0.20

긍정적보상형4 3.88 1.08 -0.78 0.02

사회적

지지

교사 지지 4.08 0.85 -0.90 0.77

부모 지지 3.95 0.92 -0.79 0.12

또래지지 3.77 0.97 -0.64 0.06

운동지

속의사

운동지속의사1 3.84 1.06 -0.64 -0.18

운동지속의사2 3.77 1.07 -0.60 -0.29

운동지속의사3 3.73 1.12 -0.52 -0.55

운동지속의사4 3.74 1.13 -0.58 -0.46

수업

몰입

몰입1 4.05 0.88 -0.84 0.40

몰입2 3.99 0.89 -0.73 0.52

몰입3 4.03 1.08 -0.87 -0.10

수업

만족

만족1 3.98 0.96 -0.78 0.02

만족2 3.98 0.94 -0.77 0.10

만족3 4.05 0.88 -0.84 0.40

<표V-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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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문항수 Cronbach' α
교수·지시형 4 .87
민주적행동형 4 .86
사회적지지형 4 .84
긍정적보상형 4 .88
사회적지지 9 .90
수업 몰입 6 .79
수업 만족 9 .94
운동지속의사 4 .94

3)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Cronbach α 값은 측정 도구의 정밀성 또는 정확성을 나타내는 여

러 종류의 신뢰도 수치 가운데 가장 엄격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Carmines&Zeller, 1979).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하위 요인별로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 α 값이 최솟값 .79에서 최댓값 .94로

로 모두 .06 이상으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V-3> 측정항목의 신뢰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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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지시형 민주적행동형 긍정적보상형 사회적지지형 운동지속의사 사회적지지 수업 만족 수업 몰입

교수지시형 1 .66** .64** .66** .46** .66** .59** .48**
민주적행동형 .66** 1 .70** .73** .43** .65** .56** .47**
긍정적보상형 .64** .70** 1 .82** .44** .72** .62** .50**
사회적지지형 .66** .73** .82** 1 .46** .71** .63** .53**
운동지속의사 .46** .43** .44** .46** 1 .58** .69** .59**
사회적지지 .66** .65** .72** .71** .58** 1 .75** .60**
수업 만족 .59** .56** .62** .63** .69** .75** 1 .70**
수업 몰입 .48** .47** .50** .53** .59** .60** .70** 1

** : p <0.01 

4)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8개의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는 <표V-4>와 같다. 모든 변인들 간에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표V-4> 상관관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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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분석

1) 측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앞서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들

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알아보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

모형의 적합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표V-5>와 같이

χ2/df=2.704, TLI=.922, CFI=.933, RMSEA=.065로 기준치를 충족시켜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V-5>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CMIN/DF TLI CFI RMSEA

측정모형 949.268 351 2.704 .922 .933 .065

2) 측정 모형의 타당도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에 이어 관측변인이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평가하였다. 수렴타당도는 동일한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관

측변인들이 잠재변인과 상관관계를 갖는 정도를 의미하여 상관이 높

을 때 수렴타당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수렴타당도는 잠재변수에 대

한 관측변수의 표준화 요인부하량, 평균분산추출값(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구성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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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통해 분석하다.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서

.05이상이고 AVE는 .5이상이며, CR은 .7이상일 때 수렴 타당도가 있

다고 판단한다(문수백, 2009). 측정모형의 분석결과 표준화 요인부하

량은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75∼.95로 관측변

수가 잠재변수를 타당하게 설명하고 있다. AVE는 .54∼.81로 수렴타

당도를 확보하였다. 세부적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V-1>, <표

V-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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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표준화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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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변수 관측변수 β S.E. AVE
개념

신뢰도

교수·

지시형

교수1 .87 -

.65 .88
교수2 .80 .03

교수3 .85 .04

교수4 .80 .05

민주적

행동형

민주1 .76 .61

.63 .87
민주2 .85 .36

민주3 .88 .29

민주4 .82 .34

사회적

지지형

사회1 .82 -

.65 .88
사회2 .79 .04

사회3 .79 .04

사회4 .85 .05

긍정적

보상형

긍정1 .82 -

.65 .88
긍정2 .86 .04

긍정3 .86 .05

긍정4 .86 .05

사회적

지지

교사지지 .90 -

.65 .85부모지지 .77 .04

또래지지 .80 .04

수업 몰입

몰입1 .80 .06

.54 .78몰입2 .80 .06

몰입3 .75 -

수업

만족도

만족도1 .91 -

.79 .92만족도2 .95 .03

만족도3 .89 .03

운동지속

의사

지속의사1 .90 -

.81 .94

<표V-6>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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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모형 분석

1) 구조 모형의 적합도 검증

측정모형 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관측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적절하

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여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최대우도법(ML)방식으

로 모형을 분석하였으며, χ2검증, CFL, TLI, RMSEA 지수를 통해 연

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표V-7>과 같다. 카이제

곱 값은 표집의 크기로부터 민감한 영향을 받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

수인 CFI, TLI, RMSEA 지수를 함께 살펴보면 TLI=.934, CFI=.943,

RMSEA=.060으로 모델 적합도 지수의 기준을 충족시켜 본 연구모형

을 최종모형을 채택하였다.

<표V-7>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CMIN/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863.649 354 2.440 .934 .943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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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
경로계수

표준화
경로계수

표준오차
S.E.

임계치

C.R.
결
과

교수지시형 → 수업몰입 -0.29 -0.40 0.16 -1.85 기각

민주적행동형 → 수업몰입 -0.29 -0.31 0.26 -1.11 기각

사회적지지형 → 수업몰입 2.11 2.24 1.22 1.73 기각

긍정적보상형 → 수업몰입 -2.33 -2.66 0.95 -2.47* 지지

사회적지지 → 수업몰입 1.40 1.66 0.24 5.77
*
지지

교수지시형 → 수업만족 -0.21 -0.25 0.13 -1.63 기각

민주적행동형 → 수업만족 -0.28 -0.26 0.21 -1.35 기각

사회적지지형 → 수업만족 1.39 1.29 0.84 1.67 기각

긍정적보상형 → 수업만족 -1.71 -1.69 0.62 -2.76* 지지

사회적지지 → 수업만족 1.33 1.82 0.26 5.06
*
지지

수업몰입 → 운동지속의사 0.45 0.35 0.19 2.43
*
지지

수업만족 → 운동지속의사 0.49 0.43 0.16 3.14
*
지지

2) 연구 가설 검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는 <그림

V-2>에 나와 있으며, 각 잠재변인 간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V-8>과 같다.

<표V-8>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및 유의성 검증 결과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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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V-2> 연구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 58 -

H1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 행동유형은 학생의 수업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교수지시형 행동은 학생의 수

업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0.40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교수지시형 행동은 학생의 수업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

은 기각되었다.

H1.2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민주적 행동은 학생의 수업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0.3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민주적 행동은 학생의 수업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2는 기

각되었다.

H1.3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사회지지적 행동은 학생의 수

업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2.2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사회지지적

행동은 학생의 수업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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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4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긍정적 보상 행동은 학생의

수업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0.25(p<.05)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긍정

적 보상 행동은 학생의 수업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4는

지지되었다.

H2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 행동유형은 학생의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교수지시형 행동은 학생의 수

업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0.25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교수지시형 행동은 학생의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1

은 기각되었다.

H2.2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민주적 행동은 학생의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0.26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민주적

행동은 학생의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 60 -

H2.3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사회지지적 행동은 학생의 수

업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1.39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사

회지지적 행동은 학생의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3은

기각되었다.

H2.4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긍정적 보상 행동은 학생의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1.69(p<.05)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긍정

적 보상 행동은 학생의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4는

지지되었다.

H3 사회적 지지는 학생의 수업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1.66(p<.05)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학생의 수업 몰입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H4 사회적 지지는 학생의 수업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1.82(p<.05)로, 통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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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학생의 수업 만족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4는 지지되었다.

H5 학생의 수업 몰입은 운동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35(p<.05)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의 수업 몰입은 운동지속의사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는 지지되었다.

H6 학생의 수업 만족은 운동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변인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 경로계수는 .49(p<.05)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의 수업 만족은 운동지속의사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은 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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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행동유형과 사회적지지

가 초등학생의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수업 몰입과 수업 만족

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는 연구이다. 교육과학기술부(2012)

에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초, 중학교에서 의무적

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시행되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

클럽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등학생의 특성을 고려

한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스

포츠클럽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학생과 교사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스포츠클럽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 학교 내부적인 요인이 아닌 외부적 요인 또한 고려하여 사회적

지지에 주목하였으며, 교사의 지도 행동뿐만 아니라 사회적지지 즉,

부모, 또래, 교사의 지지가 운동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

심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관심과 관련된 이론,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도

출된 결과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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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이 학생과 교사에게만 집중이 되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

했던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것이다. 특히 사

회적으로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관심 많은 상황에서 학교 스포츠클럽

을 교사와 학교의 관점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부모, 또래의 사회

적 지지의 영향을 살펴본 것은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

다.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운동 몰입과 만족을 매개로

운동지속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영향력이 있음을 시사해주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지도 행동유형과 사회적지지가 수업

몰입과 수업 만족을 매개로 하여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

증하였다. 지도행동유형이 만족도, 몰입,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력을 각각 알아본 연구는 기존에 많이 있으나 이 요인들을 한 모델에

서 검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해 학생의 운동지속의사를 높이기 위해

서는 교사의 지도행동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지도유형 중 긍정적 보상형이 수업 몰입과 수업 만

족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이는 교사가

스포츠클럽 활동을 할 때 학생의 몰입과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보상을 하는 것 보다 상황에 맞게 적절한 보

상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초등 스포츠클럽 지도자들은



- 64 -

보다 효과적인 수업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의미

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초등학생의 운동지속의사를 높이는데 있어 사회적 지지의 효

과를 검증하여 앞으로의 스포츠클럽 운영에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스포츠클럽 참여는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스포츠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서 교사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의 역할이 꼭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의 운동지속의사를 높이기 위해 교사나 학교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사회와 부모의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

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무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65 -

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행동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초등학생의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수업 몰입과 수업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스포

츠클럽의 효과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운동지속의사 향상을 통해 생활

체육 활성화의 토대를 다질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있는 상황에서 지

도자행동유형과 사회적지지, 수업 만족도 및 수업 몰입, 운동지속의사

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정

규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또는 교사와 학교 내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 스포츠클럽과 관련하여 지도행동유형,

사회적지지, 수업 만족도 및 수업 몰입, 운동지속의사 간의 관계 규명

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목적과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들

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초등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행동유형 중 긍정적 보상형은 수

업 몰입, 수업 만족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교수지

시형, 민주적행동형, 사회적지지형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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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초등학교에서는 스포츠클럽 지도자가 긍정적 보상을 많이 할수록

학생의 수업 몰입과 수업 만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초등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수

업 몰입과 수업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수

업 몰입과 수업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초등 스포츠클럽 지도자의 행동유형, 사회적 지지와 운동지

속의사의 관계에서 수업 몰입과 수업 만족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경

우 지도자의 행동 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운동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

는데 이 때 학생의 수업 몰입과 수업 만족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

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운동지속의

사를 학교 내부의 관점만이 아닌 사회적지지 요인까지 추가하여 살펴

보아 체육프로그램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주체들에게 시사

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편리성을 위하여 서울 소재의 5개 초

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중 스포츠클럽 활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대상에 대한 결과라고 이해하는데 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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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부모, 또래로 구분한 것이 아

닌 통합하여 알아보았기 때문에 부모와 또래 각각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

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초등학교 전 학년이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설

문지 기법의 한계 때문에 5, 6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은 운동 지속의사의 경우에는

Courneya&McAuley(1993)의 척도를 번안한 문항 중 본 연구에 맞는

문항들을 선택하고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초등학생의 특성과 언어 능

력을 고려하여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하여 향후 더 나은 연구를 진행하

기 위한 미래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등학생 중 스포츠클럽 활

동자로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조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또한

부모의 영향을 살펴볼 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와 또래의 지지에 따라 그 영향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초등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설문 방법과 문항

이 개발된다면 더욱 정확하고 정교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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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Teacher's Teaching Style in

Elementary School Sports Club and Social

Supports on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 The Mediating Effect of Lesson Satisfaction

and Immersion

Kim, Min Su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fluences of the teaching style of

elementary school sports club teacher and the social support on

the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the invigoration

of daily exercise through effective operation of elementary school

sports clubs and increased students'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The target population was 5-6 grade elementary school males

and females in the school sports club in Seoul, and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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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This study used self-assessing methods and excluded

insincere or missing answers, and thus 399 out of 420

questionnaires were used in the study.

Initially, this study used a revision questionnaire survey from

previous studies, considering the lev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sed on the relevant literature and the factors in prior

studies. Finally, this questionnaire was supplemented by a

preliminary survey.

To validate the study hypothesis, a statistical program, IBM

statistic SPSS 21.0 and the IBM SPSS AMOS 21.0 program were

used and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was conducted. I also used Structural Practice

Model (SEM) to identify relationships between elementary school

sports club leader behavior type, social support, intention to

continue exercise, classroom immersion and classroom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studies that have been shown through these

procedures are as follows.

First, positive rewards in elementary school sports club

teacher's teaching style negatively affect classroom immersion and

classroom satisfaction. Second, social support positively influence

on the classroom immersion and satisfac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ing in sports club activities. Third, classroom

immersion and classroom satisfaction have partial mediat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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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teaching style and the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Fourth, classroom immersion and classroom

satisfaction have mediating effects on the associ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the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ositive rewards of teacher may lower

participants’ immersion and satisfaction of their lessons. To

improve exercise adherence intention, the teacher must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sports club

classroom. This study also showed that social supports and the

efforts of school education were needed to increase student

immersion and classroom satisfaction, and keep students motivated

to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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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학생들의 실수를 고

쳐 주는데 특별한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매 상황마다 각 학

생에게 알맞은 지시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이론과 실기를 서로

연결하여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학생들의 개인능력

에 따라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지도자 행동유형과 사회적 지지가 운동지속의

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

되지 않으며,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지에 나오는 문항들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각 문항을 잘 읽어보고 여러

분의 경험과 생각에 따라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준다면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전공

지도교수 : 임충훈

석사과정 : 김민선

※ 자신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이 여러 개라면 하나만 골라서 질문에

답하세요. (학교 스포츠클럽, 방과후 스포츠클럽, 반별 스포츠클럽)

I. 다음은 스포츠클럽 선생님이 여러분의 운동 실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수업을 하는지(교수·지시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

는 곳에 V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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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다음은 스포츠클럽 선생님이 수업 시 필요한 결정을 할 때 여러분

에게 참여를 할 기회를 주는지(민주적행동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수업 방법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학생들 사이의 갈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동의를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스포츠클럽 선생님이 스포츠클럽 수업 중 긍정적인 말,

칭찬을 많이 하는지(긍정적보상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수업에 잘 참여했

을 때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칭찬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지도할 때 학생들

이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학생들이 특별히

잘 했을 때 “잘했다”고 말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4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들을 때 칭찬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스포츠클럽 선생님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요구를 해결해

주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수업을 하는지(사회적지지형)에 대한 질

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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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내가 열심히 노력했

거나 잘 했을 때 나를 칭찬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

선을 다해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3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내가 문제가 생겼을 ① ② ③ ④ 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학생들의 부상방지

나 치료를 위해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수업 내용을 구체

적으로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학생들이 잘한 일

에 대해서 제때에 인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스포츠클럽 선생님이 수업 시 모든 결정을 혼자 하시고 지

도자의 권위를 강조하는지(권위적행동형)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

당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학생들과 상의하지

않고 수업 계획을 세우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모든 문제에 있어

학생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학생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자신의 행동에 대

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은 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여러분의 선생님, 부모님, 친구들의

태도(사회적지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일

치하는 번호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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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

신다.

4
부모님은 나의 스포츠클럽 활동에 관심을

가지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스포츠클럽 활동을 위해 내가 필

요로 하는 돈이나 물건을 최선을 다해 마

련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스포츠클럽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7
스포츠클럽 활동을 할 때 내 친구들은 내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스포츠클럽 활동을 할 때 내 친구들은 나

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

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스포츠클럽 활동을 할 때 내 친구들은 내

가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기분 좋은 말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VII. 다음은 여러분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한 후에 꾸준히 그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운동지속의사)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스포츠클럽

수업 시간에 배운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

해서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도 스포츠클

럽 수업시간에 배운 운동을 앞으로도 계

속해서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몸이 피곤할지라도 스포츠클럽 수

업시간에 배운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해

서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도 스포츠클

럽 수업시간에 배운 운동을 앞으로도 계

속해서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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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스포츠클럽활동 중 운동 동작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스포츠클럽활동 중 나의 행동과 감

정을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VIII. 다음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지(스포츠클

럽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포츠클럽 활동은 나에게 자부심을

갖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스포츠클럽 활동은 나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나는 다양한

운동 기술과 능력을 발휘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스포츠클럽 활동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스포츠클럽 활동은 나 자신을 알 수 있

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6
스포츠클럽 활동은 다른 친구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스포츠클럽 활동은 다른 친구들과 친밀

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은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스포츠클럽 활동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 자부심: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

※ 성취감: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는 느낌.

IX. 다음은 스포츠클럽 활동 시 여러분이 얼마나 수업에 집중하고 있

는지(스포츠클럽 수업몰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

낌에 일치하는 번호에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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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는 스포츠클럽활동 중 운동에 집중하

여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떻게 평가

할 것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스포츠클럽활동 중 내가 운동 동

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스포츠클럽활동 중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활동을 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스포츠클럽활동 중 때때로 시간이 실제

보다 빠르게 혹은 느리게 지나가는 것

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X. 다음은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표 해

주세요. (참여하는 스포츠클럽이 여러 개라면 하나만 골라서 답하세요.)

1. 성별

① 남 ② 여

2. 학년

① 4학년 ② 5학년 ③ 6학년

3. 본인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스포츠클럽의 종목은? (한 개의 종목만)

( )

4. 참여 기간

① 1-3개월 ② 4-11개월 ③ 1년 이상

5. 스포츠클럽 지도 선생님은 누구입니까?

① 담임 선생님 ② 체육 선생님(스포츠클럽 담당 선생님)

③ 방과후 체육 선생님 ④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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