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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등학생의 체육수업에 한 인식·태도

만족도 실태에 한 연구

송

제주 학교 교육 학원 등체육교육 공

지도교수 최 태 희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학교 4-6학년 학생 631

명을 상으로 등학생의 체육수업 인식·태도 체육수업 내용,체육수업 운 ,

체육수업 환경,체육수업 교사,체육수업 효과에 한 만족도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체육수업에 한 인식 태도 에서 등학생들의 반응은 체로

정 이었다.성별 간 체육수업의 요도,참여도,선호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년 간 체육수업의 선호도에서는 4학년

과 6학년이 5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

의 선호도에 있어서는 정상,과체 집단이 비만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체육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에 해서는,성별과 학년,비만도에 상

없이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를,선호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부분 ‘땀

흘리는게 싫어서’,‘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를 이유로 많이 들었고 비만집단에

서는 특히 ‘체력이 약해서’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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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체육수업 내용에 한 만족도 에서 등학생들은 건강활동 역(체력

증진활동),건강활동 역(보건활동),도 활동 역,경쟁활동 역에서 체

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표 활동 역과 여가활동 역에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성별 간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에서,건강활동(보건과 안 )과 표 활동

역을 제외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년 간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에 있어서는 경쟁활동 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에서 4

학년이 5,6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에 있어서는 여가활동 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에서 정상,과체

집단이 비만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체육수업 내용 건강

활동 역에서 체력증진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해서는 부분 ‘체력이

약하고 힘들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보건과 안 활동에서도 모든 집단이

‘이론 심 수업이라 지루해서’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도 활동 역에

서는 ‘련활동의 운동기능이 부족해서’를 공통 으로 지목했다.경쟁활동 역

에서는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비난을 받을까 ’를 표 활동 역에서는 ‘체조나

무용을 싫어해서’를 여가활동 역에서는 ‘부분 수업을 제 로 하지 않고 넘

어가서’의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셋째, 체육수업 운 에 한 만족도 에서 등학생들은 반 으로 높은 만

족도를 보이지 않았다.성별 간 체육수업의 운 만족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체육수업 횟수에 해 유의하게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년

간 체육수업의 운 만족도에서는 4학년과 6학년이 5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체육수업 운 남,여 혼성 활동에 해 만족 하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실력 차이가 나서’를 체육 수업시간과 횟수에

있어서는 모든 학생들이 40분 수업 시간과 주당 3회 수업 횟수가 다고 느끼

고 있었다.

넷째, 체육수업 환경에 한 만족도 에서 등학생들은 체육수업 환경에

해 체 으로 만족하고 있었다.성별 간 체육수업 환경 만족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년 간 체육수업 환경 만족도에서

는 4학년이 5,6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체육수업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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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해서는 집단 모두 운동장이나 체육 샤워(세면)

시설과 용구가 낡았다는 것을 지 했다.

다섯째, 체육수업 교사에 한 만족도 에서 등학생들은 체육교사에 해

체 으로 만족하고 있었다.성별 간 체육수업 교사에 한 만족도에서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년 간 체육수업 교사에 한

만족도에서는 4학년과 5학년이 6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체육

수업 교사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생의 기분을 잘 이해해 주지 않아

서’를 체육수업 방식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게임 주의 수업을 자

주하지 않아서’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여섯째, 체육수업 효과에 한 만족도 에서 등학생들은 수업 효과에 해

체 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성별 간 체육수업 효과 만족도에서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년 간 체육수업 효과 만족

도에서는 4학년이 5,6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만도에 따른

수업 효과 만족도에서는 정서 도움 효과,사회성 함양 효과를 제외한 다른 항

목에서 정상,과체 집단이 비만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체육수업 인식·태도,체육수업 내용 만족도,체육수업 운 만족도,체육

수업 환경 만족도,체육수업 교사 만족도,체육수업 효과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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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체육이 교육의 한 역이라고 할 때,그것은 결코 신체 발달을 해서만 신체

활동을 이용하는 교육이 아니라 신체활동을 장(場)으로 하는 학습을 통해서

인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강신복,최의창,1994)이며,체육의 최종 인 목표는

지 ·정서 ·신체 으로 완 한 인간 양성에 있다고 하겠다.체육활동은 인간의

활동인 이상 정신활동을 동반하는 것이며 신체활동을 하는 데에는 정신활동의

역인 지각이나,기억, 단,정서 등의 정신 상을 반드시 포함하는 종합 활동

이다(박은미,2005).

2007개정교육과정 상 등학교 3-6학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체육교과 수업

은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인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신체 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식과 실천 능력, 자신의 미

래를 계발하는데 필요한 도 능력과 창의 사고력,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선

의의 경쟁력과 력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데 있다.(교육인 자원부,2007).

이처럼 타 교과가 갖지 못하는 인 교육의 장으로서의 체육교과 수업의

요성이 날로 증 되어 가고 있는 실에서 신체 ,정신 ,정서 으로 왕성

한 발달 기에 있는 등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는 어떤 시기의 체육활동 참여

보다도 더 요하다 하겠다.이 시기의 등학생들에게는 건 한 체육활동을 통

해 신체 ,정신 ,정서 인 개인 활동의 종합 인 경험을 체득 함으로써 건

강한 신체와 욕구불만을 해소하는 등 건 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가정,사회가 그 기반의 틀을 마련해 주어야하고,학생들에게 신체의 발달과 사

회성발달을 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많은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그래야

만 신체 ,정신 ,정서 인 개인 활동의 종합 인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한 신

체 욕구 불만을 해소하고 건 한 사고방식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다(신재 ,2008).

어린 시 체육활동에 한 생각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체육활동에 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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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 많은 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미 리 알려진 사실이다.어린 시 에 체육

을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면 어른이 되어서 체육활동을 싫어할 가능성이

증가되며,반면 체육활동에 한 정 인 자세가 기에 형성되면 어른이 되어

서는 체육활동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Cambell,1984).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수업시간은 방과 후나 졸업 후의 체육활동에

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allis& Mckenzie,1991).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정 인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방과 후나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체육

활동에 많이 참가하나,부정 인 경험을 많이 한 학생은 체육활동에 소극 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따라서 등학교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정 인 인

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학교체육활동에 있어 매우 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김지수,2007).

그 다면 ‘등학교 학생들에게 체육수업에 한 정 인 인식을 어떻게 심

어 것이며’,‘어떻게 하면 등학교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체육활동에 임해 그

들이 등학교 시기만이 아니라 학교,고등학교를 거쳐 성인이 된 후에도 지

속 이고 자발 인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 를 마련해 것인가?’.이 물음

에 한 해답의 출발선은 등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이 속해 있는 학교에서 받

고 있는 체육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가에 한

연구에서 시작된다고 본다.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어떠한 이유로 인해

등학생들이 체육수업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지,더 나은 체육수업을 해

교육의 주체인 학교,교사,학생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한 연

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체육수업 선호도 만족도에 한 선행 연구(이 록,2003;노동 ,2005;

김지수,2007;임재 ,2007)는 다수 있었다.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 록

(2003)은 여자 고등학생의 체육수업 만족도에 한 연구를 실시했으나 연구 상

이 여자 고등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노동 (2005)과 임재 (2007)은 다양한

요인에 의한 체육수업의 선호도 만족도를 분석하 으나 등학교 체육교과

역별 만족도에 한 세부 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지수(2007)는 체

육교과 역 활동에 한 만족도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등학교 3-6

학년이 용 받고 있는 2007개정 교육과정 상의 역별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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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등학교 학생들이 체육 수업에 한 인식 태도와 체

육수업의 다양한 요인에 따른 만족도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앞으로의 체육수업

에 한 방향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바람직한 체육수업을 한 기 자료로

조 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2.연구 문제

본 연구는 등학생들을 상으로 체육수업에 한 인식·태도 만족도 실

태를 조사,분석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가. 등학생의 체육수업에 한 인식 태도는 어떠한가?

나. 등학생의 체육수업 내용에 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다. 등학생의 체육수업 운 에 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라. 등학생의 체육수업 환경에 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마. 등학생의 체육수업 교사에 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바. 등학생의 체육수업 효과에 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3.연구의 제한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 을 밝 두고자 한다.

가.본 연구의 자료조사는 참여 찰 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설문지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하 다.

나.본 연구의 설문 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등학교로 한정하

다.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국 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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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본 연구에서는 체육교과 수업이 이루어지는 3-6학년 학생들 설문의 내

용 만족도 척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되는 3학년 학생들은 연구에

서 배제하 다.따라서 등학교 학년에게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4.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체육교과 역

2007개정교육과정을 용받고 있는 3-6학년 등학교 체육교과에서 건강활

동,도 활동,경쟁활동,표 활동,여가활동의 5개 역을 일컫는다.

나.체육수업 만족도

만족이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개인이 경험을 통해서 느끼는

기 라고 할 수 있다. 등학생들이 체육수업을 통하여 스스로 느끼는 감정과

태도의 정 인 면과 부정 인 면 등을 의미한다.본 연구에서 사용한 체육수

업 만족도란 용어는 체육수업 내용,체육수업 운 ,체육수업 환경,체육수업 교

사,체육수업의 효과에 한 만족도를 일컫는다.

다.비만도

( 재 체 /표 체 )×100(%)을 비만지수라고 하며,비만도는 다음과 같다.

±10% :정상,10~20% :체 과다,20% 이상 :비만

라.체육수업에 한 인식․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체육수업에 한 인식․태도에 한 용어는 등학생들

이 생각하는 체육수업의 요도,참여도,선호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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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체육수업 내용에 한 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체육수업 내용에 한 만족도란 용어는 2007개정 교육과

정 상 체육 교과의 5개의 역인 건강활동,도 활동,경쟁활동,표 활동,여가

활동 역에 한 수업 만족도를 일컫는다.

바.체육수업 운 에 한 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체육수업 운 의 만족도란 용어는 체육수업을 실시하는

방법,체육 수업시간,주당 체육 수업 횟수에 한 만족도를 일컫는다.

사.체육수업 환경에 한 만족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체육수업 환경에 한 만족도란 용어는 체육 시설,용구

에 한 만족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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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학교체육의 성격 의의

체육은 내재 가치와 외재 가치를 실천하기 해 지덕체가 통합된 인간의

육성을 한 인교육을 목 으로 한다.즉,체육은 육상,체조,게임 스포츠,

무용 등과 같은 신체활동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하여 신체 활동 그 자체를 한

기능의 습득뿐만 아니라 그에 한 이론 지식의 습득 태도의 발달을 통합

으로 도모하는 교과의 성격을 가진다.이러한 교과의 교육력을 높이기 하여

학교 체육 교육이 정상 으로 운 되어야 한다.

등학교에서의 학교체육은 아동의 움직임 욕구를 실 하고,다양한 신체활동

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 운동능력과 체력을 기르는데 을 둔다. 건강

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식의 습득과 운동에 즐겁고 극 으로 참여하는

실천 태도를 형성한다.이에 따라 아동의 움직임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신체

활동에 한 흥미를 유발하여 학교 체육에서 강조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 단계로서 성격을 가진다(교육부,1997).

학교체육은 인간의 신체활동을 수단으로 하여 인격 인 인간성 성취를 목

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일부로써 유치원에서부터 등 학의 체육을 망라한

것이다.따라서 학교 체육의 상은 연령 계층의 폭이 매우 넓으며 발달체계

에서도 유아기,아동기,청년기에 걸쳐있다.이 시기는 심신의 발육발달이 가장

왕성한 때이므로 학교체육은 무엇보다 발육발달을 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한 학교체육은 교육기 을 통해 이루어지고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

기 때문에 계획 이고 의도 인 활동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학교 설치 기 형

에 의하여 일정한 시설 확보가 의무화 되어 있고 각 학교에 따른 체육교육의

목 과 목표가 명시되어 있으며 지도자,즉 교육담당 교사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이러한 학교체육은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욕구를 만족시키면서도 사회

요구에 부응하여 미래사회에서 활용될 인재를 비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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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부,1997).

종래 체육이란 신체활동을 모개로 운동 능력의 발달에만 심을 두어왔기에

다른 련된 부분에 한 발달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 다.그러나 어느 날

체육은 인 인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생활상의 필요조건 등,다섯 가지

역(신체발달,지 ․정서 발달,사회 태도 함양, 크리에이션에 한 우호

태도,안 에 한 태도)을 통합한 것으로서 그 하나만 달성되어서는 목

에 배 된다고 볼 수 있다.즉 과거의 체육은 체력의 증진에 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정서 ,사회 측면을 강조하며 Harrow(1972)와 Bucher(1975)등도

체육에 한 역을 지 역,정서 역,심동 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 역은 지 인 능력과 기능의 발달에 있어서 지식의 인식을 말하며 정의

역은 흥미,감상,태도,가치 등을 나타내는 것이며,심동 역은 조작

기능의 발달을 일컫는데,이들 세 역은 서로 의존하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교육으로서의 체육은 학습자를 상으로 인간과 스포츠와의 본연의 계

에 한 가치체계를 근거로 하여 자기학습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기 인 학

습을 보장하고,그 지도를 행하는 것으로 취 된다.정규 체육교과 수업시간은

물론 과외 체육 그 밖의 역에서도 학생들이 자율 ,능동 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책이 이루어져야 하며,특히 심신의 건 한 발달과 체력의 향상,운

동능력의 신장과 운동의 바른 이해,흥미를 가진 운동의 생활화,그리고 사회성

의 발달 등이 오늘날 학교 체육의 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다. 한 학교 체육

은 시 인 추세에 의하여 체육의 교과교육의 범 와 체육 지도자의 요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이러한 추세 속에서 학교체육이 사회의 요구를 충

족시키는 교과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국민보통교육으로서의

화 체육과 문화 체육으로 2원 인 측면에서 운 되어져야 한다(김지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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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7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교육인 자원부,2007)

2013년 재 등학교 3-6학년에서 행해지고 있는 체육수업은 교육인 자원

부(2007)가 발표한 2007개정교육과정에 용을 받고 있으며 체육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등학교 체육과의 성격

체육과는 ‘신체 활동’을 통하여 자신 세계를 이해하며 건강하고 활기찬 삶

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성을 갖추며 체육 문화를 창조

으로 계승ㆍ발 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이다.

체육과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신체 활동을 종합 으로 체험함으로써 그 가

치를 내면화하여 실행하는 사람이다.즉 신체 활동에 지속 으로 참여하면서 건

강 체력,스포츠 정신과 공동체 의식,창의 이고 합리 인 사고력,신체 문

화 인식 등의 능력을 갖춤으로써,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발하고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만드는데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다.

체육과 교육 내용은 건강,도 ,경쟁,표 ,여가라는 ‘신체 활동 가치’를

심으로 이루어지며,이 교육 가치들을 인문 사회 ,자연 과학 , 술 상

으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특성을 가진다.‘건강 활동’은 건강에 한 지식을 탐구

하고 이를 토 로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고 리하며,건강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 인 의사 결정 능력을 함양하는데 을 둔다.‘도 활동’은 신

체 활동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신의 한계에 능동 으로 도

할 수 있는 능력 계발에 을 둔다.‘경쟁 활동’은 신체 활동에 존재하는 경

쟁과 동의 원리를 인식하고 선의의 경쟁과 상호 이해를 통해 신체 활동을 과

학 으로 수행하고 감상하는데 을 둔다.‘표 활동’은 신체 활동의 심미

요소를 이해하고 창의 으로 표 하며 다양한 표 유형과 문화 특성을 감상

하는데 을 둔다.‘여가 활동’은 일상생활에서 신체 여가 활동이 가지는 개

인 가치와 사회 가치를 인식하고,체육 활동의 생활화를 통해 올바른 여가

문화를 자기 주도 으로 만들어가는 데 을 둔다.

등학교 체육(3,4,5,6학년)은 ‘신체 활동 가치의 기 교육’을 담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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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올바른 건강 생활 습 형성,기 체력 증진,운동 기본 능력과 표 능력

의 향상,바람직한 운동 질서 규범의 형성,활기찬 여가 생활 태도 형성을

강조한다.

나. 등학교 체육과의 목표

체육과는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인 교육을 목표로 한다.

즉 신체 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식과 실천 능력,자신의

미래를 계발하는데 필요한 도 능력과 창의 사고력,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선의의 경쟁력과 력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등학교 체육과에서 제시하고 있

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 활동과 건강의 계를 이해하고 건강 증진에 필요한 지식과 운동

방법을 습득하며 실천하는 태도를 기른다.

둘째 신체 활동의 도 상을 이해하고 도 활동에 필요한 기본 수행 방법

을 습득하며 실천하는 규범을 기른다.

셋째 신체 활동의 경쟁 유형을 이해하고 경쟁 활동에 필요한 기본 수행 방법

을 습득하며 실천하는 규범을 기른다.

넷째 신체 활동의 표 요소를 이해하고,표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표 방

법을 습득하며 감상하는 태도를 기른다.

다섯째 신체 활동과 여가의 계를 이해하고,여가 활동에 필요한 기본 수행

방법을 습득하며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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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학교 체육과의 내용체계

<표 Ⅱ-1>2007개정교육과정상 등학교 체육과의 내용체계

역
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건강

활동

체력 증진 체력 증진 체력 증진 체력 증진

○건강과 체력의 증진

•건강과 체력의개념

•체력 운동단계와 방법

•자기 이해

○ 기 체력 증진

•기 체력의종류

•기 체력 종류별 운동

방법

•자기수용

○ 건강 체력 증진

•체력과건강 증진의 계

•건강체력의 증진방법

•인내와성취감

○운동 체력 증진

•체력과운동수행의 계

•운동체력의증진방법

• 극성과 의지

보건과 안 보건과 안 보건과 안 보건과 안

○건강 생활과가정안

•생활 습 과 질병 방

•가정 사고 방과 처

행동

•근면과 청결

○건강생활과학교 안

•비만과 식이 요법

•학교 사고 방과 처

행동

•자기 제

○ 건강생활과운동안

•몸의 성장과 변화

•운동 상해 방과 처

행동

•자아존

○건강생활과재해 방

•흡연과 음주

•재해 방과 처 행동

•타인 존

도

활동

기록 도 표 /투기 도 기록 도 동작 도

○속도 도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끈기

○표 /투기도

•의미와특성

•기본기능

•자기조

○ 거리 도

•의미와특성

•기본기능

• 극성

○동작 도

•의미와특성

•기본기능

•자신감

경쟁

활동

피하기형 경쟁 역형 경쟁 필드형 경쟁 네트형 경쟁

○피하기형경쟁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과게임 략

•타인 이해

○ 역형 경쟁

•의미와특성

•기본기능과게임 략

• 워크와 페어 이

○ 필드형 경쟁

•의미와특성

•기본기능과 게임 략

•자기책임감

○네트형 경쟁

•의미와특성

•기본기능과게임 략

•운동

표

활동

움직임 표 리듬 표 민속 표 주제 표

○움직임표

•움직임 언어와표 요소

•표 방법 감상

•신체 인식

○리듬표

•유형과 요소

•표 방법 감상

• 응력

○ 민속표

•종류와특징

•표 방법 감상

•자기확신

○주제표

•구성원리와창작과정

•표 방법 감상

•창의력

여가

활동

여가 생활 여가 생활 여가 생활 여가 생활

○나와 여가생활

•여가의 개념과역할

•나와 가족의여가 활동

•가족 사랑

○여가와 통놀이

•여가와 놀이의 계

•우리 조상의 통

여가놀이

•민족 사랑

○ 여가와 생활환경

•여가 자원 활용 방법

•야외생활형 여가활동

•공동체의식

○여가와 자연환경

•여가의 가치와 유형

•자연 체험형 여가 활동

•자연사랑

주.출처 2007개정교육과정 해설서 (p.269)교육인 자원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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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강 활동

건강 활동은 건강에 한 지식을 탐구하고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며 개인

사회의 건강 련 문제에 심을 갖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 인 의사 결

정 능력과 건강한 생활 습 을 기르는 활동을 말한다.건강 활동은 ‘체력 증진

과 체력 리’,‘보건과 안 ’,‘건강 리’ 역으로 구분된다.

‘체력 증진과 체력 리’는 극 인 신체 활동 참여를 통해 건강 체력( :근

력 근지구력,심폐지구력,유연성 등) 운동 체력( :순발력,민첩성,평형

성 등)과 련된 체력 요소를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체력을 종합 으로 리

하는 활동을 말한다. 등학교에서는 건강과 체력의 개념 이해,건강 체력과 운

동 체력 요소의 이해,각 체력 요소를 증진할 수 있는 올바른 운동 방법의 이해

와 실천을 강조한다.

‘보건과 안 ’은 자신 지역 사회의 건강 리를 궁극 인 목 으로 하며,

공 보건 안 에 한 지식을 이해하고 탐구하며,이를 실생활 속에서 실천

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등학교에서는 생활 습 병,비만 식이요법,성교

육,흡연 음주에 한 건강 교육이 강조되며,가정 학교의 각종 사고,운

동 상해,재해 등의 방 지식과 처 행동에 한 안 교육이 포함된다.

‘건강 리’는 체력,보건과 안 교육 내용이 통합된 형태로,학생 개인의 신

체 자아 개념을 정 으로 유도하고 스트 스를 리하는데 필요한 종합

인 자기 지역사회 건강 리 활동을 이해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건강 활동

체력 증진과 체력

리
보건과 안 건강 리

[그림 Ⅱ-1]건강활동 역 내용 체계

주.출처 2007개정교육과정 해설서 (p.271)교육인 자원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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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활동

도 활동은 개인의 신체 수월성과 타인의 신체 기량에 도 하는 활동

을 의미하는 것으로,개인의 도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 으로 그것을 성취하기

해 노력하는 과정을 시한다.즉 자신의 잠재력을 이해하고 재 직면한 장

애 요인과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미래의 삶을 주도 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을 둔다.

도 활동은 기록 도 ,동작 도 ,표 투기 도 으로 구분된다.기록

도 은 자신이나 타인이 수립한 기록에 도 하는 것으로,개인 인 노력을 통해

최상의 운동 능력을 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특히 기록 도 은 속도 도

(100m 달리기,400m 달리기 등)과 거리 도 ( :높이뛰기,멀리뛰기,투창,투

해머 등)으로 구분되며,이 활동에는 육상,수 ,빙상 경기 등이 포함된다.동

작 도 은 최상의 가능한 동작과 자세에 한 도 으로,자신의 움직임 형식을

발 으로 변화시키는 활동이 포함된다.이 활동에는 마루 운동, 틀 운동,평

균 운동 등이 포함된다.표 는 투기 도 은 고정된 목표물에 한 도

과,움직이는 타인의 신체 기량에 도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이 활동에는 사

격,양궁,씨름,태권도,검도 등이 포함된다. 등학교에서는 도 의 상(기록,

동작 등)이 가지고 있는 도 의 의미와 특성에 한 이해를 기 로,각 도 활

동에 필요한 기본 기능과 련 덕목을 배우는데 을 둔다.

도 활동

기록 도 동작 도 표 도 투기 도

[그림 Ⅱ-2]도 활동 역 내용 체계

주.출처 2007개정교육과정 해설서 (p.272)교육인 자원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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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쟁 활동

경쟁 활동은 게임 는 스포츠 경기 상황에 존재하는 상호 경쟁 요소를

과학 으로 수행하고 감상하는 활동이다.경쟁 활동은 집단 간 경쟁을 제로

경쟁에 필요한 경기 수행 능력과 다양한 인지 략을 익히는 단체 활동으로,

원 간 동심과 리더십,스포츠맨십 등의 사회 가치 덕목을 시한다.

경쟁 활동은 피하기형, 역형,필드형,네트형으로 구분된다.피하기형 경쟁

은 달리기,피하기,던지기 등의 기본 인 신체 움직임 능력을 포함하는 활동으

로,피구,태그 게임 등이 포함된다. 역형 경쟁은 상 간의 신체 이

강하며 상 의 역을 침범하여 골을 넣는 활동으로,축구,농구,핸드볼 등이

포함된다.필드형 경쟁은 던지고 받기,치고 달리는 운동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역할 수행이 게임의 승패에 가장 많은 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야구,소 트볼

등이 포함된다.네트형 경쟁은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하는 신체 활동으로 상

과의 신체 이 없으며,개개인의 경기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구성원간

의 동심, 워크,게임 운 의 략이 승패에 향을 주는 활동으로 배구,배

드민턴,탁구,테니스 등이 포함된다.

등학교에서는 피하기형 경쟁, 역형 경쟁,필드형 경쟁,네트형 경쟁의 의

미와 특성,기본 기능,게임 략,운동과 련 규범을 배우는데 을 둔다.

경쟁 활동

피하기형

경쟁

역형

경쟁

필드형

경쟁

네트형

경쟁

[그림 Ⅱ-3]경쟁활동 역 내용 체계

주.출처 2007개정교육과정 해설서 (p.273)교육인 자원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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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표 활동

표 활동은 생각과 느낌을 신체 움직임으로 표 하고,자신 타인의 움직

임을 감상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을 말한다.표 활동의 내용은 움직임 표 ,리

듬 표 ,민속 표 ,주제 창작 표 으로 구분된다.

움직임 표 은 모든 움직임 표 의 기 가 되는 움직임 언어와 표 요소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리듬 표 은 여러 가지 스포츠와 무용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듬 유형과 특성에 한 즉흥 표 과 감상,리듬 체조 등의

표 방법과 감상을 포함하며,민속 표 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민족성을 담고

있는 움직임 표 형태를 포함한다.

주제와 창작 표 은 신체 움직임의 정형화된 형식을 표 하는데 을 두

기 보다는,창의 인 과정을 통해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 할 수 있는 신체

활동에 을 둔다.주제 창작 표 내용은 창작 원리의 이해와 창작 과정

체험을 기 로,신체 활동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주제 는 소재, 통 표

표 ,심미 특성과 술 특성의 표 방법을 습득하고,창의 으로 발

표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등학교에서는 표 활동의 가장 기 가 되는 움직임 표 에서 주제 표

까지 모든 표 의 과정을 포함한다.

표 활동

움직임 표 리듬 표 민속 표
주제 창작

표

[그림 Ⅱ-4]표 활동 역 내용 체계

주.출처 2007개정교육과정 해설서 (p.274)교육인 자원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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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여가 활동

여가 활동은 다양한 유형의 신체 활동 심 여가 활동을 생활화하며 바람직

한 여가 문화를 자기 주도 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활동을 말한다.여가 활동

의 교육 내용은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고 여가

수행에 필요한 운동 능력을 배양하며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가정,학교,지역

사회의 구성원과 함께 ‘신체 활동 심의 여가’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

성된다.

여가 활동은 등학교의 경우 ‘여가 생활’을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여가 생활’에서는 자신과 가족 단 의 여가 활동에 을 두면서 여가의 개념

과 역할에 해 이해하고,자연 환경(산,강,바다 등)과 생활환경(가정 학교

주변)에서 다양하게 참여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한 사회 뿐만 아니라

과거 우리나라의 여가 활동 유형과 양상에 해 이해하고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을 두고 있다.

‘여가 문화’에서는 여가 활동이 가지고 있는 가치, 통 가치,문화

가치와 기능을 이해하고 체험함으로써 생활에서 여가의 요성을 인식

하고,민족 공동체 의식과 문화를 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건 한 청

소년 여가 문화를 유도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여가 의식과 행동을 이해하고 체

험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한 청소년들에게 보다 능동 이고 극 인 스포

츠 활동을 안내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여가 스포츠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을 두고 있다.

여가 활동

여가 생활 여가 문화

[그림 Ⅱ-5]여가활동 역 내용 체계

주.출처 2007개정교육과정 해설서 (p.275)교육인 자원부.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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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9개정 체육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2009)

가. 등학교 체육과의 성격

체육과는 ‘신체 활동’을 통하여 체력 운동 능력을 기르고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며 바람직한 품성과 사회성을 갖추어,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필요한 능력

과 함께 체육 문화를 창조 으로 계승·발 시킬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과

이다.

나. 등학교 체육과의 목표

체육과는 신체 활동 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인 교육을 목표로 한다.

즉 신체 활동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지식과 실천 능력,자신의

미래를 계발하는데 필요한 도 능력과 창의 사고력,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선의의 경쟁과 동 능력 등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등학교 체육(3∼4학년,5∼6학년)에서는 ‘신체 활동 가치에 한 기 교육’의

시기로 건강,도 ,경쟁,표 ,여가 활동의 이해·수행·감상 활동을 하게 된다.

등학교 체육은 공교육에서 체육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작 단계이므로 건강한

생활 습 형성,기 체력 증진,기 운동 수행 능력 표 능력,운동 규범

습득,여가 생활 태도 발달 등을 목표로 한다.특히 등학교 3-4학년은 신체

활동의 다섯 가지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태도 형성에 을 둔다. 등학교

5-6학년은 신체 활동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신체 활동의

기본 실천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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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09개정교육과정상 등학교 체육과의 내용체계

<표 Ⅱ-2>2009개정교육과정상 등학교 체육과의 내용체계

역
등학교

3-4학년군 5-6학년군

건강

활동

㈎ 건강과 생활 습

·운동의 단계와 방법

·개인 생 질병

방

·가정의 안 사고

방

·자기 인식

㈏ 건강과 체력 향상

·기 체력의 유형과

증진

·비만 방 건강한

생활

·학교의 안 사고

방

·자율성

㈎ 건강과 신체 발달

·건강 체력의 유형과 증

진

·몸의 성장과 변화

·상해 방

·자기 이해

㈏ 건강과 재해 안

·운동 체력의 유형과

증진

·흡연과 음주의 피해

·재해 방

·상황 단력

도

활동

㈎ 속도 도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측정 평가

·끈기

㈏ 동작 도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동작 구성 평가

·용기

㈎ 거리 도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측정 평가

·문제의 발견

㈏ 표 /투기 도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측정 평가

·자기 조 /타인 존

경쟁

활동

㈎ 피하기형 경쟁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게임 략의 이해

창의 용

·규칙 수

㈏ 역형 경쟁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게임 략의 이해

창의 용

·동심

㈎ 필드형 경쟁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게임 략의 이해

창의 용

·자기 책임감

㈏ 네트형 경쟁

·의미와 특성

·기본 기능

·게임 략의 이해

창의 용

·운동

표

활동

㈎ 움직임 표

·움직임 언어와 표

요소

·움직임 표 방법

·창의 표 감

상

·신체 인식

㈏ 리듬 표

·리듬 표 유형과 요

소

·리듬에 맞춘 신체활동

표 방법

·창의 표 감상

·신체 응력

㈎ 민속 표

·종류와 특징

·민속 표 방법

·창의 표 감상

·다양성

㈏ 주제 표

·구성 원리와 창작 과

정

·움직임 창작 표 방

법

·창의 표 감상

·독창성

여가

활동

㈎ 가족과 여가

·의미와 특성

·여가 활동의 창의

계획

·나와 가족의 여가

활동 체험

·가족 사랑

㈏ 통 놀이와 여가

·의미와 특성

·통 여가 놀이의

창의 계획

·통 여가 놀이 체험

·통 존

㈎ 생활 환경과 여가

·의미와 특성

·생활형 여가 활동의

창의 계획

·생활형 여가 활동 체

험

·공동체 의식

㈏ 자연 환경과 여가

·의미와 특성

·자연형 여가 활동의

창의 계획

·자연형 여가 활동 체

험

·자연 사랑

주.출처 2009개정교육과정 해설서 (p.10)교육과학기술부.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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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학교 3-4학년군

가)건강 활동

기 체력의 뜻과 종류,운동의 단계를 이해하고 기 체력을 기르기 한

신체 활동의 방법을 익힌다.몸의 자세,날씨,식품,청결 행 등이 건강에 미

치는 향에 해서 알고 건강한 생활을 한 바른 습 을 기른다. 한,가정

과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와 원인 처 방안을 이해하고 실

천한다.‘자기 인식’과 ‘자율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기른다.

나)도 활동

속도를 향상시켜 자신의 기록을 단축하려는 속도 도 활동과 자신이 수행

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동작을 추구하려는 동작 도 활동의 의미

와 특성을 이해한다.속도 도 활동과 동작 도 활동의 기본 기능을 습득하

며,자신의 기록을 측정하고 평가한다. 한 ‘끈기’와 ‘용기’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기른다.

다)경쟁 활동

경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효과 으로 처해 나가는 피하기형 경쟁의 의

미와 특성을 이해한다.동료와 력하면서 상 편 역에 들어가 목표를 달성하

는 역형 경쟁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한다.피하기형· 역형 경쟁의 게임 략

과 기본 기능을 익 서 게임 활동에 창의 으로 용한다.‘규칙 수’와 ‘동

심’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기른다.

라)표 활동

움직임 언어와 표 요소 리듬 표 유형과 요소를 이해한다.여러 가지

리듬에 맞추어 신체 움직임을 창의 으로 표 하고 감상한다.‘신체 인식’과 ‘신

체 응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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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여가 활동

놀이로서의 여가 활동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창의 으로 계획한다.가족

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우리 조상들이 향유해 온 통 놀이의 방법

을 이해하고 체험한다.‘가족 사랑’과 ‘통 존 ’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

한다.

2) 등학교 5-6학년군

가)건강 활동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의 뜻과 종류를 이해하고,체력 운동 방법을 익힌다.

몸의 성장과 변화,흡연과 음주로 인한 피해 등을 이해하고,건강한 생활을

한 바른 생활 습 을 실천한다.운동 상해 재해 방의 요성을 알고 처

방법을 익힌다.‘자기 이해’와 ‘상황 단력’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기른다.

나)도 활동

거리를 늘리거나 높이를 높여 자신의 기록을 향상시키려는 거리 도 과,정

확하게 표 을 맞힐 수 있도록 자신의 신체 수월성에 도 하거나 겨루기를

통해 타인의 신체 기량에 도 하는 표 /투기 도 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한

다.기록 도 활동과 표 /투기 도 활동의 기본 기능을 습득하며,자신의 기

록을 측정하고 평가한다.‘문제의 발견’과 ‘자기 조 /타인 존 ’의 개념을 이해

하고 이를 기른다.

다)경쟁 활동

동일한 필드에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활동하며 자신의 치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필드형 경쟁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한다.네트를 사

이에 두고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상 편의 수비나 반격을 어렵게 하여 수를

얻으려는 네트형 경쟁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한다.필드형·네트형 경쟁의 게임

략과 기본 기능을 익 서 게임 활동에 창의 으로 용한다.‘자기 책임감’과

‘운동 ’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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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표 활동

민속 표 의 종류 특징과 주제 표 의 구성 원리 창작 과정을 이해한

다.민속 표 활동의 다양한 표 방법을 습득하며,주제나 소재의 특성을 창

의 으로 표 하고 감상한다.‘다양성’과 ‘독창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기른

다.

마)여가 활동

생활 주변의 자원과 자연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 활동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창의 으로 여가 활동을 계획한다.생활형 자연형 여가 활동의 방

법을 이해하고 체험한다.‘공동체 의식’과 ‘자연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한다.

4.체육에 한 남,여 학생의 인식

체육에 한 남녀 학생의 인식의 차이를 연구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수업 내용면에서 등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는 내용은 게임 역 

이었으며,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상 으로 리듬 표 운동 에

심을 많이 보 다.학생들은 수업 개 시 희망하는 종목을 많이 다루어 주기를

원하 으며,이론 수업 시는 운동경기 방법과 경기 규칙 에 하여 많이 다루

어 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호,2000).

둘째,체육교사에 한 태도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성격과 수업 방법에 해

정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등학생들은  학생의 의견을 존 해 주

고 모든 운동에 뛰어난 선생님을 선호하 다(김진호,2000).체육교사에 한

인식의 측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사의 시범,교사의 방임 태도,기능

우수아 선호 경향을 묻는 문항에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교사가 여학생

보다 남학생의 의견을 더 존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임경진,2000).

셋째,체육평가에 한 태도에서 등학생들은 실기평가에 있어서 학습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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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바로 평가하는 것보다 충분히 연습하고 학기말에 평가하는 것을 원하 고,

평가에 있어서 교사가 성차별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임경진,2000).

넷째,체육환경에 한 태도에서 학생들은 체로 그 만족도가 낮았으며,

등학생의 43.2%가 체육 과 실내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김진호,

2000).학생들은 학교의 체육시설 부족으로 실시할 수 없는 종목의 수업은 지역

시설물을 이용해 수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김기연,2000).

그리고 등학교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있어 교사가 공평한 참여의 기회를 제

공하는 수업활동,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학습 분 기를 조성할 때 교사의

활동을 정 으로 인식하 으나,교사가 수업의 과정에서 운동기능 수 의 개

인차를 고려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에게 불공정한 발표의 기회를 제공할 때,학생

들의 일탈행동을 통제하지 못하여 안정된 수업 분 기를 조성하지 못할 때는

교사의 활동을 부정 으로 인식하 다(이옥선,1996).학생들은 교사의 성격

특성으로 엄하고 무서운 선생님에 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교사들이

벌이나 기합을 주는 것,다른 학생들과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것에 하여 부정

인 인식이 강하게 드러났다(이 상,2000).

한 등학교 여학생들은 운동장 사용에 해서도 남학생들에 비해 소극

이고 공평하게 근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 고,놀이기구를 남학생들이 독 하

는 것에 하여 심한 불만을 드러냈다.체육복의 착용에 부담을 느낀 등학교

여학생들은 교사의 통제가 견될 때 사 에 꾀병을 부려 수업 참여를 기피하

기도 하 고 체육복이 더러워지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체육활동에 소극 으로

참여하기도 하 다.체육시설 교구의 부족은 수업 다툼의 원인이 되게 하

으며,운동기능 수 이 낮은 소극 인 학생들은 근의 기회를 비교 많이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듯이 여학생들이 반 으로 참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이옥선,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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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비만

가.비만의 정의

비만(obesity)의 단어는 ob(over)와 edere(toeat)의 어원에서 유래되었으며,

비만은 섭취 칼로리에 비해 소비 칼로리가 어 지방 조직이 과잉 축 된 상태

로써 체내의 지방량은 유 ,환경 요소 등의 향을 받는다.그리고 일반

으로 차이는 있지만 과체 과 동의어로 함께 사용한다.

그리고 일반 으로 비만이란 살이 것을 뜻하지만,정확히 말하자면 체내에

축 된 지방량이 정상 수치보다 많은 상태를 의미한다.보통 인체의 지방량은

남자의 경우 약 15% ·후,여자의 경우 약 25% ·후 정도가 정상 수치라 할

수 있으며,만약 이보다 많은 양의 지방이 체내에 축 되어 있는 경우,우리는

그 정도에 따라 ‘과체 ’ 는 ‘비만’이라고 규정하 다(김의수,1995).

나.비만의 원인

비만의 원인은 개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비만은 유 요인과

식습 ,심리 요인,가족 환경 요인,내분비· 사 장애,활동부족 등 여러

원인의 를 들 수 있다.

박철빈(1995)은 지나친 열량섭취,내분비의 장애,운동부족,유 요인 등이

있지만,그 에서 에 지 축 이 가장 직 으로 계가 된다고 하 다.

조근종(1995)은 비만의 원인에는 과잉 섭취,나쁜 식사 습 ,운동 부족,심리

요인,유 향 등 많은 요인이 있다고 하 다.

Williams(1985)는 비만 원인 설명을 칼로리 섭취의 과잉과 칼로리 소비 부족

의 양자에 의한 것이라고 하 고,Bogert(1973)는 연소자이든 성인이든 계없

이 비만자의 섭취 칼로리가 비 비만자에 비해서 거나 같더라도 비만의 원인

은 운동 부족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한,소아 비만의 주된 원인은 유 특

성,부 한 식습 ,운동 부족에 있다고 하 다.

다.비만의 정

비만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리 이용되는 것은 체 측정이나,체 만으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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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방량을 정확히 나타내는 것이 힘들며, 한 여러 요인에 의하여 변동이 심

하므로 정확성이 미흡하여 체격을 이용한 방법과 신장과 체 을 이용한 공식

이용법등 간 측정법이 고안되어 사용 되고 있다.

체질량 지수(BodyMassIndex:BMI)는 리 사용되는 비만 정법으로 체

질량 지수를 구하여 비만을 정하는 방법이다.체질량 지수는 체 (kg)을 신장

(m)의 제곱으로 나 어 산출한다(송일헌,1995).

<표 Ⅱ-3>체질량 지수를 이용한 비만도 정법

체질량 지수(BMI)=체 (kg)÷신장(m)²

비만 정 (남자)20~23.9

24~25.9

26~29.9

30이상

정상체

과체

비만

과비만

18~21.9(여자)

22~23.9

24~27.9

28이상

6.만족도

가.만족도의 개념

′만족′ 이라는 용어는 개인에 따라 다르며,따라서 만족감은 개인 인 경험

이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만족감은 개인의 과거와 재의 경험 그리고 개인의

기 에 의해서 강하게 향을 받는다(소연경,1982).

′만족′ 이란 satis(충분)+facere(만들다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이에 따르면 만족은″성취 하거나 무엇을 채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만족에 한 정의를 두 개의 견지로 나 어 볼 수 있다.첫째,만족이 한 개인

이 가지는 기 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는 보상 사이의 일치의 정도라는 견해이

다.이 기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과거 경험에 의해 내면화된 내 기 과 실제

의 보상수 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일치 정도에 따라 만족도가 다르다고 한다.즉

항상 받던 만큼의 보상보다 덜 받은 사람은 그들이 받던 만큼의 보상과 일치하

거나 그 이상일 경우 보다 더 기 일치 정도에 따라 만족도에 향을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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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만약에 기 수 이나,받아야 한다고 본 성과 수 에 비해서 실제로 얻

은 성과의 수 이 낮다면 불만족이 일어난다.즉 차이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서

불만족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둘째,만족이나 불만족은 주 으로 경험

되어진 만족과 불만족,혹은 행복과 불행,즐거움과 즐겁지 않음의 상이라고

보는 것이다.이런 면에서 기 와 보상과 일치도는 정의하는 특성으로 보다는

만족에 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 의 하나로 보아진다. 를 들면,그 사람의

생활의 다른 면에 만족하거나 불만족한 습 경향,그의 경험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의 비교.그 외 여러 가지 우선 요소들이 그가 만족하는 정도

에 향을 미칠 것이다(나상 ,1985).그러므로 만족을 주 으로 경험되어진

반응으로 정의하는 것이 좀 더 포 인 것이다(김진옥,2006).

나.체육수업 만족도

흥미는 한 교과의 학습 과정에 일반화되기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지는 않는

다.그러나 태도는 흥미보다 일반화 되고 학교 제도 체에,모든 과목에,모든

교사에게,학생 체에게 일반화 된다는 에서 더 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지 할 수 있다(2006,김진옥).따라서 등학생의 체육수업 만족도는 체육교사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체육 학습 참여도에 따른

수업내용,수업방법,수업환경,수업 평가 등에 한 만족도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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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빈도 비율(%)

학년

4 194 31.5

5 203 33.0

6 219 35.6

계 616 100

성별

남 330 53.6

여 286 46.4

계 616 100

비만도

정상 403 65.4

과체 97 15.7

비만 114 18.5

고도비만 2 0.3

계 616 100

Ⅲ.연구방법

1.연구 상

본 연구에서는 2013년 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학

교 4-6학년 학생 631명을 상자로 선정하 다.표집된 631명 회수되지 않

은 설문지와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나 락된 자료라고 단된 15명의 설문지

15부를 제외한 총 616개의 사례를 분석에 이용하 다.본 연구에서 표집한 조사

상자의 일반 인 특성은 <표 Ⅲ-1>과 같다.

<표 Ⅲ-1>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

2.조사도구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등학생의 체육수업 만족도와 해요인을 연구

하기 해 여러 선행연구 김지수(2007),노동 (2005),신재 (2008),임재

(2007),이 록(2003)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검토한 후 본 문가(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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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명 문항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Ⅰ.배경변인 성별,학년,비만도 1,2,3 3

Ⅱ.체육수업 인식도

태도

체육수업 요도 1 1

체육수업 참여도 2 1

체육수업 선호도 3,3-1,3-2 3

Ⅲ.체육수업 내용 만족

도

건강활동 역 만족도 4,4-1,5,5-1, 4

도 활동 역 만족도 6,6-1 2

경쟁활동 역 만족도 7,7-1 2

표 활동 역 만족도 8,8-1 2

여가활동 역 만족도 9,9-1 2

Ⅲ.체육수업 운 만족

도

남,여 혼성 수업에 한 만족

도
10,10-1 2

체육수업 시간에 한 만족도 11,11-1 2

체육수업 횟수에 한 만족도 12,12-1 2

Ⅲ.체육수업 환경 만족

도

시설에 한 만족도
13,13-1,

15,15-1
4

용구에 한 만족도 14,14-1 2

Ⅲ.체육수업 교사 만족

도

체육교사에 한 만족도 16,16-1 2

수업방식에 한 만족도 17,17-1 2

Ⅲ.체육수업 효과 만족

도

운동기능 향상에 한 만족도 18 1

체력 향상에 한 만족도 19 1

건강 증진에 한 만족도 20 1

정서 함양에 한 만족도 21 1

사회성 함양에 한 만족도 22 1

교육 공 교수)와 의하여 연구의 목 에 맞게 수정․가공하여 사용하 다.설

문지의 구성은 배경변인(성별,학년,비만도),체육수업 인식도 태도( 요도,

참여도,선호도)와 체육수업 내용,체육수업 운 ,체육수업 환경,체육수업 교

사,체육수업 효과에 한 만족도로 구성되었다.체육수업 인식도 태도와 만

족도에 한 항목 척도는 5 Likert척도를 이용하 다.설문 구성 내용은 <표

Ⅲ-2>와 같다.

<표 Ⅲ-2>설문구성 내용(설문내용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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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문항내용 Cronbach′sα 계수 항목수

체육수업 인식 태도

체육수업 요도

0.898 3체육수업 참여도

체육수업 선호도

항목 문항내용 Cronbach′sα 계수 항목수

체육수업 만족도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 0.733 6

체육수업 운 만족도 0.558 3

체육수업 환경 만족도 0.500 3

체육수업 교사 만족도 0.775 2

체육수업 효과 만족도 0.912 5

3.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증

설문 문항에 한 신뢰도를 조사하기 해 등학교 6학년 학생 108명을

상으로 비 조사하고 Cronbach′sα 계수를 이용하여 내 일 성이 낮은 문

항을 제거하여 신뢰도를 확보한 후 사용하 다.

가.체육수업 인식․태도 문항에 한 신뢰도 계수

체육수업 인식․태도 문항에 한 신뢰도 계수는 <표 Ⅲ-4>와 같다.

<표 Ⅲ-3>체육수업 인식․태도 문항에 한 신뢰도 계수

나.체육수업 만족도 문항에 한 신뢰도 계수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 문항에 한 신뢰도 계수는 <표 Ⅲ-5>와 같다.

<표 Ⅲ-4>체육수업 만족도 문항에 한 신뢰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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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사 차

가.이 연구를 한 설문지 조사는 2013년 3월-5월 사이에 본 연구자가 상

학교의 체육담당 교사에게 달 후 실시하 다.

나.학교 체육담당 교사가 본 연구자를 신하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연구

의 취지를 설명하고,학생들의 동의하에 설문지를 배포하고,설문 참여 시 학생

의 이해를 돕기 해 간단한 부가 설명을 하 다.

다.본 연구에 사용된 학생 개개인의 비만도는 2013년 3월-5월 사이에 학교

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 다.

라.설문지의 응답 결과 자료를 회수한 후,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단되는 응

답과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시킨 후 분석하 다.

5.자료처리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회수한 설문지의 자료 에서 기재된 내용이 부족하거나 자료

분석과정에서 응답 내용의 신뢰성이 없다고 단된 것은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유효 표본만을 조사 상으로 하 으며,분석 가능한 자료로 정리하여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통계 로그램 Window용 SPSSV12.0을 이용하여 처리하

다. 반 인 체육수업에 한 인식도 태도와 만족도를 악하기 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 고 성별,학년별,비만도별 체육수업 만족도 차이를 악하기

해 Levene의 등분산 검정,독립 t-test검증,일원변량 분석,scheffe의 사후검

증을 실시하 다. 한 체육수업에 해 선호 는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

하기 해 카이자승(X
2
)검정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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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결과 해석

1.체육수업에 한 인식․태도

가.체육수업에 한 인식․태도

1) 반 인 체육수업의 인식․태도에 한 빈도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1>체육수업에 한 인식․태도

구분

인식 평가

매우

그 다

약간

그 다

그

그 다

별로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합계

체육수업의

요도

빈도 360 142 90 20 4 616

(%) 58.4 23.1 14.6 3.2 0.6 100

체육수업의

참여도

빈도 295 189 107 21 4 616

(%) 47.9 30.7 17.4 3.4 0.6 100

체육수업의

선호도

빈도 361 135 53 60 7 616

(%) 58.6 21.9 8.6 9.7 1.1 100

체육수업에 한 인식․태도에 한 결과는 체 으로 정 이었다.구체

으로 살펴보면 체육수업의 요도에 한 인식은 매우 그 다 58.4%,약간

그 다 23.1%,그 그 다 14.6%,별로 그 지 않다 3.2%, 그 지 않다

0.6%로 나타났다.체육수업의 참여도에 한 인식은 매우 그 다 47.9%,약간

그 다 30.7%,그 그 다 17.4%,별로 그 지 않다 3.4%, 그 지 않다

0.6%로 나타났다.체육수업의 선호도는 매우 그 다 58.6%,약간 그 다 21.9%,

그 그 다 8.6%,별로 그 지 않다 9.7%, 그 지 않다 1.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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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별에 따른 체육수업 인식․태도에 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2>성별에 따른 체육수업 인식․태도

종속

변인

집단

구분

집단통계량
Levene의

등분산 검정
t p

N 평균
표

편차
F p

체육

수업의

요도

남학생 330 1.53 .89

.63 .429 -3.40 .001

여학생 286 1.78 .88

체육

수업의

참여도

남학생 330 1.69 .87

.00 .957 -2.83 .005

여학생 286 1.89 .91

체육

수업의

선호도

남학생 330 1.60 1.03

.32 .570 -3.24 .001

여학생 286 1.87 1.05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체육수업에 한 인식․태도를 성별에 따라 차이를 검증했을 때,남학생의

요도,참여도,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체육수업의 요도에서는 남학

생(M=1.53)이 여학생(M=1.78)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체육

수업의 참여도의 경우에도 남학생(M=1.69)이 여학생(M=1.89)보다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p<.01).체육수업의 선호도에서도 남학생((M=1.60)이 여학

생(M=1.87)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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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에 따른 체육수업 인식․태도에 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3>학년에 따른 체육수업 인식․태도

종속

변인

집단

구분

기술통계 변량분석
사후

검증

N 평균 표 편차 F
유의

확률

scheffe

(p<.05)

체육

수업의

요도

4 194 1.61 .88

2.54 .080 -
5 203 1.76 .95

6 219 1.57 .83

합계 616 1.65 .89

체육

수업의

참여도

4 194 1.65 .81

2.91 .055 -
5 203 1.84 .89

6 219 1.84 .96

합계 616 1.78 .90

체육

수업의

선호도

4 194 1.60 .98

3.20 .041 4,6<5
5 203 1.86 1.13

6 219 1.72 1.01

합계 6̀16 1.73 1.05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체육수업의 인식․태도를 학년에 따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체육수업

의 요도는 학년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2.54,p>.05). 한,체육수업

의 참여도도 마찬가지로 학년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F=2.91,p>.05).체육

수업의 선호도는 학년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3.20,p<.05). 등학교

4학년(M=1.60)과 6학년(M=1.72)의 선호도가 5학년M=1.86)보다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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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 인식․태도에 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4>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 인식․태도

종속

변인
집단구분

기술통계 변량분석
사후

검증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scheffe

(p<.05)

체육

수업의

요도

정상(A) 403 1.60 .84

2.38 .094 -
과체 (B) 97 1.66 .95

비만(C) 116 1.80 1.01

합계 616 1.65 .89

체육

수업의

참여도

정상(A) 403 1.73 .86

3.63 .027 n.s.
과체 (B) 97 1.75 .82

비만(C) 116 1.98 1.05

합계 616 1.78 .90

체육

수업의

선호도

정상(A) 403 1.62 .94

7.62 .001 A,B<C
과체 (B) 97 1.81 1.07

비만(C) 116 2.03 1.28

합계 616 1.73 1.05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체육수업 인식․태도를 비만도에 따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체육수업

의 요도의 경우 비만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2.38,

p>.05).체육수업의 참여도는 비만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F=3.63,

p<.05),일원 변량 분석 후 사후 검증을 통해 엄격한 기 으로 실시하 을 때는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체육수업의 선호도는 비만도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7.62,p<.01).정상집단(M=1.62)과 과체 집단

(M=1.81)이 비만집단(M=2.03)보다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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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육수업에 한 선호와 비선호 이유

1)체육수업을 선호하는 이유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5>체육수업을 선호하는 이유

항목

성별 학년 비만도

체
남자 여자 4 5 6 정상 과체 비만

체력을 키울 수 있

어서
47 27 28 25 21 61 7 6 74

다양한 게임을 즐

길 수 있어서
118 101 57 76 86 143 32 44 219

살을 뺄 수 있어서 8 11 5 3 11 12 4 3 19

친구 계에 도움이

되어서
2 4 1 3 2 4 2 0 6

수업 내용이 재미

있어서
48 33 28 24 29 54 13 14 81

땀 흘리며 운동하

는 것이 좋아서
33 24 25 13 19 36 12 9 57

나의 운동 실력을

친구들에게 보여

수 있어서

6 6 5 5 2 10 1 1 12

스트 스를 해소할

수 있어서
8 14 9 6 7 17 2 3 22

체 270 220 158 155 177 337 73 80 490

Pearson카이제곱 8.689 18.124 37.825

　자유도 7 14 10

p(양측검정) .276 .201 .000

체육수업을 선호하는 이유에 한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X
2
=8.689,

p>.05).남,여학생 모두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를 선호하는 이유에 있

어서 가장 많이 선택하 으며 ‘수업 내용이 재미있어서’,‘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가 그 뒤를 이었다.학년간의 차이 한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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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2
=18.124,p>.05).4,5,6학년 모두 가장 선호하는 이유가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이었다.

비만도에 따른 선호이유는 유의하게 차이를 보 다(X
2
=37.825,p<.001).정상

과 과체 ,비만인 경우 모두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정상인 경우 ‘체력을 키울 수 있어서’가 두 번째 응답이었던 반면,과체

과 비만 집단은 ‘수업내용이 재미있어서’가 그 뒤를 이었다.

2)체육수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6>체육수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항목

성별 학년 비만도

전체
남자 여자 4 5 6 정상 과체 비만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
6 8 2 9 3 7 2 5 14

체력이 약해서 10 5 3 8 4 5 1 9 15

운동장에서 먼지

쓰는게 싫어서
0 1 0 0 1 1 0 0 1

땀 흘리는게 싫

어서
4 14 4 4 10 7 4 7 18

체육시설이나 기

구가 부족해서
1 0 0 1 0 1 0 0 1

친구들에게 놀림

을 받을까
6 4 4 4 2 5 2 3 10

체육수업 내용이

재미 없어서
2 4 1 4 1 3 3 0 6

체 29 36 14 30 21 29 12 24 65

Pearson

카이제곱
9.936 13.895 12.417

　
자유도 6 12 12

p(양측검정) .127 .307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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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식 평가

매우

만족한다

체로

만족한다

그

그 다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합계

건강 활동

역(체력증

진 활동)

빈도 236 199 74 99 8 616

(%) 38.3 32.3 12.0 16.1 1.3 100

건강 활동

역(보건과

안 활동)

빈도 203 217 117 69 10 616

(%) 33.0 35.2 19.0 11.2 1.6 100

도 활동

역

빈도 245 187 83 87 14 616

(%) 39.8 30.4 13.5 14.1 2.3 100

체육수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한 성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X
2
=9.936,p>.05).남학생은 ‘체력이 약해서’,여학생은 ‘땀 흘리는게 싫어

서’라는 응답이 각각 가장 높았다.학년간의 차이 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X2=13.895,p>.05).4학년이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는 ‘땀 흘리는게 싫어서’,‘

친구들에게 놀림 받을까 ’ 으며,5학년의 경우 ‘소질과 취미가 없어서’를 가

장 많이 선택했다.6학년은 ‘땀 흘리는게 싫어서’의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비만도에 따른 선호를 하지 않는 이유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X2=12.417,p>.05).정상인 경우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땀 흘리는게 싫어

서’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과체 집단은 ‘땀 흘리는게 싫어서’,비만집단은 ‘체

력이 약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2.체육수업 내용에 한 만족도

가.체육수업 내용에 한 만족도

1)체육 수업 내용 만족도에 하여 빈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7>체육수업 내용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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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활동

역

빈도 327 153 64 61 11 616

(%) 53.1 24.8 10.4 9.9 1.8 100

표 활동

역

빈도 110 136 141 191 38 616

(%) 17.9 22.1 22.9 31.0 6.2 100

여가 활동

역

빈도 123 108 115 224 46 616

(%) 20.0 17.5 18.7 36.4 7.5 100

<표 Ⅳ-7>계속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건강 활동 역(체력증진활동),건강

활동 역(보건활동),도 활동 역,경쟁 활동 역에서 체 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표 활동 역과 여가활동 역에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구체

으로 살펴보면,건강 활동 역(체력증진활동)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38.3%,

체로 만족한다는 32.3%,그 그 다는 12%,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16.1%,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1.3%로 나타났다.건강 활동 역(보건과 안 활동)에

서 매우 만족한다는 33%, 체로 만족한다는 35.2%,그 그 다는 19%, 체

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11.2%,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1.6%로 나타났다.도

활동 역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39.8%, 체로 만족한다는 30.4%,그 그 다

는 13.5%,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14.1%,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2.3%로

나타났다.경쟁 활동 역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53.1%, 체로 만족한다는

24.8%,그 그 다는 10.4%,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9.9%,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1.8%로 나타났다.표 활동 역에서 매우 만족한다는 17.9%, 체

로 만족한다는 22.1%,그 그 다는 22.9%,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31%,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6.2%로 나타났다.여가 활동 역에서 매우 만족한다

는 20%, 체로 만족한다는 17.5%,그 그 다는 18.7%, 체로 만족하지 않

는다는 36.4%,매우 만족하지 않는다는 7.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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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별에 따른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8>성별에 따른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

종속

변인

집단

구분

집단통계량
Levene의

등분산 검정
t p

N 평균
표

편차
F p

건강활동

(체력증진)

남학생 330 2.01 1.11
1.64 .200 -2.11 .036

여학생 286 2.20 1.13

건강활동

(보건과

안 )

남학생 330 2.09 1.09

1.67 .197 -1.00 .319

여학생 286 2.18 1.00

도 활동

역

남학생 330 1.91 1.14
.37 .541 -4.31 .000

여학생 286 2.30 1.11

경쟁활동

역

남학생 330 1.63 1.03
.34 .558 -4.97 .000

여학생 286 2.05 1.09

표 활동

역

남학생 330 2.90 1.25
1.08 .299 .98 .329

여학생 286 2.80 1.17

여가활동

역

남학생 330 2.80 1.35
17.91 .000 -3.00 .003

여학생 286 3.10 1.17

체평균
남학생 330 2.22 .82

1.69 .195 -3.37 .001
여학생 286 2.44 .77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체육수업의 내용 만족도를 성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 ,건강 활동(체력증진)의 경우,남학생(M=2.01)이 여학생(M=2.2)보다 체력

증진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도 활동 역에서도 남학생

(M=1.91)이 여학생(M=2.30)보다 도 활동 역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경쟁 활동 역의 경우에서도 남학생(M=1.63)이 여학생(M=2.05)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표 활동 역에서는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여가 활동 역에서는 남학생(M=2.80)이 여학생

(M=3.10)보다 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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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에 따른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9>학년에 따른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

종속변인
집단

구분

기술통계 변량분석
사후

검증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scheffe

(p<.05)

건강활동

역(체력

증진

활동)

4 194 1.96 1.11

8.19 .000 4,6<5
5 203 2.35 1.17

6 219 1.98 1.04

합계 616 2.10 1.12

건강활동

역(보건

과 안 )

4 194 1.98 .99

3.29 .038 4,5<6
5 203 2.15 1.08

6 219 2.25 1.06

합계 616 2.13 1.05

도 활동

역

4 194 2.05 1.11

7.89 .000 4,6<5
5 203 2.33 1.23

6 219 1.90 1.04

합계 616 2.09 1.14

경쟁활동

역

4 194 1.77 1.12

.35 .702 -
5 203 1.86 1.15

6 219 1.84 .98

합계 616 1.82 1.08

표 활동

역

4 194 2.59 1.24

7.72 .000 4<5,6
5 203 3.05 1.21

6 219 2.91 1.16

합계 616 2.86 1.21

여가활동

역

4 194 2.96 1.30

4.18 .016 4,5<6
5 203 2.74 1.26

6 219 3.10 1.26

합계 616 2.94 1.28

체평균

4 194 2.22 .79

3.03 .049 4,6<5
5 203 2.42 .88

6 219 2.33 .73

합계 616 2.32 .80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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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수업내용에 한 만족도를 학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건강활동 역(체력증진 활동)에서의 학년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

으며(F=8.19,p<.001),4학년(M=1.96)이 5학년(M=2.35)과 6학년(M=1.98)보다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건강활동 역(보건과 안 )에서도 학년간의 차이는 유

의하게 나타났다(F=3.29, p<.05). 4학년(M=1.98)이 5학년(M=2.15)과 6학년

(M=2.25)보다 높게 나타났다.도 활동 역에서도 학년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7.89,p<.001).4학년(M=2.05)과 6학년(M=1.90)이 5학년(M=2.33)보

다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표 활동 역에서도 학년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F=7.72,p<.001). 등학교 4학년의 만족도(M=2.59)가 5학년(M=3.05)과 6

학년(M=2.91)보다 높음을 나타냈다.여가활동 역에서도 학년간의 차이는 유의

하게 나타났다(F=4.18,p<.05).4학년(M=2.96),5학년(M=2.74)이 6학년(M=3.10)

보다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체평균을 보았을 때,학년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3.03,p<.05).4학년(M=2.22)이 5학년(M=2.42)과 6학년(M=2.33)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4)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표 Ⅳ-10>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

종속변인 집단구분

기술통계 변량분석 사후검증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scheffe

(p<.05)

건강활동

역(체력

증진

활동)

정상(A) 403 1.89 .99

28.67 .000 A,B<C

과체 (B) 97 2.19 1.10

비만(C) 116 2.74 1.31

합계 616 2.10 1.12

건강활동

역(보건

과 안 )

정상(A) 403 2.04 1.03

5.75 .003 A,B<C
과체 (B) 97 2.22 1.12

비만(C) 116 2.40 .99

합계 616 2.1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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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계속

도 활동

역

정상(A) 403 1.95 1.05

11.54 .000 A,B<C
과체 (B) 97 2.13 1.11

비만(C) 116 2.52 1.35

합계 616 2.09 1.14

경쟁활동

역

정상(A) 403 1.73 1.01

5.56 .004 A,B<C
과체 (B) 97 1.88 1.04

비만(C) 116 2.10 1.28

합계 616 1.82 1.08

표 활동

역

정상(A) 403 2.78 1.22

5.22 .006 A,B<C
과체 (B) 97 2.79 1.21

비만(C) 116 3.18 1.16

합계 616 2.86 1.21

여가활동

역

정상(A) 403 2.87 1.27

2.18 .114 -
과체 (B) 97 3.00 1.31

비만(C) 116 3.14 1.28

합계 616 2.94 1.28

체평균

정상(A) 403 2.21 .74

16.44 .000 A,B<C
과체 (B) 97 2.37 .81

비만(C) 116 2.68 .90

합계 616 2.32 .80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체육 수업내용에 한 만족도를 비만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건강활동 역(체력증진 활동)에서의 비만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28.67,p<.001).정상집단(M=1.89)과 과체 집단(M=2.19)이 비만집

단(M=2.74)보다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건강 활동 역(보건과 안 )에서의 집

단 간 차이 한 유의하게 나타났다(F=5.75,p<.01).정상(M=2.04)과 과체 집단

(M=2.22)이 비만집단(M=2.40)보다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도 활동 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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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11.54,p<.001).정상(M=1.95)과 과

체 집단(M=2.13)이 비만집단(M=2.52)보다 만족이 높음을 나타냈다.경쟁 활동

역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5.56,p<.01).정상(M=1.73)과

과체 (M=1.88)집단이 비만집단(M=2.10)보다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표 활동

역에서도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5.22,p<.01).정상(M=2.78)

과 과체 (M=2.79)집단이 비만집단(M=3.18)보다 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체평

균을 비교해 보았을 때,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16.44,p<.001).

정상(M=2.21)과 과체 (M=2.37)집단이 비만집단(M=2.68)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

나.체육수업 내용 역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1)건강활동 역의 체력증진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11>건강활동 역의 체력증진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항목
성별 학년 비만도

체
남자 여자 4 5 6 정상 과체 비만

시설이나 기구

가 부족해서
0 1 0 0 1 0 1 0 1

체력이 약하고

힘들어서
29 29 15 23 20 13 7 38 58

수업이 지루하

고 재미 없어서
12 14 9 13 4 16 6 4 26

친구들에게 놀

림을 받을까
6 3 2 5 2 2 2 5 9

땀 흘리는게 싫

어서
3 9 2 6 4 9 2 1 12

기타 0 1 0 1 0 0 1 0 1

체 50 57 28 48 31 40 19 48 107

Pearson

카이제곱
5.720 8.148 37.825

　
자유도 5 10 10

p(양측검정) .334 .61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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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활동 역에서 체력증진 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에 한 성별의 차

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X
2
=5.720,p>.05).남,여학생 모두 ‘체력이 약하

고 힘들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수업이 지루하고 재미 없어서’

의 이유를 들었다.학년간의 차이 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X2=8.148,

p>.05).모든 학년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체력이 약하고 힘들어서’ 으며

그 다음은 ‘수업이 지루하고 재미 없어서’를 들었다.비만집단의 분류에 있어서

는 유의한 차이를 보 다(X
2
=37.825,p<.001).정상인 경우 ‘수업이 지루하고 재

미없어서’,과체 인 경우 ‘체력이 약하고 힘들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비만

집단은 ‘체력이 약하고 힘들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2)건강활동 역의 보건과 안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12>건강 활동 역의 보건과 안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항목

성별 학년 비만도

체
남자 여자 4 5 6 정상 과체 비만

이론 심 수업이

라 지루해서
20 15 5 18 12 21 5 9 35

교실에서 주로 수

업이 이루어지는게

싫어서

11 6 3 4 10 13 4 0 17

수업내용(보건수

업)이 어려워서
11 6 5 5 7 8 5 4 17

신체검사가 부담이

되어서
4 6 3 2 5 5 3 2 10

체 46 33 16 29 34 47 17 15 79

Pearson카이제곱 1.970 7.456 7.380

　자유도 3 6 6

p(양측검정) .579 .281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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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활동 역에서 보건과 안 활동을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성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X
2
=1.970,p>.05).남,여학생 모두 ‘이론 심

수업이라 지루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학년간의 차이 한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X2=7.456,p>.05).모든 학년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이론

심 수업이라 지루해서’ 으며 6학년은 ‘교실에서 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싫어서’,4학년과 5학년은 ‘수업내용(보건수업)이 어려워서’이었다.비만집단의

분류에 있어서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
2
=7.380,p>.05).모

든 집단에서 ‘이론 심 수업이라 지루해서’라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3)도 활동 역의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13>도 활동 역의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항목

성별 학년 비만도

체
남자 여자 4 5 6 정상 과체 비만

련활동의 운동

기능이 부족해서
29 33 15 34 13 22 14 26 62

수업 내용이 어려

워서
5 6 4 6 1 8 0 3 11

활동을 못하면 친

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

5 10 4 7 4 7 0 8 15

시설(경기장)이나

기구가 부족해서
2 3 1 2 2 3 1 1 5

활동하다 다치는

게 걱정되어서
2 5 2 0 5 5 1 1 7

체 43 57 26 49 25 45 16 39 100

Pearson

카이제곱
1.572 12.671 13.248

　자유도 4 8 8

p(양측검정) .814 .124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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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활동 역의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성별의 차이는 유의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X
2
=1.572,p>.05).남,여학생 모두 ‘련활동의 운동기능이

부족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학년간의 차이 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

다(X2=12.671,p>.05).모든 학년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련활동의 운동

기능이 부족해서’다.비만집단의 분류에 있어서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
2
=13.248,p>.05).성별,학년과 마찬가지로 모든 집단에서 ‘련

활동의 운동기능이 부족해서’라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4)경쟁활동 역의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14>경쟁활동 역의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항목

성별 학년 비만도

체
남자 여자 4 5 6 정상

과체
비만

소질이나 취미가 없

어서
8 11 4 10 5 9 3 7 19

활동 시간이 짧아서 2 0 1 1 0 2 0 0 2

친구들에게 놀림이

나 비난을 받을까
19 14 10 13 10 9 7 17 33

활동하다 다치는게

걱정되어서
0 3 1 1 1 3 0 0 3

시설(경기장,체육

등)이나 용구(공,라

켓,기구 등)가 부족

해

1 1 1 0 1 1 1 0 2

남자(여자)와 함께

하면 실력 차이가

나서

0 12 5 4 3 11 0 1 12

기타 1 0 1 0 0 1 0 0 1

체 31 41 23 29 20 36 11 25 72

Pearson카이제곱 18.193 6.456 23.583

　자유도 6 12 12

p(양측검정) .006 .891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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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활동 역에서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성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

타났다(X
2
=18.193,p<.01).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비난을

받을까 ’를 가장 많이 들었고,그 다음으로 남학생은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

여학생은 ‘남자와 함께하면 실력차이가 나서’를 선택했다.학년간의 차이는 유의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X
2
=6.456,p>.05).모든 학년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비난을 받을까 ’으며 그 다음으로 ‘남자(여자)와 함께

하면 실력차이가 나서’를 선택했다.비만집단의 분류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

이를 보 다(X2=23.583,p<.05).정상집단은 ‘남자(여자)와 함께하면 실력차이가

나서’,과체 집단과 비만집단은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비난을 받을까 ’의 이유

를 가장 많이 들었다.

5)표 활동 역의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15>표 활동 역의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항목
성별 학년 비만도

체
남자 여자 4 5 6 정상 과체 비만

체조나 무용을

싫어해서
94 67 33 68 60 96 21 44 161

련활동의 운동

기능이 부족해서
3 8 6 3 2 6 1 4 11

체육시설이나 기

구가 부족해서
0 1 0 1 0 1 0 0 1

수업 내용이 어

려워서
11 2 3 4 6 5 3 5 13

이성친구(남자,

여자)와 함께 활

동하는게 부담스

러워서

22 18 10 14 16 23 9 8 40

기타 0 1 1 0 0 1 0 0 1

체 130 97 53 90 84 132 34 61 227

Pearson

카이제곱
8.689 12.619 6.865

　
자유도 5 10 10

p(양측검정) .054 .246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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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활동 역에서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성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X
2
=8.689,p>.05).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체조나 무용을 싫어해

서’를 가장 많이 들었다.학년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X2=12.619,p>.05).모든 학년이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체조나 무용을 싫어

해서’으며 그 다음으로 ‘이성친구와 함께 활동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를 선택

했다.비만집단의 분류에서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
2
=6.865,

p>.05).집단모두 ‘체조나 무용을 싫어해서’의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

6)여가활동 역의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16>여가활동 역의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항목

성별 학년 비만도

체
남자 여자 4 5 6 정상 과체 비만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
15 15 19 9 2 15 7 8 30

부분 수업을

제 로 하지 않

고 넘어가서

49 44 42 29 22 62 14 17 93

학교에 시설이나

용구가 없어서
29 29 17 21 20 35 8 15 58

실 으로 체육

시간에 할 수 없

어서

21 26 7 4 36 29 7 11 47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19 22 3 10 28 23 10 8 41

기타 0 1 1 0 0 1 0 0 1

체 133 137 89 73 108 165 46 59 270

Pearson

카이제곱
1.961 75.189 6.031

　
자유도 5 10 10

p(양측검정) .854 .000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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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식 평가

매우

만족한다

체로

만족한다

그

그 다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합계

남,여 혼

성 활동에

한 만족

빈도 111 199 154 119 33 616

(%) 18.0 32.3 25.0 19.3 5.4 100

체육수업

시간에

한 만족도

빈도 99 149 114 156 98 616

(%) 16.1 24.2 18.5 25.3 15.9 100

체육수업

횟수에

한 만족도

빈도 119 145 116 138 98 616

(%) 19.3 23.5 18.8 22.4 15.9 100

여가 활동 역에서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성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

타나지 않았다(X
2
=1.961,p>.05).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부분 수업을 제 로

하지 않고 넘어가서’를 가장 많이 들었다.두 번째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학교에 시설이나 용구가 없어서’다.학년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X
2
=75.189,p<.001).4학년과 5학년은 ‘부분 수업을 제 로 하지 않고 넘어가

서’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6학년은 ‘실 으로 체육시간에 할 수 없어서’의

이유를 들었다.비만집단의 분류에서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X2=6.031,p>.05).집단 모두 ‘부분 수업을 제 로 하지 않고 넘어가서’의 이

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

3.체육수업 운 에 한 만족도

가.체육수업 운 에 한 만족도

1)체육 수업 운 만족도에 하여 빈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17>체육수업 운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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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 운 에 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반 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

이지 않았다.남,여 혼성 활동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18%, 체로 만

족한다 32.3%,그 그 다 25%,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19.3%,매우 만족하

지 않는다 5.4%로 나타났다.체육수업 시간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한다

16.1%, 체로 만족한다 24.2%,그 그 다 18.5%,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25.3%,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5.9%로 나타났다.체육수업 횟수에 한 만족도

는 매우 만족한다 19.3%, 체로 만족한다 23.5%,그 그 다 18.8%,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22.4%,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5.9%로 나타났다.

2)성별에 따른 체육수업 운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18>성별에 따른 체육수업 운 만족도

종속

변인

집단

구분

집단통계량
Levene의

등분산 검정 t p

N 평균 표 편차 F p

남,여 혼

성 활동

남학생 330 2.60 1.16
.00 .990 -.32 .747

여학생 286 2.63 1.13

체육수업

시간

남학생 330 3.08 1.42
10.07 .002 1.49 .137

여학생 286 2.92 1.23

체육수업

횟수

남학생 330 3.05 1.43
4.54 .033 2.65 .008

여학생 286 2.77 1.28

체평균
남학생 330 2.91 .96

2.77 .097 1.87 .062
여학생 286 2.77 .88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체육수업의 운 만족도를 성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체육 수업 횟수

를 제외하고 체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이에 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남,여 혼성 활동에 한 만족도의 경우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t=-.32,p>.05).체육수업 시간의 만족도의 분석 결과 역시 성별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49,p>.05).체육수업 횟수에 한 만족도의 경

우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 다(t=2.65,p<.01).여학생이(M=2.77,SD=1.28)

남학생보다(M=3.05,SD=1.43)수업 횟수에 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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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에 따른 체육수업 운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19>학년에 따른 체육수업 운 만족도

종속변인 집단구분

기술통계 변량분석 사후검증

N 평균
표 편

차
F 유의확률

scheffe

(p<.05)

남,여

혼성

활동에

한

만족도

4 194 2.41 1.13

5.02 .007 4,6<5
5 203 2.75 1.09

6 219 2.68 1.18

합계 616 2.62 1.14

체육수업

시간에

한

만족도

4 194 2.71 1.35

10.16 .000 4,6<5
5 203 3.31 1.30

6 219 3.00 1.30

합계 616 3.01 1.33

체육수업

횟수에

한

만족도

4 194 2.56 1.36

13.73 .000 4<6<5
5 203 3.27 1.29

6 219 2.92 1.36

합계 616 2.92 1.37

체평균

4 194 2.56 .92

18.36 .000 4<6<5
5 203 3.11 .84

6 219 2.86 .93

합계 616 2.85 .92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년에 따른 체육 수업 운 에 한 만족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남,여 혼성 활동에 한 만족도는 학년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5.02,p<.01).4학년(M=2.41)과 6학년(M=2.68)이 5학년(M=2.75)보다 높게 나

타났다.체육 수업시간 한 만족도에서도 학년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10.16,p<.001).4학년(M=2.71)과 6학년(M=3.00)이 5학년(M=3.31)보다 높게

나타났다.체육 수업횟수 한 만족도에서도 학년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

다(F=13.73,p<.001).4학년(M=2.56)과 6학년(M=2.92),5학년(M=3.27)의 만족도

가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4학년이 5학년,6학년에 비해 만족이 높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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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체 평균을 보았을 때,학년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F=18.36,p<.001).체육수업 운 에 가장 만족하는 학년은 4학년(M=2.56),6학

년(M=2.86),5학년(M=3.11)순이었다.

4)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 운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표 Ⅳ-20>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 운 만족도

종속변인 집단구분

기술통계 변량분석 사후검증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scheffe

(p<.05)

남,여

혼성

활동에

한

만족도

정상(A) 403 2.54 1.14

3.15 .043 n.s.
과체 (B) 97 2.67 1.12

비만(C) 116 2.84 1.16

합계 616 2.62 1.14

체육수업

시간에

한

만족도

정상(A) 403 2.94 1.33

1.73 .177 -
과체 (B) 97 3.14 1.35

비만(C) 116 3.15 1.32

합계 616 3.01 1.33

체육수업

횟수에

한

만족도

정상(A) 403 2.87 1.39

1.11 .332 -
과체 (B) 97 3.09 1.31

비만(C) 116 2.96 1.33

합계 616 2.92 1.37

체평균

정상(A) 403 2.78 .92

3.07 .047 n.s.
과체 (B) 97 2.97 .96

비만(C) 116 2.98 .90

합계 616 2.85 .92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체육 수업 운 에 한 만족도를 비만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여 혼성 활동에 한 만족도는 비만도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지만(F=3.15,p<.05),일원 변량 분석 후 사후 검증을 통해 엄격한 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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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실시하 을 때는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체육 수업시

간 한 만족도는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1.73,p>.05).

체육 수업횟수 한 만족도 한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1.11,p>.05).

나.체육수업 운 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1)남,여 혼성 활동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21>남,여 혼성 활동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항목

성별 학년 비만도

체
남자 여자 4 5 6 정상

과체
비만

남자와 여자가 실력

차이가 나서
34 38 18 18 36 49 15 8 72

이성친구(남자,여자)

앞에서 활동하는게

창피해서

26 31 12 27 18 27 10 20 57

선생님이 주로 이성

친구들을 지도해 지

도 받을 시간이 없

어서

14 6 7 5 8 12 2 6 20

기타 2 2 1 1 2 2 0 2 4

체 76 77 38 51 64 90 27 36 153

Pearson카이제곱 3.854 9.190 13.658

　자유도 3 6 6

p(양측검정) .278 .163 .034

남,여 혼성 활동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성별의 차이는 유의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X2=3.854,p>.05).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남자와 여자가 실

력 차이가 나서’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학년 간의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X
2
=9.190,p>.05).4학년과 6학년은 ‘남자와 여자가 실력 차이가 나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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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은 ‘이성 친구(남자,여자)앞에서 활동 하는 게 창피해서’를 가장 많이 응답

했다.비만도에 따라서는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 다(X
2
=13.658,p<.05).

정상집단과 과체 집단은 ‘남자와 여자가 실력차이가 나서’의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비만집단은 ‘이성친구(남자,여자)앞에서 활동하는 게 창피해서’를 가

장 많이 선택했다.

2)체육수업 시간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표 Ⅳ-22>체육수업 시간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항목

성별 학년 비만도

체
남자 여자 4 5 6 정상

과체
비만

활동을 하기에는 시

간이 무 짧다
141 103 69 90 85 158 45 41 244

수업 시간이 무

길다
7 5 2 6 4 6 0 6 12

기타 0 1 0 0 1 0 1 0 1

체 148 109 71 96 90 164 46 47 257

Pearson카이제곱 1.365 2.955 14.061

　자유도 2 4 4

p(양측검정) .505 .565 .007

체육 수업 시간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성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X2=1.365,p>.05).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무 짧다’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학년 간의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X
2
=2.955,p>.05).비만도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

왔고(X
2
=14.061,p<.01)모든 집단에서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무 짧다’의

이유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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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육수업 횟수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표 Ⅳ-23>체육수업 횟수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항목

성별 학년 비만도

체

남자 여자 4 5 6 정상
과체

비만

세 번인 것이 무

다
133 82 51 86 78 144 39 32 215

세 번인 것이 무

많다
9 12 6 10 5 9 2 10 21

기타 1 0 0 1 0 1 0 0 1

체 143 94 57 97 83 154 41 42 237

Pearson카이제곱 3.547 2.757 14.644

　자유도 2 4 4

p(양측검정) .170 .599 .006

체육 수업 횟수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성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X2=3.547,p>.05).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세 번인 것이 무 다’

를 선택했다.학년 간의 차이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X
2
=2.757,p>.05).모

든 학년에서 ‘세 번인 것이 무 다’를 선택했다.비만도에 따라 집단 간의 유

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으나(X
2
=14.6441,p<.01)모든 집단에서 ‘세

번인 것이 무 다’의 이유를 선택했다.이와 함께,비만집단에서는 다른 집단

에 비해 ‘세 번인 것이 무 많다’는 응답도 상 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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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식 평가

매우

만족한다

체로

만족한다

그

그 다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합계

체육수업

시설

빈도 194 200 107 93 22 616

(%) 31.5 32.5 17.4 15.1 3.6 100

체육수업

용구

빈도 226 208 120 53 9 616

(%) 36.7 33.8 19.5 8.6 1.5 100

샤워

세면 시설

빈도 126 173 171 100 46 616

(%) 20.5 28.1 27.8 16.2 7.5 100

4.체육수업 환경에 한 만족도

가.체육수업 환경에 한 만족도

1)체육 수업 환경 만족도에 하여 빈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24>체육수업 환경 만족도

체육수업 환경 만족도에 한 분석 결과 체 으로 만족도가 높았다.체육

수업시설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31.5%, 체로 만족한다 32.5%,그

그 다 17.4%,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15.1%,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3.6%로

나타났다.체육수업 용구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36.7%, 체로 만족한

다 33.8%,그 그 다 19.5%,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8.6%,매우 만족하지 않

는다 1.5%로 나타났다.샤워 세면시설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20.5%, 체로 만족한다 28.1%,그 그 다 27.8%,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16.2%,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7.5%로 나타났다.



- 55 -

2)성별에 따른 체육수업 환경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25>성별에 따른 체육수업 환경 만족도

종속

변인

집단

구분

집단통계량
Levene의

등분산 검정
t p

N 평균
표

편차
F p

체육수업

시설

남학생 330 2.17 1.21
.82 .365 -2.26 .024

여학생 286 2.38 1.09

체육수업

용구

남학생 330 1.93 1.03
.38 .539 -3.07 .002

여학생 286 2.18 .99

학교 샤워

세면

시설

남학생 330 2.53 1.21
1.21 .272 -2.12 .034

여학생 286 2.73 1.16

체평균
남학생 330 2.21 .86

.13 .715 -3.17 .002
여학생 286 2.43 .87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체육수업 환경의 만족도를 성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분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으며,이에 한 구체 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먼 체육수업시설에 한 만족도의 경우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t=-2.26,p<.05).남학생(M=2.17,SD=1.21)이 여학생(M=2.38,SD=1.09)보다

시설에 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체육수업 용구의 만족도 경우 성별

간의 유의한 차가 있었다(t=-3.07,p<.01).남학생(M=1.93,SD=1.03)이 여학생

(M=2.18,SD=.99)보다 체육수업 용구에 한 만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샤워 세면시설에 한 만족도의 경우에도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

다(t=2.65,p<.01).이 경우에서도 남학생(M=2.53,SD=1.21)이 여학생(M=2.73,

SD=1.16)보다 샤워 세면 시설에 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평균에 한 결과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t=1.87,p<.01),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체육수업 환경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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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에 따른 체육수업 환경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26>학년에 따른 체육수업 환경 만족도

종속변인 집단구분

기술통계 변량분석 사후검증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scheffe

(p<.05)

체육수업

시 시설에

한

만족도

4 194 1.86 1.06

18.97 .000 4<5,6
5 203 2.44 1.19

6 219 2.47 1.12

합계 616 2.27 1.16

체육수업

시 용구에

한

만족도

4 194 1.90 1.00

4.58 .011 4,5<6
5 203 2.02 .97

6 219 2.20 1.05

합계 616 2.04 1.02

학교 샤워

세면

시설

4 194 2.39 1.12

5.93 .003 4<5,6
5 203 2.78 1.22

6 219 2.68 1.19

합계 616 2.62 1.19

체평균

4 194 2.05 .80

13.64 .000 4<5,6
5 203 2.41 .88

6 219 2.45 .88

합계 616 2.31 .87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학년에 따른 체육수업 환경 만족도에 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먼 ,체육 수업 시설에 한 만족도에서 학년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

다(F=18.97, p<.001). 등학교 4학년(M=1.86)이 5학년(M=2.44)과 6학년

(M=2.47)보다 시설에 해 더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냈다.용구에 한 만족도의

경우에서도 학년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4.58,p<.05).4학년(M=1.90)

이 5학년(M=2.02)과 6학년(M=2.20)보다 용구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샤워 세면 시설에 한 만족도의 경우에도 학년간의 차이가 유의하

다(F=5.93,p<.01). 등학교 4학년(M=2.39)이 5학년(M=2.78)과 6학년(M=2.68)

보다 샤워 세면 시설에 더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체 평균에 한 학

년간의 차이는 유의했으며(F=13.64,p<.001),4학년(M=2.05)이 5학년(M=2.41)과

6학년(M=2.45)보다 체육수업 환경에 더 만족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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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 환경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표 Ⅳ-27>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 환경 만족도

종속변인 집단구분

기술통계 변량분석 사후검증

N 평균
표 편

차
F 유의확률

scheffe

(p<.05)

체육수업

시 시설에

한

만족도

정상(A) 403 2.26 1.17

.07 .934 -
과체 (B) 97 2.25 1.13

비만(C) 116 2.30 1.15

합계 616 2.27 1.16

체육수업

시 용구에

한

만족도

정상(A) 403 2.02 1.03

1.36 .257 -
과체 (B) 97 1.98 .95

비만(C) 116 2.18 1.02

합계 616 2.04 1.02

학교 샤워

세면

시설

정상(A) 403 2.59 1.18

.46 .633 -
과체 (B) 97 2.71 1.23

비만(C) 116 2.66 1.21

합계 616 2.62 1.19

체평균

정상(A) 403 2.29 .87

.46 .633 -
과체 (B) 97 2.31 .90

비만(C) 116 2.38 .85

합계 616 2.31 .87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체육 수업 환경 만족도를 비만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육 수업 시설에 한 만족도에서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07,

p>.05).용구에 한 만족도의 경우,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F=1.36,

p>.05).학교 샤워 세면 시설에 한 만족도의 경우에도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F=.46,p>.05). 체 평균에 한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F=.46,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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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육수업 환경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1)시설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28>체육수업 시설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항목

성별 학년 비만도

체
남자 여자 4 5 6 정상 과체 비만

시설(운동장,체육

등)이 없거나

부족하다

3 1 1 2 1 4 0 0 4

운동장이나 체육

이 좁다
3 5 0 5 3 6 0 2 8

운동장이나 체육

의 시설이 낡았다
16 14 1 11 18 21 4 5 30

비가와도 체육 을

쓸 수 없다
10 8 5 7 6 9 3 6 18

비가 오면 교실 말

고 체육수업을 할

곳이 마땅치가 않

다

13 16 6 6 17 20 5 4 29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 먼지를 많이

쓴다

15 10 7 11 7 18 5 2 25

기타 0 1 1 0 0 1 0 0 1

체 60 55 21 42 52 79 17 19 115

Pearson카이제곱 3.956 21.331 9.793

　자유도 6 12 12

p(양측검정) .683 .046 .634

체육 수업 시설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성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X
2
=3.956,p>.05).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운동장이나 체육 의

시설이 낡았다’,‘비가 오면 교실 말고 체육수업을 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 먼지를 많이 쓴다’의 항목을 우선 으로 선택했다.학

년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X
2
=21.331,p<.05).4학년은 ‘비가 오면 교실

말고 체육수업을 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5학년과 6학년은 ‘운동장이나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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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이 낡았다’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비만도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한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X
2
=9.7938,p>.05).정상집단은 ‘운동장이나 체육 의 시설

이 낡았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과체 집단은 ‘비가 오면 교실 말고 체육수업

을 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의 이유를,비만집단은 ‘비가와도 체육 을 쓸 수 없

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2)체육수업 용구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표 Ⅳ-29>체육수업 용구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항목

성별 학년 비만도

체
남자 여자 4 5 6 정상 과체 비만

활동에 필요한 용

구의 수가 부족하

다

15 4 6 4 9 14 2 3 19

용구가 오래돼서

낡았다
11 22 7 7 19 22 4 7 33

있어도 수업시간

에 활용을 하지

않는다

5 6 3 2 6 8 2 1 11

체 31 32 16 13 34 44 8 11 63

Pearson

카이제곱
10.113 .801 1.178

　자유도 2 4 4

p(양측검정) .006 .938 .882

체육 수업 시 용구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검증 결과 성별의 차

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X
2
=10.113,p<.01).남학생은 ‘활동에 필요한 용구의 수

가 부족하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여학생은 ‘용구가 오래돼서 낡았다’를 선택

했다.학년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X
2
=.801,p>.05).모든 학년

에서 ‘용구가 오래돼서 낡았다’에 가장 많이 응답했다.비만도에 따른 집단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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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X
2
=1.178,p>.05).모든 집단에서 ‘용구가 오래돼

서 낡았다’를 선택했다.

3)학교 샤워 세면 시설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30>학교 샤워 세면 시설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항목

성별 학년 비만도

체
남자 여자 4 5 6 정상

과체
비만

샤워(세면) 시설이

없다
21 11 6 10 16 17 9 6 32

샤워(세면)시설이

낡았다
21 36 9 28 20 38 9 10 57

샤워(세면)시설이

부족하다
23 19 10 12 20 27 8 7 42

샤워(세면)시설이

운동장(체육 )과

무 멀리 떨어져

있다

7 7 7 4 3 8 1 5 14

기타 0 1 0 1 0 1 0 0 1

체 72 74 32 55 59 91 27 28 146

Pearson카이제곱 8.428 14.365 6.327

　자유도 4 8 8

p(양측검정) .077 .073 .611

학교 샤워 세면시설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검증 결과,성별의 차

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X
2
=8.428,p>.05).학년 간의 차이 한 유의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X2=14.365,p>.05).모든 학년에서 부분 ‘샤워(세면)시설이

낡았다’,‘샤워(세면)시설이 부족하다’으로 응답했다.비만도에 따른 분류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X
2
=6.327,p>.05).모든 집단에서 ‘샤워

(세면)시설이 낡았다’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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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식 평가

매우

만족한다

체로

만족한다

그

그 다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합계

체육

교사에

한

만족도

빈도 277 169 101 55 14 616

(%) 45.0 27.4 16.4 8.9 2.3 100

수업

방식에

한

만족도

빈도 219 212 120 50 15 616

(%) 35.6 34.4 19.5 8.1 2.4 100

5.체육수업 교사에 한 만족도

가.체육수업 교사에 한 만족도

1)체육 수업 교사 만족도에 하여 빈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31>체육수업 교사 만족도

체육수업 교사 만족도에 해 분석한 결과 체 으로 만족도가 높았다.체육

교사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45%, 체로 만족한다 27.4%,그 그

다 16.4%,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8.9%,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3%로 나타났

다.수업방식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35.6%, 체로 만족한다 34.4%,

그 그 다 19.5%,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8.1%,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2.4%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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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성별에 따른 체육수업 교사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32>성별에 따른 체육수업 교사 만족도

종속

변인

집단

구분

집단통계량
Levene의

등분산 검정
t p

N 평균
표

편차
F p

체육 교사

에 한 만

족도

남학생 330 1.88 1.06

.01 .941 -2.03 .043

여학생 286 2.06 1.10

체육교사의

수업 방식

남학생 330 1.99 1.02

2.20 .139 -2.07 .039

여학생 286 2.17 1.07

체평균

남학생 330 1.94 .96

1.11 .292 -2.21 .027

여학생 286 2.11 1.01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체육수업 교사의 만족도를 성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 반 으로 남

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 만족도가 높았으며,이에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체

육교사의 만족도에 한 경우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03,

p<.05).남학생(M=1.88)이 여학생(M=2.06)보다 교사의 만족도 정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체육교사의 수업방식에 한 만족도 검증결과 성별간의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t=-2.07,p<.05).남학생(M=1.99)이 여학생(M=2.17)보다 수업

방식에 한 만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 평균에 한 검증 결과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t=-2.21,p<.05),구체 으로,남학생(M=1.94)

이 여학생(M=2.11)보다 체육교사에 해 만족이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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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에 따른 체육수업 교사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33>학년에 따른 체육수업 교사 만족도

종속변인 집단구분

기술통계 변량분석 사후검증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scheffe

(p<.05)

체육

교사에

한

만족도

4 194 1.68 .92

14.57 .000 4,5<6
5 203 1.93 1.06

6 219 2.24 1.17

합계 616 1.96 1.08

체육교사

의 수업

방식

4 194 1.72 .84

21.57 .000 4<5<6
5 203 2.10 1.01

6 219 2.37 1.14

합계 616 2.07 1.04

체평균

4 194 1.70 .79

20.81 .000 4<5<6
5 203 2.01 .90

6 219 2.31 1.12

합계 616 2.02 .99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체육 수업 교사에 한 만족도를 학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체육 교사에 한 만족도의 경우 학년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F=14.57,p<.001).4학년(M=1.68)이 5학년(M=1.93)과 6학년(M=2.24)보다 만족

도가 높게 나타났다.체육교사의 수업방식에 해서도 학년간의 차이가 유의하

게 나타났다(F=21.57,p<.001).만족도는 4학년(M=1.72)이 가장 높았고,그 다음

으로 5학년(M=2.10),6학년(M=2.37)순이었다. 체 평균에 한 학년간의 차이

는 유의하 으며(F=20.81,p<.001),체육수업 교사에 한 만족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학년은 4학년(M=1.7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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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 교사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표 Ⅳ-34>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 교사 만족도

종속변인 집단구분

기술통계 변량분석 사후검증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scheffe

(p<.05)

체육

교사에

한

만족도

정상(A) 403 1.95 1.10

.04 .963 -
과체 (B) 97 1.97 1.09

비만(C) 116 1.98 1.05

합계 616 1.96 1.08

체육교사

의 수업

방식

정상(A) 403 2.10 1.08

.87 .419 -
과체 (B) 97 1.95 .99

비만(C) 116 2.08 .94

합계 616 2.07 1.04

체평균

정상(A) 403 2.03 1.00

.21 .813 -

과체 (B) 97 1.96 .98

비만(C) 116 2.03 .93

합계 616 2.02 .99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체육 수업 교사에 한 만족도를 비만도에 따라 차이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체육 교사에 한 만족도의 경우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F=.04,p>.05).체육교사의 수업방식에 한 만족도에서도 집단 간의 차이가 유

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F=.87,p>.05). 체 평균에 한 집단 간의 차이는 유

의하지 않았다(F=.21,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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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육수업 교사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1)체육수업 교사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

다.

＜표 Ⅳ-35>체육 교사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항목

성별 학년 비만도

전체
남자 여자 4 5 6 정상 과체 비만

체벌을 잘 주고 무

서워서
9 10 7 5 7 13 3 3 19

학생의 기분을 잘

이해해 주지 않아

서

6 17 2 4 17 19 3 1 23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5 7 0 4 8 8 3 1 12

수업을 어렵게 가

르쳐서
6 0 1 0 5 5 0 1 6

능력차를 생각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

해서

3 6 1 2 6 3 3 3 9

체 29 40 11 15 43 48 12 9 69

Pearson카이제곱 11.177 13.405 10.027

　자유도 4 8 8

p(양측검정) .025 .099 .263

체육교사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검증한 결과 성별의 차이가 유의하

게 나타났다(X
2
=11.177,p<.05).남학생은 ‘체벌을 잘 주고 무서워서’를 가장 많

이 선택했고,여학생은 ‘학생의 기분을 잘 이해해 주지 않아서’를 선택했다.학

년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X
2
=13.405,p>.05),비만도에 따른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X2=10.027,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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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육수업 교사의 수업 방식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표 Ⅳ-36>체육교사의 수업 방식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

항목

성별 학년 비만도

체
남자 여자 4 5 6 정상

과체
비만

이론수업을 많이 해

서
2 3 0 1 4 3 1 1 5

게임 주의 수업을

자주하지 않아서
9 13 1 10 11 16 5 1 22

운동기능 향상을

주로 수업을 해서
6 6 0 3 9 10 2 0 12

실기 주의 수업을

해서
5 4 0 2 7 8 0 1 9

남자,여자가 함께

어울리는 수업을 해

서

2 6 2 2 4 7 1 0 8

체력향상을 주로

수업을 해서
3 4 1 1 5 4 1 2 7

기타 2 1 2 0 1 3 0 0 3

체 29 37 6 19 41 51 10 5 66

Pearson카이제곱 2.583 22.245 11.179

　자유도 6 12 12

p(양측검정) .859 .035 .514

체육교사의 수업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검증한 결과,성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X
2
=2.583,p>.05).남,여학생 모두 ‘게임 주의 수업

을 자주하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학년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

다(X
2
=22.2455,p<.05).4학년은 ‘남자,여자가 함께 어울리는 수업을 해서’,5학

년과 6학년은 ‘게임 주의 수업을 자주하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비만

집단의 분류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X
2
=11.179,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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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체육수업 효과에 한 만족도

가.체육수업 효과에 한 만족도

1)체육 수업 효과 만족도에 하여 빈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Ⅳ-37>체육수업 효과 만족도

구분

인식 평가

매우

만족한다

체로

만족한다

그

그 다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합계

운동기능

향상

효과

빈도 236 206 141 28 5 616

(%) 38.3 33.4 22.9 4.5 0.8 100

체력

향상

효과

빈도 242 188 148 27 11 616

(%) 39.3 30.5 24.0 4.4 1.8 100

건강증진

효과

빈도 201 222 159 26 8 616

(%) 32.6 36.0 25.8 4.2 1.3 100

정서

도움

효과

빈도 257 177 138 35 9 616

(%) 41.7 28.7 22.4 5.7 1.5 100

사회성

함양

효과

빈도 200 217 157 31 11 616

(%) 32.5 35.2 25.5 5.0 1.8 100

체육수업 효과 만족도에 해 분석한 결과 체 으로 만족도가 높았다.운

동기능 향상 효과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38.3%, 체로 만족한다

33.4%,그 그 다 22.9%,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4.5%,매우 만족하지 않는

다 0.8%로 나타났다.체력향상 효과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39.3%,

체로 만족한다 30.5%,그 그 다 24%,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4.4%,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8%로 나타났다.건강증진 효과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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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2.6%, 체로 만족한다 36%,그 그 다 25.8%, 체로 만족하지 않는

다 4.2%,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3%로 나타났다.정서 도움 효과에 한 만

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41.7%, 체로 만족한다 28.7%,그 그 다 22.4%, 체

로 만족하지 않는다 5.7%,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5%로 나타났다.사회성 함

양 효과에 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 32.5%, 체로 만족한다 35.2%,그

그 다 25.5%, 체로 만족하지 않는다 5%,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1.8%로 나타

났다.

2)성별에 따른 체육수업 효과 만족도에 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표 Ⅳ-38>성별에 따른 체육수업 효과 만족도

종속

변인

집단

구분

집단통계량
Levene의

등분산 검정
t p

N 평균
표

편차
F p

운동기능

향상 효과

남학생 330 1.80 .91
.01 .926 -4.69 .000

여학생 286 2.15 .92

체력 향상

효과

남학생 330 1.85 .97
.09 .766 -3.67 .000

여학생 286 2.14 .98

건강증진

효과

남학생 330 1.94 .88
5.91 .015 -3.34 .001

여학생 286 2.19 .97

정서

도움 효과

남학생 330 1.80 .96
.55 .460 -4.36 .000

여학생 286 2.15 1.02

사회성

함양 효과

남학생 330 1.95 .91
4.02 .045 -3.70 .000

여학생 286 2.24 1.01

체평균
남학생 330 1.87 .76

1.11 .293 -4.75 .000
여학생 286 2.17 .83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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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 효과의 만족도를 성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운동기능 향상 효과의 경우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4.69,p<.001).

남학생(M=1.80)이 여학생(M=2.15)보다 운동기능 향상 효과에 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체력 향상 효과의 경우에도 성별간의 차이가 유의하 다

(t=-3.67,p<.001).남학생(M=1.85)이 여학생(M=2.14)보다 체력 향상효과에 한

만족이 높았다.건강 증진 효과의 경우에도 성별간의 차이가 유의하 다

(t=-3.34,p<.01).남학생(M=1.94)이 여학생(M=2.19)보다 건강 증진 효과에 한

만족이 높았다.정서 도움 효과의 경우에도 성별간의 차이가 유의하 다

(t=-3.34,p<.01).남학생이(M=1.80)여학생(M=2.15)보다 정서 도움에 한 효

과에 보다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회성 함양 효과의 경우에도 성별

간의 차이가 유의하 다(t=-3.70,p<.001).남학생(M=1.95)이 여학생(M=2.24)보

다 사회성 함양에 한 효과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평균에 한

검증 결과 성별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 고(t=-4.75,p<.001),남학생(M=1.87)이

여학생(M=2.17)보다 체육수업의 효과에 한 만족이 더 높았다.

3)학년에 따른 체육수업 효과 만족도에 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표 Ⅳ-39>학년에 따른 체육수업 효과 만족도

종속변인 집단구분

기술통계 변량분석 사후검증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scheffe

(p<.05)

운동기능

향상 효과

만족도

4 194 1.72 .91

10.77 .000 4<5,6
5 203 2.13 1.00

6 219 2.02 .84

합계 616 1.96 .93

체력 향상

효과

만족도

4 194 1.74 .92

11.23 .000 4<5,6
5 203 2.20 1.09

6 219 2.01 .88

합계 616 1.99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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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9>계속

건강증진

효과

만족도

4 194 1.89 .94

8.55 .000 4,6<5
5 203 2.26 .96

6 219 2.01 .86

합계 616 2.06 .93

정서

도움 효과

만족도

4 194 1.78 1.00

5.13 .006 4<5,6
5 203 2.08 1.05

6 219 2.02 .94

합계 616 1.96 1.00

사회성

함양 효과

만족도

4 194 1.95 .93

3.08 .047 4,6<5
5 203 2.19 1.07

6 219 2.10 .89

합계 616 2.08 .97

체평균

4 194 1.82 .80

10.20 .000 4<5,6
5 203 2.17 .84

6 219 2.03 .74

합계 616 2.01 .80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체육 수업 효과에 한 만족도를 학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운동 기능 향상 효과의 만족도의 경우 학년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

다(F=10.77,p<.001). 등학교 4학년의 만족도(M=1.72)가 5학년(M=2.13)과 6학

년(M=2.0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체력 향상 효과에 해서도 학년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1.23,p<.001). 등학교 4학년의 만족도(M=1.74)가 5학년

(M=2.20)과 6학년(M=2.01)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건강 증진 효과의 경우에도

학년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8.55,p<.001).4학년(M=1.89)이 5학년

(M=2.26)과 6학년(M=2.01)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정서 도움의 만족도

항목 한 학년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5.13,p<.01). 등학교 4학년

의 만족도(M=1.78)가 5학년(M=2.08)과 6학년(M=2.02)학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

다.사회성 함양 효과에 한 만족도의 경우에도 학년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

타났다(F=3.08,p<.05).4학년(M=1.95)이 5학년(M=2.19)과 6학년(M=2.10)보다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체 평균을 비교했을 경우,학년간의 차이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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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났다(F=10.20,p<.001). 등학교 4학년의 만족도(M=1.82)가 5학년

(M=2.17)과 6학년(M=2.03)과 비교했을 때,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체 으로

4학년이 5,6학년 보다 체육수업 효과에 해 만족이 더 높았다.

4)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 효과 만족도에 하여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표 Ⅳ-40>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 효과 만족도

종속변인 집단구분

기술통계 변량분석 사후검증

N 평균 표 편차 F 유의확률
scheffe

(p<.05)

운동기능

향상 효과

만족도

정상(A) 403 1.88 .89

7.61 .001 A,B<C

과체 (B) 97 1.94 .97

비만(C) 116 2.26 .99

합계 616 1.96 .93

체력 향상

효과

만족도

정상(A) 403 1.86 .90

16.19 .000 A,B<C

과체 (B) 97 1.97 .95

비만(C) 116 2.44 1.15

합계 616 1.99 .99

건강증진

효과

만족도

정상(A) 403 1.98 .89

8.02 .000 A,B<C

과체 (B) 97 2.02 .89

비만(C) 116 2.36 1.04

합계 616 2.06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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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0>계속

정서

도움 효과

만족도

정상(A) 403 1.89 .97

3.79 .023 n.s.
과체 (B) 97 2.04 1.02

비만(C) 116 2.16 1.07

합계 616 1.96 1.00

사회성

함양 효과

만족도

정상(A) 403 2.01 .95

3.68 .026 n.s.
과체 (B) 97 2.13 .93

비만(C) 116 2.28 1.05

합계 616 2.08 .97

체평균

정상(A) 403 1.92 .77

10.20 .000 A,B<C
과체 (B) 97 2.02 .78

비만(C) 116 2.30 .87

합계 616 2.01 .80

※ 5 likert척도이며,1 에 가까울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체육 수업 효과에 한 만족도를 비만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먼 ,운동 기능 향상 효과의 만족도의 경우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

게 나타났다(F=7.61,p<.01).정상(M=1.88)과 과체 (M=1.94)집단이 비만집단

(M=2.26)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체력 향상 효과에 해서도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6.19,p<.001).정상(M=1.86)과 과체 (M=1.97)집

단의 만족도가 비만집단(M=2.44)보다 높게 나타났다.건강 증진 효과의 경우에

도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8.02,p<.001).정상(M=1.98)집단과

과체 (M=2.02)집단이 비만집단(M=2.36)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정서

도움 효과의 만족도 항목(F=3.79,p<.05)과 사회성 함양 효과의 만족도 항목

(F=3.68,p<.0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일원 변량 분석 후 사후 검

증을 통해 엄격한 기 으로 실시하 을 때는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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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논 의

본 연구에서는 등학교 4,5,6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체육수업에 한 인

식도 태도와 체육수업 내용,운 ,환경,교사,효과에 한 만족도 실태를

성별,학년,비만도에 따라 심층 으로 분석하고자 하 다.분석해서 도출된 결

과를 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체육수업에 한 인식 태도

체육수업에 한 반 인 인식은 체 으로 정 이었다.이러한 결과는

등학생들이 체육수업의 요도에 해 체 으로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

며,타 교과가 갖지 못한 신체 활동 인 측면에서 등학생들이 성별,학년,비

만도 등을 떠나 체육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성별에 따른 인식도

의 차이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체육수업의 요도,참여도,선호도 모두

인식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에 따른 체육수업의 요도와 참여도

에서는 학년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노동 (2005)의

‘등학생의 체육수업 요인에 따른 만족도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체

육수업에 한 요도와 선호도가 유의한 차이가 있게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

과와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하지만 선호도에 있어서는 학년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5학년이 4,6학년에 비해 선호도가 낮았다.반면 4학년이

체육수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김지수(2007)의 ‘등학생들의

체육수업에 한 인식과 선호도 분석’연구에서 나타난 5학년이 6학년에 비해

체육수업에 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줘 학년이

낮을수록 체육수업에 한 선호도가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비만도에 따라서는

체육수업의 요도와 참여도에 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선호도에서는 비만

집단이 체육수업에 한 선호가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이는 김 곤(2005)

의 등학교 비만 아동의 내 동기 행동특성에 한 연구에서 밝히듯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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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나타나는 정상체 아동과 비만아동의 태도의 차이에서 정상체 아동

이 비만아동에 비해 정 인 인식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체육수업을 선호하는 이유에 해 성별,학년,비만도에 따른 집단에서 모두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를 가장 많이 선택하 다.이는 신재 (2008)의

‘등학교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체육수업 만족도 조사’연구 결과에서 남,

여 모두 체육 수업 게임 활동을 가장 선호하며 김지수(2007)의 연구 결과에

서 나타난 체육교과 수업 내용 게임 활동 역에 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

다는 내용과 그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한 임문택(2011)의 등학교 비만아동

의 체육수업에 한 인식에서도 비만아동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 역은 게임

활동이란 연구결과가 나타났다.체육수업을 선호하지 않는 학생들은 그 이유에

해 남학생은 ‘체력이 약해서’,여학생은 ‘땀 흘리는 게 싫어서’라는 응답이 각

각 가장 높았다.학년 간에서도 4학년이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는 ‘땀 흘리는

게 싫어서’,‘친구들에게 놀림 받을까 ’으며,5학년의 경우 ‘소질과 취미가

없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6학년은 ‘땀 흘리는 게 싫어서’의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비만집단의 분류에 있어서 정상인 경우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

서’,‘땀 흘리는 게 싫어서’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과체 집단은 ‘땀 흘리는 게

싫어서’,비만집단은 ‘체력이 약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이는 체육수업이 주

로 실외에서 이루어지며 신체 활동 이고,실기 주의 측면만을 고려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한 불만의 표시라 생각되며 다양한 수업 장소와 수업 지도

방식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체육수업 내용에 한 만족도

체육수업 내용에 따른 반 인 만족도 조사 결과 건강 활동 역(체력증진

활동),건강 활동 역(보건활동),도 활동 역,경쟁 활동 역에서 체 으

로 만족도가 높았으며,표 활동 역과 여가활동 역에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

았다.이는 김지수(2007)의 체육교과 수업 내용 선호도에서 게임 활동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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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표 활동 수업에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연구

결과와 비슷했다.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건강활동(보건과 안 ) 역

과 표 활동 역을 제외하고 반 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만족하고 있

었다.이는 김지수(2007)의 성별 간 체육교과 수업 내용 선호도에서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보다 게임,체력활동을 더 선호하며 여학생의 경우,남학생보다 체

조,표 활동을 더 선호한다는 연구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풀이된다.

학년에 따른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에 있어서 학년 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

을 때,경쟁활동 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특히

4학년의 만족도(M=2.22)가 5학년(M=2.42),6학년(M=2.33)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체 으로 보았을 때 5학년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노동 (2005)의 ‘체육

교과 내용에 따른 수업 만족도’연구 결과에서는 5학년이 6학년에 비해 만족도

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체육교과 내용에 더 만족할 수 있다

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으나,5학년과 6학년의 만족도 비교에서는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비만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비만

집단의 건강 활동 역(체력증진활동),건강 활동 역(보건과 안 ),도 활동,

경쟁활동,표 활동 역에서 만족이 다른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체육수업 내용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해 살펴보면 특히 표 활동 역

에서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해 성별 간,학년 간,비만도별 모두 ‘체조나 무용

을 싫어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이는 표 활동인 경우 부분 춤이나 무용

수업 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며 등학생들이 흥미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게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수

업을 진행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 여가 활동 역에서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해 남학생과 여학생,비만도에 따른 집단에서 모두 ‘부분 수업을 제

로 하지 않고 넘어가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학년 간에 해서도 4학년과

5학년은 ‘부분 수업을 제 로 하지 않고 넘어가서’를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6

학년은 ‘실 으로 체육시간에 할 수 없어서’의 이유를 들었다.이는 체육교과

내용 역 여가활동 역이 갖는 가정 큰 문제 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여

가 활동인 경우 실 으로 학교 장에서는 할 수 없는 스키, ,캠핑,인

라인 스 이트 등에 한 수업은 향후 개정 교육과정 수립 시 반드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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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체육수업 운 에 한 만족도

체육수업 운 에 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반 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

않았다.체육수업의 운 만족도를 성별에 따라 차이를 검증한 결과,체육 수업

횟수를 제외하고는 체 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체육 수업 횟수에 한

만족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업 횟수에 해 더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김지수(2007)의 연구에서 주당 3시간의 체육수업 시간의 성

을 물어 본 항목에 해 여학생은 만족하고 있는 반면 남학생은 부족하다고 느

끼는 결과와 비슷했다.학년별에 따른 만족도에서 남,여 혼성 활동에 한 만

족도는 5학년 학생들의 혼성활동에 한 만족이 다른 학년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 (2005)의 연구에서 5학년이 6학년보다 남녀 함께 수업하는 방식에

한 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결과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체육 수업시간

수업 횟수에 한 만족도는 5학년 학생들이 반 으로 다른 학년에 비해

만족 수 이 낮았다.비만도에 따른 만족도에서 일반집단과 비만 집단 간의 만

족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체육수업 운 에 한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남

자와 여자가 실력차이가 나서’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학년 간에 해서도 4학

년은 ‘남자와 여자가 실력차이가 나서’,5학년과 6학년은 ‘이성 친구(남자,여자)

앞에서 활동 하는 게 창피해서’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비만집단의 분류에서 정

상집단과 과체 집단은 ‘남자와 여자가 실력차이가 나서’의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으며,비만집단은 ‘이성친구(남자,여자)앞에서 활동하는 게 창피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체육 수업 시간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해 성별 간,학년 간,

비만도별 집단 간 모두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무 짧다’를 가장 많이 응답

했다.체육 수업 횟수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해서도 성별 간,학년 간,비만

도별 집단간 모두 ‘세 번인 것이 무 다’를 선택했다.하지만 여기서 여겨

볼 결과는,비만집단에서는 다른 집단에 비해 ‘체육수업이 일주일에 세 번인 것

이 무 많다’는 응답도 상 으로 많았다.

체육수업 운 에 한 만족도 조사 결과 반 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

않는 이유로는 남,여 실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수업,개인 능력 차이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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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지 않는 수업,남,여 혼성 수업에 한 거부감 등으로 풀이된다.특히 신체

,정신 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고학년의 여학생인 경우 남학생들과는 다르게

신체 외모에 한 심과 여학생의 비활동 성향 등을 고려하지 못한 수업

을 진행한 결과 체육수업 운 에 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극

복하기 해 체육수업 교사는 수 별 체육수업 성별에 따른 남,여 분리 체

육 수업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한 학생들은 체육수업

시간에 해서도 40분의 체육수업이 짧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았다.40분의 체

육수업 실제로 체육수업에 할애하는 시간은 이보다 더 을 것이다. 비과

정,시범,설명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실제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부족할 것

이다.따라서 체육수업 시간을 1-2교시 통합으로 운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체육수업 환경에 한 만족도

체육수업 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체 으로 만족도가 높았다.이는 임재

(2007)의 연구에서 학교체육 시설에 한 만족도에서 상당히 그런 편이다 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풀이된다.체육수업 시설 용구에

한 만족도의 경우,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노동 (2005)의 연구에서는 학교체육 시설에 한 만족도 와 학교체육 용구

에 한 만족도 에서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를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상반된 모습을 보 다.학년별에 따른 만족도에서 체육수업 시설,용구,

샤워(세면)시설에 한 만족도의 경우 4학년이 5,6학년 보다 더 만족하고 있

음으로 나타났다.노동 (2005)과 임재 (2007)의 연구에서도 6학년이 다른 학년

보다 만족이 낮게 나타났으며 4학년이 5,6학년에 비해 만족이 높게 나타난 것

으로 보아 학년이 낮을수록 체육 시설 용구에 더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체육 수업 시설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운

동장이나 체육 의 시설이 낡았다’를,학년 간에 해서도 4학년은 ‘비가 오면

교실 말고 체육수업을 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5학년과 6학년은 ‘운동장이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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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의 시설이 낡았다’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비만집단의 분류에서 정상집단은

‘운동장이나 체육 의 시설이 낡았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과체 집단은 ‘비

가 오면 교실 말고 체육수업을 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의 이유를,비만집단은

‘비가와도 체육 을 쓸 수 없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체육 수업 시 용구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해 남학생은 ‘활동에 필요

한 용구의 수가 부족하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여학생은 ‘용구가 오래돼서 낡

았다’를 선택했다.학년 간에 해서도 모든 학년에서 ‘용구가 오래돼서 낡았다’

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비만집단의 분류에서 모든 집단에서 ‘용구가 오래돼서

낡았다’를 선택했다.

학교 샤워 세면시설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해 남학생은 ‘샤워(세면)시

설이 부족하다’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여학생은 ‘샤워(세면)시설이 낡았다’를 선

택했다.학년 간에 해서도 모든 학년에서 부분 ‘샤워(세면)시설이 낡았다’,

‘샤워(세면)시설이 부족하다’으로 응답했다.비만집단의 분류에서 모든 집단에서

‘샤워(세면)시설이 낡았다’를 선택했다.체육수업 환경에 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그 이유가 체육 운동장 시설의 낡음,세면 샤워 시설의 부

족,체육수업 시 필요한 용구의 수 부족,용구의 낡음 등에 있었다.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체육 수업 환경에 해 행,재정 지원을 지속 으로 해야 할 필요

성을 느낀다.

5.체육수업 교사에 한 만족도

체육수업 교사 만족도 조사 결과 체 으로 만족도가 높았다.아는 임재

(2007)의 등학생의 체육수업에 한 만족도와 선호도에 한 연구 에서 체

육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에 한 만족도가 정 이었다는 결과와 그 맥을 같

이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체육교사의 만족도

에 한 경우,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교사에 한 만족도 정도가 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체육교사의 수업방식의 경우에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이 보

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학년별에 따른 만족도에서 체육 교사에 한



- 79 -

만족도의 경우 6학년이 체육교사에 해 다른 학년보다 만족함이 낮게 나타났

다.체육교사의 수업방식에 해서도 만족도는 4학년이 가장 높았고,그 다음으

로 5학년,6학년 순이었다.이는 이강진(2006)의 학교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한 만족도 연구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체육교사에 해 더 만족하고 있

다는 것과 임재 (2007)의 연구에서 4학년과 5학년의 교사에 한 만족도가 6학

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학년이 낮을수록,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체육교사에 해 더 만족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체육교과가

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그 목 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인격 으로도

학생들과 포를 형성해 체육수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체육교사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해 성별 간,학년 간,비만도별 집

단의 경우 체 으로 ‘학생의 기분을 잘 이해해 주지 않아서’를 선택했다.이는

김지수(2007)의 체육교사 요구도에서 학생들을 잘 이해하는 체육교사에 한 요

구도가 높게 나온 연구결과와 그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체육교사의 수업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해서도 성별 간,학년 간,비만도별 집단의 경

우 체 으로 ‘게임 주의 수업을 자주하지 않아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이

는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등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선호하는 이유 에 가장

많았던 것이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란 결과와 김지수(2007),신재

(2008),임문택(2011)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등학생들이 가장 만족하는 체육

교과 역은 게임 역이라는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볼 수 있겠다.

6.체육수업 효과에 한 만족도

체육수업 효과 만족도 조사 결과 체 으로 만족도가 높았다.이는 노동

(2005)의 연구와 임재 (2007)의 연구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줘 등학생들

이 체육수업에 효과에 해 체 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성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운동기능 향상 효과의 경우,체력 향상 효과의 경우,

건강 증진 효과의 경우,정서 도움 효과의 경우,사회성 함양 효과의 경우,모

두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만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특히 운동기능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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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경우 고거진(2003)의 학생들의 체육수업에 한 만족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만족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인다는 사실은 본 연구자의 결과와도

의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학년별에 따른 만족도에서 운동 기능 향상 효과 만족도의 경우 4학년이 운동

기능 향상 효과 해 다른 학년보다 효과에 해 더 만족한다는 것으로 나타났

다.체력 향상 효과에 해서도 4학년이 체력 향상에 해 다른 학년보다 효과

에 해 더 만족해했다.건강 증진 효과의 경우,5학년이 건강증진 효과에 해

다른 학년보다 효과에 해 만족하는 정도가 다고 나타났다.정서 도움의

효과의 경우 4학년이 정서 도움이라는 효과에 해 다른 학년보다 더 만족하

고 있었다.사회성 함양 효과에 한 만족도의 경우,5학년은 다른 학년보다 만

족을 덜 느끼고 있었다.즉 체 으로 4학년이 5,6학년 보다 체육수업 효과에

해 만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노동 (2005)의 5학년이 6학

년보다 운동능력의 향상 효과에 해 더 만족하고 있다는 보고에 비추어 볼 때

학년이 낮을수록 효과에 더 만족감을 보인다고 유추해 볼 수는 있으나 정확히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비만도에 따른 만족도에서 정서 도움의 만족도,사회성 함양 효과의 만족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운동 기능 향상 효과의 만족도,체력 향상 효과의 만족

도,건강 증진 효과의 만족도의 경우 비만집단의 다른 집단보다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이는 박 호(2011)의 비만아동과 일반아동의 체육수업 기피요인 연

구에서 비만아동과 일반아동의 체육수업 기피요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만아

동이 일반 아동에 비해 교우 계,운동기능,수업환경,흥미부재에 한 기피 요

인이 높게 나온 연구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비만을 가진 학생

들을 한 체육수업 내용 지도 방법 개발에 한 체육교사의 노력이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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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제언

1.결론

본 연구는 등학생의 체육수업에 한 인식․태도 만족도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체육수업에 한 인식 태도 에서 등학생들의 반응은 체로

정 이었다.성별 간 체육수업의 요도,참여도,선호도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년 간 체육수업의 선호도에서는 4학년

과 6학년이 5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

의 선호도에 있어서는 정상,과체 집단이 비만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체육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에 해서는,성별과 학년,비만도에 상

없이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를,선호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부분 ‘땀

흘리는게 싫어서’,‘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를 이유로 많이 들었고 비만집단에

서는 특히 ‘체력이 약해서’의 이유를 들었다.

둘째, 체육수업 내용에 한 만족도 에서 등학생들은 건강활동 역(체력

증진활동),건강활동 역(보건활동),도 활동 역,경쟁활동 역에서 체

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표 활동 역과 여가활동 역에서는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성별 간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에서,건강활동(보건과 안 )과 표 활동

역을 제외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년 간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에 있어서는 경쟁활동 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에서 4

학년이 5,6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만도에 따른 체육수업

내용 만족도에 있어서는 여가활동 역을 제외한 나머지 역에서 정상,과체

집단이 비만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체육수업 내용 건강

활동 역에서 체력증진 활동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해서는 부분 ‘체력이

약하고 힘들어서’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보건과 안 활동에서도 모든 집단이



- 82 -

‘이론 심 수업이라 지루해서’의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도 활동 역에

서는 ‘련활동의 운동기능이 부족해서’를 공통 으로 지목했다.경쟁활동 역

에서는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비난을 받을까 ’를 표 활동 역에서는 ‘체조나

무용을 싫어해서’를 여가활동 역에서는 ‘부분 수업을 제 로 하지 않고 넘

어가서’의 이유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셋째, 체육수업 운 에 한 만족도 에서 등학생들은 반 으로 높은 만

족도를 보이지 않았다.성별 간 체육수업의 운 만족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체육수업 횟수에 해 유의하게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학년

간 체육수업의 운 만족도에서는 4학년과 6학년이 5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체육수업 운 남,여 혼성 활동에 해 만족 하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가 실력 차이가 나서’를 체육 수업시간과 횟수에

있어서는 모든 학생들이 40분 수업 시간과 주당 3회 수업 횟수가 다고 느끼

고 있었다.

넷째, 체육수업 환경에 한 만족도 에서 등학생들은 체육수업 환경에

해 체 으로 만족하고 있었다.성별 간 체육수업 환경 만족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년 간 체육수업 환경 만족도에서

는 4학년이 5,6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체육수업 환경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해서는 집단 모두 운동장이나 체육 샤워(세면)

시설과 용구가 낡았다는 것을 지 했다.

다섯째, 체육수업 교사에 한 만족도 에서 등학생들은 체육교사에 해

체 으로 만족하고 있었다.성별 간 체육수업 교사에 한 만족도에서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년 간 체육수업 교사에 한

만족도에서는 4학년과 5학년이 6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체육

수업 교사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로는 ‘학생의 기분을 잘 이해해 주지 않아

서’를 체육수업 방식에 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서는 ‘게임 주의 수업을 자

주하지 않아서’의 이유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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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체육수업 효과에 한 만족도에서 등학생들은 수업 효과에 해

체 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성별 간 체육수업 효과 만족도에서 남학

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학년 간 체육수업 효과 만족

도에서는 4학년이 5,6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비만도에 따른

수업 효과 만족도에서는 정서 도움 효과,사회성 함양 효과를 제외한 다른 항

목에서 정상,과체 집단이 비만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제언

이상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에서는 등학생의 체육수업에 한 인식․태도 만족도 실태

를 알아보고자 하 으나 조사 상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역으로 한정되

었으며 설문지에 사용된 설문 내용이 모든 등학생들의 체육수업에 한 인

식․태도 만족도를 구분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따라서 향후 다양한 지역의

등학생들을 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국 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효과 인 체육수업을 해 체육수업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에 한 요인

을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분석할 필요성이 있고 체계 인 연구가 지속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체육수업 인식도의 조사 연구에서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와, 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체육수업에 참여하는 이유

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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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onPerception,Attitude,andSatisfaction

onPhysicalEducationforElementarySchool

Students

Song,Hyeon

MajorinElementaryPhysical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

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ChoiTaehee

This study is on the purpose ofresearching the actualcondition of

perception, attitude, and the contents of Physical Education(P.E),

managementandenvironmentofP.Eclass,P.Eteacher,andeffectivenessof

P.E classforelementary schoolstudents.Thesubjectsofresearch were

totalnumberof631studentswhogototheelementaryschoollocatedin

JejusiinJejuspecialself-Governingprovince.Theresultsofthestudyare

asfollowed.

Firstly,mostofth elementary schoolstudentsresponded positively to

'perceptionandattitudetowardP.E.Concerningtheimportance,participation,

andpreferenceonP.E amonggender,boystudentsshowedmore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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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sthangirlstudents.WhenitcomestothepreferenceofP.E,grade

4showedmorepositiveresponsethan grade5and6.Also,normaland

overweightstudentsshowedhigherpreferenceforP.E classcomparedto

obesestudents.Regardlessofgender,grades,andobesity,moststudents

remarkedthereasonsofpreferenceforP.Ewere'variousactivities',andthe

reasons ofnonpreference were 'dislike forsweating','lack ofphysical

talents',and'lackofphysicalstrength',especiallyforobesestudents.

Second,inaresearchof'satisfactiononthecontentsofP.Eclass',areas

ofanactivityforimprovementofphysicalstrength,ahealthcareactivity,a

challenging activity,and a competitive activity were considered more

satisfactory compared to an areaofa expressing activity and aleisure

activity.Exceptforahealthcareandsafetyactivity,moreboysthangirls

showedsignificantlyhighsatisfactionofthecontentsofP.Eclass.Regarding

thedegreesofsatisfactiononthecontentsofP.Eclassamonggrades,there

appearedmeaningfuldifferencesinmostareasexceptforareaofcompetitive

activity,andespeciallygrade4showedmoresatisfactionthangrade5or6.

WhenitcomestosatisfactiononthecontentsofP.Eclassalongthedegree

of obesity,normaland overweight students showed significantly high

satisfactionofthecontentsofP.E apartfrom anareaofleisureactivity

comparedtoobesestudents.Mostofthestudentssaidthereasonwhythey

werenotsatisfiedwiththeactivityofimprovementofphysicalstrengthwas

dueto'weaknessofphysicalstrength',andtheyalsoansweredthatthey

feltboredwithatheoraticalclassinhealthcareandsafetyactivity.Also,

'teasingandblame'inanareaofcompetitiveactivity,'dislikeofgymnastic

ordancing'inanareaofexpressingactivity,and'notconductingclasses'

inanareaofleisureactivityweremostlychosen.

Third,in'thesatisfactionoftheP.Eclassmanagement',mostelementary

studentsdidn'tshow highlevelofsatisfaction.Inthesatisfactionofthe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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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managementdependingongender,girlsweremoresatisfiedwiththe

numberoftimesofP.Eclassthanboys.Relatingtothesatisfactionofthe

P.Eclassmanagementamonggrades,fourthandsixthgradersseemedtobe

moresatisfiedwithcoedactivitiesthangradefifth.Thereasonwhythey

were notsatisfied with coed activities was because ofthe ability gap

between boys and girls.Moreover,almostevery studentfeltthatthey

wantedtohaveP.E classmoreoftenandlongerthannow,threetimesa

week,40minutesperclass.

Fourth,in'aresearchofhow muchstudentsaresatisfiedwiththeirP,E

class',mostsubjectsansweredpositively.Boy studentsweremuchmore

contentwiththeP.Eclassenvironmentthangirlstudents.Aboutthedegree

ofhow muchthestudentswerecontentwiththeP,Eenvironment,grade4

wasmorehighlypleasedwithitthangrade5and6.Everysubjectsaidthe

reasonswhytherewerestudentswhoweren'thappyabouttheP.E class

environmentwerebecausetheplayground,gyms,sinksandshowers,and

someofthetoolswereoldandnotingoodcondition.

Fifth,thestudentssaidtheywereprettysatisfiedwiththeirschoolP.E

teachers.Ingender,theboysshowedhighersatisfactiontowardtheirP.E

teacherthanthegirls.Whenitcomestograde,grade4and5weremore

contentthangrade6withtheirP.Eteacher.Thereasonofdislikeoftheir

P.E teacherwasstudentsthoughttheP.E teacherwasnotsoconsiderate

aboutthestudents'sfeelings.Themostlychosenreasonfordiscontentwith

theteachingmethodofP.Ewasbecausetheydidnotplaygamesasoften

astheywanted.

Lastly,in the view of'the effectiveness ofP.E class',mostofthe

studentsshowedhighsatisfaction.Ingender,moreboysfeltthattheP.E

classwaseffectivetothem thangirls.Ingrade,grade4wasmore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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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itthan grade5or6.Regarding totheeffectivenessofP.E class

accordingtothedegreesofobesity,normalandoverweightstudentsthan

theobesestudentsshowedmorepositiveresponsetoallitemsexceptfor

thetwoitemsofthesocialandemotionaleffectsofP.Eclass.

main terms :the students' attitude toward P.E class,the degree of

satisfactionofthestudentswithP.Eclasscontentandmanangement,ofP.E

classenvironmentandteachersandtheeffectofP.E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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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등학생의 체육수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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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 2. 학년 3. 비만도 자기 평가

1) 남자

2) 여자  

1) 초4

2) 초5  

3) 초6

       1) 정상

       2) 과체중

       3) 경도비만

       4) 고도비만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학생 여러분이 평소 체육수업 중에 느끼고 생각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학교 성적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학생 여러분이 응답해준 내용은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뿐, 비밀

이 보장되므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의 의견이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심껏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체육교육 전공  송현

[부록 1]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만족  조사

<4학년용>

I.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세요.

II. 다음은 체육수업 인식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체육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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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체육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약간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별로 그렇지 않다.         ⓹ 전혀 그렇지 않다. 

2. 본인은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약간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별로 그렇지 않다.         ⓹ 전혀 그렇지 않다.

3. 본인은 체육수업을 어느 정도 좋아하십니까?

  ⓵ 매우 좋아한다.(3-1로 가시오)     ⓶ 약간 좋아한다.(3-1로 가시오)    ⓷ 그저 그렇다.  

  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3-2로 가시오)    ⓹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3-2로 가시오) 

3-1.  (⓵, ⓶번 선택한 학생) 체육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택하세요)

  ⓵ 체력을 키울 수 있어서           ⓶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

  ⓷ 살을 뺄 수 있어서               ⓸ 친구관계에 도움이 되어서

  ⓹ 수업 내용이 재미있어서          ⓺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 

  ⓻ 나의 운동 실력을 친구들에게 보여 줄 수 있어서  

           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서

  ⓽ 기타                                

3-2.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택하세요)

  ⓵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              ⓶ 체력이 약해서

  ⓷ 다른 과목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⓸ 운동장에서 먼지 쓰는 게 싫어서

  ⓹ 땀 흘리는 게 싫어서                 ⓺ 체육시설이나 기구가 부족해서 

  ⓻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⓼ 체육수업 내용이 재미없어서

  ⓽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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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체육수업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체육수업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세요.

<체육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

※ 다음의 체육수업 영역 중 각 영역에 대해 본인이 만족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체육교과 건강활동 영역의 체력증진(체력 증진 운동)의 활동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4-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4-1로 가시오)

4-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 (1가지만 택하세요)

  ⓵ 시설이나 기구가 부족해서      ⓶ 체력이 약해서

  ⓷ 수업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⓸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⓹ 땀 흘리는 게 싫어서           ⓺ 기타                                

5. 본인은 체육교과 건강활동 영역의 보건과 안전(건강생활과 학교 안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5-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5-1로 가시오)

5-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 (1가지만 택하세요)

  ⓵ 이론 중심 수업이라 지루해서       

           ⓶ 교실에서 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싫어서

  ⓷ 수업 내용(보건수업)이 어려워서     ⓸ 신체검사가 부담이 되어서

  ⓹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    ⓺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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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은 체육교과 도전활동 영역의 표적/투기 도전(표적 맞히기 활동, 태권도, 씨

름 등)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6-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6-1로 가시오)

6-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관련활동의 운동기능이 부족해서     ⓶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⓷ 활동을 못하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⓸ 시설(경기장)이나 용구가 부족해서

  ⓹ 활동시간이 짧아서                  ⓺ 기타                      

7. 본인은 체육교과 경쟁활동 영역의 영역형 경쟁(축구형 게임, 농구형 게임, 하키형 

게임, 럭비형 게임 등)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7-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7-1로 가시오)

7-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 (1가지만 택하세요)

  ⓵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               ⓶ 운동장에서 먼지 쓰는 게 싫어서

  ⓷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비난을 받을까봐  ⓸ 활동하다 다치는 게 걱정되어서

           ⓹ 시설(경기장, 체육관 등)이나 용구(공, 라켓, 기구 등)가 부족해서      

  ⓺ 남자(여자)와 함께 하면 실력차이가 나서

  ⓻ 기타                                

8. 본인은 체육교과 표현활동 영역의 리듬표현(즉흥표현, 리듬체조, 음악줄넘기 등)

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8-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8-1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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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춤이나 무용 등을 싫어해서          ⓶ 관련활동의 운동기능이 부족해서

  ⓷ 체육시설이나 기구가 부족해서       ⓸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⓹ 이성친구(남자, 여자)와 함께 활동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⓺ 기타                                

 

9. 본인은 체육교과 여가활동 영역의 여가생활(투호,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의 활동

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9-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9-1로 가시오)

9-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1가지만 택하세요)

  ⓵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       ⓶ 대부분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서

  ⓷ 학교에 시설이나 용구가 없어서

           ⓸ 활동을 못하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⓹ 수업내용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⓺ 기타                      

 

<체육수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

10. 본인은 체육수업 시 남, 여가 함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

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0-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0-1로 가시오)

       10-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남자와 여자가 실력 차이가 나서 

           ⓶ 이성친구(남자, 여자) 앞에서 활동하는게 창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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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⓷ 선생님이 주로 남자(여자) 친구들을 지도해서 우리가 지도 받을 시간이 부족

해서 

  ⓸ 기타                                

11. 본인은 체육수업시간(40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1-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1-1로 가시오)

11-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⓶ 수업 시간이 너무 길다

  ⓷ 기타                                

12. 본인은 체육 수업 횟수가 일주일에 세 번인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

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2-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2-1로 가시오)

12-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세 번인 것이 너무 적다                    ⓶ 세 번인 것이 너무 많다

           ⓷ 기타                               

<체육수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

13. 본인은 학교 체육수업 시 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

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3-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3-1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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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이 없거나 부족하다  ⓶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좁다.

  ⓷ 운동장이나 체육관의 시설이 낡았다.     

           ⓸ 비가 와도 체육관을 맘대로 쓸 수 없다 

  ⓹ 비가 오면 교실 말고 체육수업을 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     

           ⓺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 먼지를 많이 쓴다

           ⓻ 기타                                 

    

14. 본인은 학교 체육수업 시 용구(공, 라켓, 매트, 뜀틀, 후프, 줄넘기 등)에 대해 어

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4-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4-1로 가시오)

      14-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택하세요)

  ⓵ 활동에 필요한 용구의 수가 부족하다        ⓶ 용구가 오래돼서 낡았다

           ⓷ 있어도 수업시간에 활용을 하지 않는다

  ⓸ 기타                                

  

15. 본인은 학교 샤워 및 세면 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5-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5-1로 가시오)

15-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샤워(세면) 시설이 없다    ⓶ 샤워(세면) 시설이 있지만 사용을 못하게 한다

  ⓷ 샤워(세면) 시설이 낡았다  ⓸ 샤워(세면) 시설이 부족하다

  ⓹ 샤워(세면) 시설이 운동장(체육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⓺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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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 교사에 대한 만족도>

16. 본인은 체육선생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6-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6-1로 가시오)

16-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체벌을 잘 주고 무서워서        ⓶ 학생의 기분을 잘 이해해 주지 않아서

  ⓷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⓸ 수업을 어렵게 가르쳐서

           ⓹ 능력차를 생각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해서

  ⓺ 기타                                  

17. 본인은 체육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7-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7-1로 가시오)

17-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이론수업을 많이 해서              ⓶ 게임위주의 수업을 자주 하지 않아서

  ⓷ 운동기능 향상을 위주로 수업을 해서 ⓸ 실기 위주의 수업을 해서

  ⓹ 남자, 여자가 함께 어울리는 수업을 해서 

           ⓺ 남자와 여자를 따로 분리해서 활동을 해서 

  ⓻ 체력 향상을 위주로 수업을 해서

           ⓼ 기타                                

<체육수업 효과에 대한 만족도>

18. 본인은 체육수업이 운동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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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본인은 체육수업이 체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20. 본인은 체육수업이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21. 본인은 체육수업이 체육활동에 정서적(자신감, 즐거움 등) 도움을 주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22. 본인은 체육수업이 사회성 함양(친구관계, 협동심 등)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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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 2. 학년 3. 비만도 자기 평가

1) 남자

2) 여자  

1) 초4

2) 초5  

3) 초6

       1) 정상

       2) 과체중

       3) 경도비만

       4) 고도비만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학생 여러분이 평소 체육수업 중에 느끼고 생각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학교 성적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학생 여러분이 응답해준 내용은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뿐, 비밀

이 보장되므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의 의견이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심껏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체육교육 전공  송현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만족  조사

<5학년용>

I.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세요.

II. 다음은 체육수업 인식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체육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세요.

1. 본인은 체육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약간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별로 그렇지 않다.         ⓹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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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은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약간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별로 그렇지 않다.         ⓹ 전혀 그렇지 않다.

3. 본인은 체육수업을 어느 정도 좋아하십니까?

  ⓵ 매우 좋아한다.(3-1로 가시오)     ⓶ 약간 좋아한다.(3-1로 가시오)    ⓷ 그저 그렇다.  

  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3-2로 가시오)    ⓹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3-2로 가시오) 

3-1.  (⓵, ⓶번 선택한 학생) 체육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택하세요)

  ⓵ 체력을 키울 수 있어서                ⓶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

  ⓷ 살을 뺄 수 있어서                    ⓸ 친구관계에 도움이 되어서

  ⓹ 수업 내용이 재미있어서               ⓺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 

  ⓻ 나의 운동 실력을 친구들에게 보여 줄 수 있어서  

           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서

  ⓽ 기타                                

3-2.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택하세요)

  ⓵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              ⓶ 체력이 약해서

  ⓷ 다른 과목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⓸ 운동장에서 먼지 쓰는 게 싫어서

  ⓹ 땀 흘리는 게 싫어서                 ⓺ 체육시설이나 기구가 부족해서 

  ⓻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⓼ 체육수업 내용이 재미없어서

  ⓽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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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체육수업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체육수업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세요.

<체육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

※ 다음의 체육수업 영역 중 각 영역에 대해 본인이 만족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체육교과 건강활동 영역의 체력증진(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운동 등)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4-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4-1로 가시오)

4-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시설이나 기구가 부족해서          ⓶ 체력이 약하고 힘들어서

  ⓷ 수업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⓸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⓹ 땀 흘리는 게 싫어서               ⓺ 기타                                

5. 본인은 체육교과 건강활동 영역의 보건과 안전(건강생활과 운동 안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5-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5-1로 가시오)

5-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이론 중심 수업이라 지루해서 

           ⓶ 교실에서 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싫어서

  ⓷ 수업 내용(보건수업)이 어려워서       ⓸ 신체검사가 부담이 되어서

  ⓹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서    ⓺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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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은 체육교과 도전활동 영역의 기록 도전(멀리뛰기, 높이뛰기, 던지기 등)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6-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6-1로 가시오)

6-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관련활동의 운동기능이 부족해서    ⓶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⓷ 활동을 못하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⓸ 시설(경기장)이나 기구가 부족해서

  ⓹ 활동시간이 짧아서                  ⓺ 기타                      

7. 본인은 체육교과 경쟁활동 영역의 필드형 경쟁(야구형 게임)의 활동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7-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7-1로 가시오)

7-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                ⓶ 운동장에서 먼지 쓰는 게 싫어서

  ⓷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비난을 받을까봐   ⓸ 활동하다 다치는 게 걱정되어서

           ⓹ 시설(경기장, 체육관 등)이나 용구(공, 라켓, 기구 등)가 부족해서      

  ⓺ 남자(여자)와 함께 하면 실력차이가 나서

  ⓻ 기타                                

8. 본인은 체육교과 표현활동 영역의 민속표현(우리나라 민속무용, 외국의 민속무용 

등)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8-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8-1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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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 (1가지만 택하세요)

  ⓵ 춤이나 무용 등을 싫어해서          ⓶ 관련활동의 운동기능이 부족해서

  ⓷ 체육시설이나 기구가 부족해서       ⓸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⓹ 이성친구(남자, 여자)와 함께 활동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⓺ 기타                                

9. 본인은 체육교과 여가활동 영역의 여가생활(긴 줄넘기, 인라인 롤러, 스케이팅 

등)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9-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9-1로 가시오)

9-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       ⓶ 대부분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서

  ⓷ 학교에 시설이나 용구가 없어서

           ⓸ 활동을 못하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⓹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⓺ 기타                                 \

<체육수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

10. 본인은 체육수업 시 남, 여가 함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

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0-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0-1로 가시오)

       10-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남자와 여자가 실력 차이가 나서 

           ⓶ 이성친구(남자, 여자) 앞에서 활동하는게 창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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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⓷ 선생님이 주로 남자(여자) 친구들을 지도해서 우리가 지도 받을 시간이 부족

해서 

  ⓸ 기타                                

11. 본인은 체육수업시간(40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1-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1-1로 가시오)

11-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⓶ 수업 시간이 너무 길다

  ⓷ 기타                                

12. 본인은 체육 수업 횟수가 일주일에 세 번인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

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2-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2-1로 가시오)

12-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세 번인 것이 너무 적다                    ⓶ 세 번인 것이 너무 많다

           ⓷ 기타                               

<체육수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

13. 본인은 학교 체육수업 시 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

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3-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3-1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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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이 없거나 부족하다  ⓶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좁다.

  ⓷ 운동장이나 체육관의 시설이 낡았다.        

           ⓸ 비가와도 체육관을 맘대로 쓸 수 없다 

  ⓹ 비가 오면 교실 말고 체육수업을 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     

           ⓺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 먼지를 많이 쓴다

           ⓻ 기타                                 

 

14. 본인은 학교 체육수업 시 용구(공, 라켓, 매트, 뜀틀, 후프, 줄넘기 등)에 대해 어

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4-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4-1로 가시오)

14-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활동에 필요한 용구의 수가 부족하다        ⓶ 용구가 오래돼서 낡았다

           ⓷ 있어도 수업시간에 활용을 하지 않는다

  ⓸ 기타                                

  

15. 본인은 학교 샤워 및 세면 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5-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5-1로 가시오)

15-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샤워(세면) 시설이 없다   ⓶ 샤워(세면) 시설이 있지만 사용을 못하게 한다

  ⓷ 샤워(세면) 시설이 낡았다 ⓸ 샤워(세면) 시설이 부족하다

  ⓹ 샤워(세면) 시설이 운동장(체육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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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⓺ 기타                                

<체육수업 교사에 대한 만족도>

16. 본인은 체육선생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6-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6-1로 가시오)

16-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 (1가지만 택하세요)

  ⓵ 체벌을 잘 주고 무서워서          ⓶ 학생의 기분을 잘 이해해 주지 않아서

  ⓷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⓸ 수업을 어렵게 가르쳐서

           ⓹ 능력차를 생각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해서

  ⓺ 기타                                  

17. 본인은 체육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7-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7-1로 가시오)

17-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이론수업을 많이 해서              ⓶ 게임위주의 수업을 자주 하지 않아서

  ⓷ 운동기능 향상을 위주로 수업을 해서 ⓸ 실기 위주의 수업을 해서

  ⓹ 남자, 여자가 함께 어울리는 수업을 해서 

           ⓺ 남자와 여자를 따로 분리해서 활동을 해서 

  ⓻ 체력 향상을 위주로 수업을 해서

           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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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 효과에 대한 만족도>

18. 본인은 체육수업이 운동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19. 본인은 체육수업이 체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20. 본인은 체육수업이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21. 본인은 체육수업이 체육활동에 정서적(자신감, 즐거움 등) 도움을 주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22. 본인은 체육수업이 사회성 함양(친구관계, 협동심 등)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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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 2. 학년 3. 비만도 자기 평가

1) 남자

2) 여자  

1) 초4

2) 초5  

3) 초6

       1) 정상

       2) 과체중

       3) 경도비만

       4) 고도비만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학생 여러분이 평소 체육수업 중에 느끼고 생각한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학교 성적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학생 여러분이 응답해준 내용은 연구 자료로만 사용될 뿐, 비밀

이 보장되므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의 의견이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성심껏 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체육교육 전공  송현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만족  조사

<6학년용>

I. 개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세요.

II. 다음은 체육수업 인식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체육수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세요.

1. 본인은 체육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약간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별로 그렇지 않다.         ⓹ 전혀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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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은 체육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약간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별로 그렇지 않다.         ⓹ 전혀 그렇지 않다.

3. 본인은 체육수업을 어느 정도 좋아하십니까?

  ⓵ 매우 좋아한다.(3-1로 가시오)     ⓶ 약간 좋아한다.(3-1로 가시오)    ⓷ 그저 그렇다.  

  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3-2로 가시오)    ⓹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3-2로 가시오) 

3-1.  (⓵, ⓶번 선택한 학생) 체육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택하세요)

  ⓵ 체력을 키울 수 있어서                ⓶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

  ⓷ 살을 뺄 수 있어서                    ⓸ 친구관계에 도움이 되어서

  ⓹ 수업 내용이 재미있어서               ⓺ 땀 흘리며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 

  ⓻ 나의 운동 실력을 친구들에게 보여 줄 수 있어서 

           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어서

  ⓽ 기타                                

3-2.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가지만 택하세요)

  ⓵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             ⓶ 체력이 약해서

  ⓷ 다른 과목 공부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⓸ 운동장에서 먼지 쓰는 게 싫어서

  ⓹ 땀 흘리는 게 싫어서                 ⓺ 체육시설이나 기구가 부족해서 

  ⓻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⓼ 체육수업 내용이 재미없어서

  ⓽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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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체육수업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평소에 체육수업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해당되는 곳에 V 표 해주세요.

<체육수업 내용에 대한 만족도>

※ 다음의 체육수업 영역 중 각 영역에 대해 본인이 만족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4. 본인은 체육교과 건강활동 영역의 체력증진(순발력, 민첩성, 협응력 관련 신체활

동 등)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4-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4-1로 가시오)

4-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시설이나 기구가 부족해서          ⓶ 체력이 약하고 힘들어서

  ⓷ 수업이 지루하고 재미없어서        ⓸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⓹ 땀 흘리는 게 싫어서               ⓺ 기타                                

5. 본인은 체육교과 건강활동 영역의 보건과 안전(건강생활과 재해 예방)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5-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5-1로 가시오)

5-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이론 중심 수업이라 지루해서        

           ⓶ 교실에서 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게 싫어서

  ⓷ 수업 내용(보건수업)이 어려워서       ⓸ 신체검사가 부담이 되어서

  ⓹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서    ⓺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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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인은 체육교과 도전활동 영역의 동작 도전(매트운동, 평균대 운동, 뜀틀 운동 

등)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6-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6-1로 가시오)

6-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관련활동의 운동기능이 부족해서   ⓶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⓷ 활동을 못하면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까봐  

           ⓸ 시설(경기장)이나 기구가 부족해서

  ⓹ 활동하다 다치는게 걱정되어서      ⓺ 기타                          

7. 본인은 체육교과 경쟁활동 영역의 네트형 경쟁(배구형 게임, 배드민턴형 게임, 족

구형 게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7-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7-1로 가시오)

7-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                 ⓶ 활동 시간이 짧아서

  ⓷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비난을 받을까봐    ⓸ 활동하다 다치는 게 걱정되어서

           ⓹ 시설(경기장, 체육관 등)이나 용구(공, 라켓, 기구 등)가 부족해서      

  ⓺ 남자(여자)와 함께 하면 실력차이가 나서

  ⓻ 기타                                

8. 본인은 체육교과 표현활동 영역의 주제표현(꾸미기 체조, 창작무용 등)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8-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8-1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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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 (1가지만 택하세요)

  ⓵ 체조나 무용 등을 싫어해서          ⓶ 관련활동의 운동기능이 부족해서

  ⓷ 체육시설이나 기구가 부족해서       ⓸ 수업 내용이 어려워서

  ⓹ 이성친구(남자, 여자)와 함께 활동 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⓺ 기타                                

 

9. 본인은 체육교과 여가활동 영역의 여가생활(캠핑, 스키, 래프팅 등)의 활동에 대

해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9-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9-1로 가시오)

9-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소질이나 취미가 없어서       ⓶ 대부분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넘어가서

  ⓷ 학교에 시설이나 용구가 없어서     

           ⓸ 현실적으로 체육시간에 할 수 없어서

  ⓹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⓺ 기타                                

<체육수업 운영에 대한 만족도>

10. 본인은 체육수업 시 남, 여가 함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

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0-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0-1로 가시오)

       10-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남자와 여자가 실력 차이가 나서 ⓶ 이성친구(남자, 여자) 앞에서 활동하는게 

창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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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⓷ 선생님이 주로 남자(여자) 친구들을 지도해서 우리가 지도 받을 시간이 부족

해서 

  ⓸ 기타                                

11. 본인은 체육수업시간(40분)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1-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1-1로 가시오)

11-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⓶ 수업 시간이 너무 길다

  ⓷ 기타                                

12. 본인은 체육 수업 횟수가 일주일에 세 번인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

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2-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2-1로 가시오)

12-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세 번인 것이 너무 적다                    ⓶ 세 번인 것이 너무 많다

           ⓷ 기타                               

<체육수업 환경에 대한 만족도>

13. 본인은 학교 체육수업 시 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

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3-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3-1로 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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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이 없거나 부족하다  ⓶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좁다.

  ⓷ 운동장이나 체육관의 시설이 낡았다.        

           ⓸ 비가와도 체육관을 맘대로 쓸 수 없다 

  ⓹ 비가 오면 교실 말고 체육수업을 할 곳이 마땅치가 않다.     

           ⓺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면 먼지를 많이 쓴다

           ⓻ 기타                                 

    

14. 본인은 학교 체육수업 시 용구(공, 라켓, 매트, 뜀틀, 후프, 줄넘기 등)에 대해 어

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4-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4-1로 가시오)

14-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활동에 필요한 용구의 수가 부족하다        ⓶ 용구가 오래돼서 낡았다

           ⓷ 있어도 수업시간에 활용을 하지 않는다

  ⓸ 기타                                

  

15. 본인은 학교 샤워 및 세면 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5-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5-1로 가시오)

15-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샤워(세면) 시설이 없다     ⓶ 샤워(세면) 시설이 있지만 사용을 못하게 한다

  ⓷ 샤워(세면) 시설이 낡았다   ⓸ 샤워(세면) 시설이 부족하다

  ⓹ 샤워(세면) 시설이 운동장(체육관)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⓺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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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수업 교사에 대한 만족도>

16. 본인은 체육선생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6-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6-1로 가시오)

16-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체벌을 잘 주고 무서워서       ⓶ 학생의 기분을 잘 이해해 주지 않아서

  ⓷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⓸ 수업을 어렵게 가르쳐서

           ⓹ 능력차를 생각하지 않고 수업을 진행해서

  ⓺ 기타                                  

17. 본인은 체육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⓵ 매우 만족한다.              ⓶ 대체로 만족한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17-1로 가시오)     ⓹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17-1로 가시오)

17-1. (⓸, ⓹번 선택한 학생) 위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1가지만 택하세요)

  ⓵ 이론수업을 많이 해서              ⓶ 게임위주의 수업을 자주 하지 않아서

  ⓷ 운동기능 향상을 위주로 수업을 해서 ⓸ 실기 위주의 수업을 해서

  ⓹ 남자, 여자가 함께 어울리는 수업을 해서 

           ⓺ 남자와 여자를 따로 분리해서 활동을 해서 

  ⓻ 체력 향상을 위주로 수업을 해서

           ⓼ 기타                                

<체육수업 효과에 대한 만족도>

18. 본인은 체육수업이 운동기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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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본인은 체육수업이 체력 향상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20. 본인은 체육수업이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21. 본인은 체육수업이 체육활동에 정서적(자신감, 즐거움 등) 도움을 주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22. 본인은 체육수업이 사회성 함양(친구관계, 협동심 등)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⓵ 매우 그렇다.              ⓶ 대체로 그렇다.              ⓷ 그저 그렇다.

  ⓸ 대체로 그렇지 않다.       ⓹ 매우 그렇지 않다.

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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