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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earch for Lapoyoin between Handball

Leaders and Competitors to Improve Leadership

Efficiency

Oh, Gwang Moo

Adviser : Prof. Lee, Gye Haeng

Major in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act of middle school

student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school sports club activities on their

satisfaction in class and their will to exercis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five school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recruited middle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school

sports club activities and sampled them using significant sampling among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s.

A total of 4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411 were selected as the

final effective sample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 excluding 39 inappropriate

questionnaires.

Face Validity Analysis and Investigative Factor Analysis were performed by

a group of expert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 and the

Cronbach's α coefficient was measured to verify reliability.

Data processing was don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analysis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program SPSS 26.0, and the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and multipl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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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alyzing the data in the same way as abov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First,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the motivation for selecting

sports, the satisfaction level of class, and the intention of continuing exercise

were analyzed, and the result showed that male students were all higher than

female students. The motivation for selection according to the participating

events and the physician for exercise was high in the interpersonal and group

events,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class was high in the group events.

Second,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selection of sports motivation on

the satisfaction of class and the willingness to exercise showed that the higher

the internal motivation,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class and the willingness

to exercise.

Third,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class satisfaction on exercise doctors

showed that the higher the satisfaction level of class, the higher the willingness

to exercise.

Based on the above results, we could see that the students who chose the

school sports club event by their internal motivation had high satisfaction in

class and a high willingness to keep up with exercise. Therefore,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it will be necessary to educate students to have sufficient

knowledge and positive attitude about sports so that they can choose sports

according to their inner motivation, and develop various events and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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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는 학생들이 첫 발을 내딛는 연습을 하는 공간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기초적인 신체능력과 규칙, 질서와 같은 예절을 배우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뛰어놀면서 사회성을 배우는 장소이며(송지윤, 2015),

학령기는 자기표현과 사회적 인정의 욕구가 강한 시기로 집단에 소속하여 자기 자

신을 표출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학교 정규 체육수업 시간은 학생

들의 성장과 건강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육 활동을 제공하는 데 한계를 지니고 있

어 추가적인 체육 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교육부, 2014). 신체활동을 통하여 얻게 되

는 긍정적인 태도와 발전은 유년기, 청소년기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도와주고,

그뿐만 아니라 성인기가 되어서 예측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

도록 하며, 바람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 없이 지내도록 도모한다고 설명한

다(Hellison&Templin, 1991).

교육과학기술부(2005)의 2004년 학생 신체검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식생활 수준

의 개선으로 영양 상태가 이전보다 좋아져서 청소년들의 신장과 체중 등 체격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으나, 운동 부족, 당분의 과다 섭취 등 평소 잘못된 식습

관 그리고 공해, 과도한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 등으로 생활환경이 변화하여 체

력은 체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운들, 2019). 중학생의

경우에는 신장과 체중이 날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영양분의 과다

섭취와 운동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 중학생들의 신체발달과 체력이 저하되어 새

로운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박준용, 2009).

최준호(2014)는 점점 서구화 되어가고 있는 청소년들의 체형에 비해 체력 저하나

비만과 같은 문제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같은 대인관계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고, 윤성근

(2013)은 진학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과중한 학습 부담,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

은 것 사이에서 나타나는 괴리와 같은 문제부터 이기적, 개인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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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교우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까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

들은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집단 따돌림과 같은 청소년 일탈과 비행으로 나타나게

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

에 대해 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창의

성을 강화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공시하며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는 해결방안

을 내놓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이

통합된 것으로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장소에서 주말, 방학 등 다양한 시간

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과활동 외의 모든 활동으로 의미를 두고 있으며 하위

영역에는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및 진로 활동 4개 영역으로 구성되고

초·중학교는 주당 3시간, 고등학교는 주당 4시간 이상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교육과

학기술부, 2009; 노희윤, 2016에서 재인용).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참여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학교생활 적응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학교폭력 가해 행동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이세

미, 2013), 그 결과 2012년 2학기에 들어오면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 초, 중학교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꾸준히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교우관계 개선, 사제관

계 증진 등 정서순화, 인내력과 배려심, 도전정신 향상, 스포츠맨십 함양 순서로 긍

정적 변화를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 참여 만족도는 초등학교가 81.6%, 중

학교가 78.8%, 고등학교가 76.8%로 나타났으며, 참여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주당 4

시간 이상이 86%로 가장 높았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

학생 시기의 스포츠 활동은 학생들에게 평생체육을 실천하는 밑거름을 제공하며,

나아가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조석민, 2009).

의·식·주뿐만 아니라 운동에 참여하는 것 또한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생각하는

세계적인 평생 스포츠에 대한 추세에 비추어볼 때 운동의 중요성은 일상생활의 필

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각 개인들이 체력을 중요한 생활 요소로 인

식하기 시작함에 따라 각자의 생활양식에서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체활동 및

운동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정찬애, 1991).

스포츠를 좋아하지만 현실적인 시간이 부족하여 스포츠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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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은 스포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스포츠 선수 캐릭터를 조작하며 간접적으

로 대리만족을 느끼는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스

포츠에 참여하여 건강뿐 아니라 교우들과의 사회성, 협동심, 스포츠맨십 등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체육의 활성화가 중요시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체육수업을 통하여

스포츠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운동 관련 지식들을 밑바탕으로 하여 학교를 졸업하

고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스포츠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기 학교 체육은

평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진광호,

2010). 이처럼 청소년기에 경험했던 스포츠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포츠

활동을 지속하려는 운동 지속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지속

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운동 지속(xerciseadhernce)은 평소에도 하던 스포츠 종목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뜻한다(김영재, 2001; 유연만, 1999;

유진, 1991; Dishman,1980, 1988, 1994). 청소년들은 체육수업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하는데 이때 체육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성인이 되어서 청소년

시기 긍정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이태호,

2009).

2012년 2학기부터 교육과정 개정 고시 2012-14호에 의하여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종목 선택에서도 그 사람이 왜 그 종목을 선택했냐

하는 것은 매우 개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우리가 중요시해야 할 사

실은 신체활동 또는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에게 흥미를 일으킬 큰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김영진, 2007).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참여하게 된

‘참여 동기’보다는 종목을 선택하게 된 ‘종목 선택 동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행되어온 연구를 보면 학교스포츠클럽의 ‘참여 동기’에 관한 연

구(황준성, 2014; 김창진, 2016; 정제학, 2015; 채민균, 2019; 홍성광, 2016)가 대부분

이고 ‘종목 선택 동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

여하는 중학생이 운동 종목을 어떠한 동기에 의해 선택했느냐에 따라 수업 만족도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수업 만족도에 따라 운동 지속 의사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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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종목 선택 동기가 수업만족

도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중학생들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할 때 어떤 동기에 의해 종목을 선

택하는지와 그에 따른 수업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학생들

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하는 데에 보다 만족스러운 운영이 되기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참여하는 중학생들이 학년이 올라

가거나 일반인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선택한 종목의 스포츠를 지속하

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 가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스포츠클럽활동 참여종목 선택동기가 수업만족도와 운동지속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참여종목 선택동기, 수업만족, 운동지속의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종목 선택동기가 수업만족 및 운동지속의사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수업만족도가 운동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종목 선택동기가 수업만족도와 운

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모집단을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남·여 중학생으로 선정하였

기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 이외의 다른 변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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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정리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본 연구에서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라는 용어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써의 교육

과정 내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의미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서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앎을 적극적

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

재 양성을 목적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

성되었고,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동아리활동으로 편성되어 실시되고 있다(교육과학

기술부, 2009).

본 연구에서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개념은 교육과정 개정 고시 2012-14호에 의

해 발표되었던 것으로, 2012년 2학기부터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 의무화된 이후 학생

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 및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활동’

등으로 편성되어 정규 교과 시간에 포함되어 운영하고 있는 학교의 일반 학생들로

구성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체육 관련 프로그램이다(장준용, 2015).

2) 참여종목

본 연구에서 참여종목은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개설된 종목

에 해당하며, 김상선(1996)의 선행연구에 따라 개인종목, 대인종목, 단체종목으로

구분하였다.

1. 개인종목: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사람이 상대자 없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

는 종목

2. 대인종목: 개인과 개인이 마주 대하면서 1:1 또는 2:2로 참여할 수 있는 종목

3. 단체종목: 두 명 이상의 집단이 함께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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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동기

동기란 일반적으로 인간의 특정한 행동을 제기(nitiate) 시키고, 활성화(nergize)

하며, 지속(ustain) 시키거나, 제지(nhibit) 시키는 내재적, 외재적인 힘을 말한다(Gil

& Huddleston, 1983).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이성범, 2017)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종목선택 동

기를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무동기로 구분하였다.

4) 수업만족도

만족이라는 개념은 그 수준과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며 만족감은 개인의 경험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의 체육수업 만족이라 함은 수업의 전반적

인 형태의 만족감과 선호하는 정도, 교사 지도 방법의 만족, 교구 및 시설의 만족,

체육활동의 효과에 대한 만족, 신체와 운동능력 향상의 만족뿐만 아니라 사회성 및

도덕적 함양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개인적 만족을 의미한다(송은주, 2018).

수업 만족의 개념은 ‘수업의 상황에서 적어도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

며,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잘 대응해 나가 정서적으로나 상호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수업 상황에서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최자경, 2002). 수업 만족은 정해진 수준 이상으로 학생의 성취 반응이 나타나고

기대가 충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만족은 경험되는 것으로 학생의 감정적 과정에 의

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한마디로 수업 만족이란 학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한 결과 체육수업에 대한 계속 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학생의 수업에

대한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를 가리킨다(김홍선, 2003).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스포츠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수업 만족을 선행연구의 하위 요인에 따라 수업내용, 수업환경, 수업

효과, 지도자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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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동지속의사

개인이 직접 어떤 운동에 참여하여 그 활동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을 운동 지속

이라 한다. 지속적인 운동 참가 없이 건강이나 체력,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움, 그리

고 생활 만족 등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운동 지속은 단순한 운동 참가와는 달

리 많은 차이가 있다(하영호, 2007). 이양주(2013)는 운동 지속의 특성으로 경향성,

가능성, 강화성뿐만 아니라 인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신체적 활동에 참가하고 있

는 자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평생에 거쳐 운동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다고 말하였다.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운동의 전반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운동 프로그램을 규칙적이게 행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

았으며, ACSM(American College of Sports Medicine, 1986)에서는 규칙적인 운동

참여란, 주 3회 이상 신체활동을 행하며, 신체활동이 1회 1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라고 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운동 지속 의사는 자신이 선택하여 행하고 있는 운동을 평생 스포

츠라 여기며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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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학교스포츠클럽활동

1)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개념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스포츠 활동의 체험을 통한 바른 인성을 내면화하

며 학교생활에 적용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참가하고 공정성, 규칙

준수, 정직 등과 같은 사회·도덕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갖추며 신체·사회·정서적인

측면들이 조화롭게 발달된 인간상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내용은 학생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

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며, 운동 종목을 통해 바른 인성까지 습득할 수 있도

록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다. 이때, 바른 인성의 요소는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단위학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고려하되, 학기별·학년별 위계를 고려하여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창의적 체험활동 내 스포츠클럽활동은 2009년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창

의적 재량활동에서 변화된 활동이며,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

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중에서 2012년부터 동아리 활동에 속해 의무적으로 실시

되고 있다(노희윤, 2016).

2) 학교스포츠클럽활동과 학교운동부의 차이점

학교스포츠클럽활동과 학교 운동부는 대상과 성격에 큰 차이가 있다. 학교스포츠

클럽은 ‘보는 스포츠’를 ‘하는 스포츠’로 전환하여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하여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는 조직이지만, 학교 운동부는 경기 성적 및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대상 학생선수들을 성장시키는 활동이다.

소수의 학생들만이 아닌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체력 저하 및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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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은 물론, 학교 운동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황준성, 2014에서 재인용).

3)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추진배경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란, 일반적인 스포츠클럽의 개념을 학교에 도입한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자발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성별이나 능력 등에 상관

없이 모든 학생에게 열려있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학교

에서 일반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에 있어서 자발성과 자율성을 전제로 ‘보는

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의 전환을 꾀하고 건강 체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운동부

문제 및 일반 학생들의 체육활동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권충

효, 2010).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학생들의 학업 위주의 생활패턴과 학교 운동부 위주의 대

회 개최로 인한 일반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와 이에 따른 체력 저하 및 건강 상

태 악화 문제 해결책과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실현으로 제기되었

다(이재훈, 2015).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 저하, 비만 증대, 우

울증, 자살 등과 같은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 학교스포츠

클럽활동은 단일 교과로서 ‘체육’이 지닌 단순한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뛰어넘는

탈 교과적 대안활동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중학교스포츠강사연수교재, 2013; 송

지윤, 2015에서 재인용).

4)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역할 및 기능

(1) 인성교육 및 학교폭력문제 완화

그동안 학교의 교육은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일반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율

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정규 체육교과 또한 축소 운영되어 일반학생들의 건강은 악

화 일로 상태에 있었다. 이로 인해 초·중등 각 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체력 저하, 비

만 증대, 왕따, 폭력, 자살 등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었다(김은숙, 2015).

교육과학기술부(2013)는 건강 문제를 비롯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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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시행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신체발달과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이재훈, 2015에서 재인용).

(2) 체력 및 건강증진

방과 후 뉴스포츠 프로그램 활동 학생들은 신체 질량지수 체지방률과 복부지방률

에서 감소를 나타냈으며 신장은 증가하고 TC, LDL-CTG, 혈당, 인슐린,

HOMA-IR이 감소하였으며, 성장호르몬과 IGF-1은 증가하여 신체구성과 혈액 성

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허선, 장재훈, 2009).

(3) 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자발적,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스포츠 기술 및 생활 기술 습득, 스포츠맨십, 건강증진 등의 발달을 지향

한다(Perkins, 2000).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스포츠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김기철, 김택천, 허현미, 2013).

(4) 학교생활 및 사회성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하면서 팀 활동

에 대한 규칙과 규율을 배우고 같은 팀 동료나 코치, 상대 팀원, 심판, 관중 등 모

두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 책

임감, 자기 통 제력, 팀워크, 리더십, 자신감, 자기 훈련, 대처 기술, 계획 기술 등을

발달시키게 된다(김선희, 허현미, 2008).

(5) 여가활동, 평생체육 제공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또래 문화 형성과 올바른 여가 문화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에 비춰 볼 때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학생들에게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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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여가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여가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

다(최태석, 2013). 또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학생들의 1인 1기 스포츠를 실현하게

함으로써 성인이 되어서도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학

교와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시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하고, 지

속적인 여가 활동을 가능하게 한다(최태석, 2013).

스포츠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며 사

회적, 도덕적 정신을 배양하여 풍요로운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평생 동안 스포츠 활동에 즐겨 참여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김금주, 2001).

2. 선택동기

1) 동기의 개념

동기의 어원은 ‘움직이다’는 뜻으로 어떤 행동의 목표를 위해 행동을 조정하고 에

너지의 일부분을 목표를 도달하는데 투입시키고, 어떤 행동에 대해 작동 시키고 활

성화시키는 내적인 것을 의미한다(Ross,1987; 박철진, 2012에서 재인용). 동기는 인

간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을 시 그 행동의 이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특정한 행동

을 선택하고 그 행동이 이루어지고 그 선택의 방향과 강도를 가지고 지속하느냐에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적 개념이 동기이다(김종선, 고흥환, 김기준,

1991).

외적 동기는 어떠한 행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외적인 보상으로 인해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적 동기는 행동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보상이 구해지면

행동이 소멸하지만, 내적 동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행동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참여 행동으로 이어진다(이재희, 2000). 무동기는 내적·외적인 만

족감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없이 의지 없이 행동을 하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하위 요인에 따라 참여 종목 선택 동기를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무동기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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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의 요인

(1) 내적동기(Intrinsicmotivation)

내적 동기는 어떤 행동에 대해 외적인 보상을 받지 않고 행동 자체에 대하여 순

수하게 즐거움과 흥미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Weiner, 1986; 표지연, 2009

에서 재인용), 행동 자체에서 유능감, 자결성과 같은 감정들에 의한 흥미를 얻기 위

해 내적인 욕구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유지혜, 2012).

일반적으로 내적 동기는 외부의 보상 없이 순수한 즐거움을 위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때 내적으로 동기화된다고 볼 수 있으며 내적 동기는 단일개념보다는 다차

원적인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내적 동기를 토대로 나타나는 행동은 흥미, 노

력, 지각된 유능감, 압력과 긴장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대표될 수 있다(이창기,

2003).

(2) 외적동기(Extrinsicmotivation)

외적 동기는 내적 동기와는 반대로 활동 자체의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과의

수단으로서 참여하는 다양한 인간 행동을 말한다(Deci, 1975).

외적 동기는 ‘외적 규제’, ‘내적 규제’, ‘확인 규제’의 세 유형으로 나뉘는데 ‘외적 규

제’는 어떤 행동의 보상이나 타인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으로 의미하고 ‘내적 규제’

는 외적 동기가 내면화된 것으로 예를 들면 체중조절을 위해 운동을 행하던 사람

이 운동을 그만두게 되면 체중이 늘어날 것 같아 운동에 몰두하는 것이 있고, ‘확

인 규제’는 어떤 행동에 대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자기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

하는 것이다(Deci & Ryan, 1985; 이희숙, 2010에서 재인용).

(3) 무동기(Amotivation)

Vallerand(1992)는 무동기의 유형을 특정 행동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능력 부족’

으로 인한 무동기, 어떤 전략이 바람직한 결과 달성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전략 미

흡’으로 인한 무동기, 특정 행동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노력하기를 포기하는 ‘노력

회피’로 인한 무동기, 성취 과제가 너무 벅차서 자신의 노력이 쓸모없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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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기력 신념’으로 인한 무동기로 분류하였으며, 또 무동기인 사람은 그들의 행

동과 행동 결과 사이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의하면서 스포츠 참

여자가 왜 이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 그들은 운동을 중단

하기 쉽다고 하였다(peletier,1995).

3. 수업만족도

1) 수업만족도의 개념

수업만족도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수업의 전반적 내용에 대하여 주관적인 느

낌 또는 기대욕구의 부응 결과라고 볼 수 있다(신상윤, 2008). 교육현장에서의 수업

만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되는데 크게는 수업내용, 지도자, 수업

환경 등에 대한 기대와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런

요인들을 배경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내적 욕구와 외적 욕구를 충족하

고 호의적인 태도로 수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수업에 대한 만족이

라고 할 수 있다(김포근, 2008). 학생들의 수업 만족은 학생이 수업에 참여해 가는

과정에서 내ᆞ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 그 수업에 대한 열의, 관심, 호의의 감정적 태

도를 갖는 만족감이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황준호,

2008).

2) 수업만족도의 요인

본 연구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수업만족도 요인으로써 수업내용, 수업효

과, 수업환경, 지도자의 4가지 요인으로 정리하였다.

(1) 수업내용

수업내용은 다양한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가장 포괄적인 것은 지식, 가치,

기능 이 3가지 영역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가 학습을 돕기 위해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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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제공되는 교과서에 제시된 교과 내용과 교과서에는 없지만 학생들에게 전달

해야 하는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장기환, 2010).

수업 내용을 구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수업내용이

교육내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타당성 원리, 수업내용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

며 그것을 위해 수업내용의 선정자가 학문에 대하여 지속적인 발전과 관심을 가져

야 하는 확실성의 원리, 수업내용이 학습자에게 의미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명확

성의 원리, 수업내용이 학습자의 능력 수준에 맞게 기술되어야 한다는 가능성의 원

리, 특정 집단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내용은 담지 않아야 하며, 편견을 심어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균형성의 원리, 수업자료의 내용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흥미의 원리, 수업내용이 서로 관련 있는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연계성의 원리에 입각한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김대현, 김석우, 2003).

(2) 수업환경

훌륭한 미적 상태는 시각의 영역 내에서 모든 대상물들이 상호보완적인 자질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태를 말한다(Rutledge, 1971; 김선택, 2013에서 재인

용).

체육교과에서 수업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시설 및 용구는 학생들의 운동량을 좌

우하는 것으로써 수업의 내용의 양과 질이 얼마나 좋은 경험을 학생들에게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짓는다. 이와 같이 체육 시설적인 목적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의미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김문규, 1992). 체육수업 지도에 있어서 시설

과 용구는 학습을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이며,

학생들의 동기화에도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체육수업의 효율화에 중

요한 요인이다. 체육은 학습 내용이 주로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 신체

활동은 시설과 용구를 매체로 하여 이루어진다(우병규, 2002).

(3) 수업효과

수업 효과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떠한 목적을 가진 행위에 의해 드러나는 보람 또

는 좋은 결과로 정의된다. 체육수업에서의 수업 효과는 체육수업 속 배움을 통해

자신 또는 집단에서 얻게 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체육수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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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신체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신체적 효과를 포함하고, 신체를 움직

임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의 정신적 효과, 체육수업을 통해 종목을 이해하

기 위한 규칙과 전술, 기술의 이름 등의 스포츠 종목에 대한 지식적 이해를 통해

학문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체육 수업의

목표에 해당하는 단체 활동을 통해 올바른 사회적 태도 함양을 위한 사회적 효과

를 고려해야 하며, 청소년기의 체육수업이 학생 개인에게 평생체육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운동 지속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야 한다(장기환, 2010).

(4) 지도자

체육수업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은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신체활동이

다. 교육과정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내용과 학습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지도 방법을 사용할 때 효율적인 수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문준기, 2018). 수업의 만족도는 지도자의 성격이나 지도 방법에 따라 달라지

며 교수의 교과 관련 전문지식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병훈, 2018). 본 연구에

서 지도자 만족은 지도자가 전달하는 실기능력, 이론적 지식과 지도자의 적극적인

활동 여부 등 여러 가지 지도자의 수업 유형에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김지연,

2014).

4. 운동지속의사

운동지속(exercise adherence)이란 특정 개인이 운동에 직접 참가하고, 그 활동을

정규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운동에 대한 집착 또는 지속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운

동 참가를 의미하며 참가율(percentage of attendance)이라고도 하며(김영재, 2001;

유연만, 1999; Dishman, 1980, 1988, 1994), 신체활동의 지속(Corbin, Welk, Lindsey,

& Corbin, 2003) 또는 여가 스포츠 활동의 지속(김영재, 2001)이라 하였으며,

Bandura(1997)는 행위의 지속은 배운 것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도록 동기화 시킬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김은애(2002)는 운동 지속이란 특정 개

인이 자발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장기간(6개월 이상) 운동에 참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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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정의하였다. 김영재(2001)는 운동을 3개월 이상, 주 3회 참가할 경우로 시간

적 의미를 정의했으며, Gale 등(1984)은 최대 출석 시간과 실제 출석 시간을 백분

율을 기초로 50%이상 출석하거나, 주 3시간 이상 출석하는 것을 운동지속이라고

규정하였으며, 출석이 10% 미만일 경우는 초기 운동 중단자로 정의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 하였다. 운동지속의사에 대한 의견이 연구자마자 연구목적에 따라 차

이를 보이기 때문에 조작적 정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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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중학생들이 어떤 동기에 의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운동 종목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스포츠클럽 수업에 대한 만족감과 운동지속의사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참여종목 선택동기의 하위요인 3개, 수업만족도의 하위 요인 4개,

운동지속의사의 하위 요인 2개를 중심으로 참여종목 선택동기와 수업만족, 운동지

속의사간의 관계와 영향을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는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참

여하는 중학교 재학생 남·여를 대상으로 비확률 표본추출방법 중 유의표집을 사용하

여 표본 추출하였다. 총 4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누락이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유효 표본 411부만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방법으로 사용한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다.

1) 예비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두 차례의 예비검사를 거쳐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첫 번째 예비검사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활동과 스포츠심리 관련 분야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전문가 3명을 구성하여 설문 내용 중 단어나 내용, 문항 구성이 특정

의미를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지 검토하였으며, 두 번째 예비검사에 반영하였다.

두 번째 예비검사는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참여하는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

비검사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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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KMO 값과 유의도를 분석하여 최대우도법과 베리맥스방

식을 통해 요인들의 해석을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각 항목의 문항 간 내적 일

관성 여부 확인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평가 기준으로 요인 적재치가 .60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 값을 토대로 전체 항목

중 본 연구와 맞지 않는 항목들을 수정하였다.

2)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참여

중인 중학교 재학생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문항, 참여종목 선택동기에 관한

설문 22문항, 수업만족도에 관한 질문 20문항, 운동지속의사에 관한 설문 9문항으

로 총 4개 영역에서 5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모든 문항들은 연구의 목적에 유

용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 및 수업만족도, 운동지속의사에 관련 학문 분야에서의 국

내와 국외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은 Likert Scale에 의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요인별 구성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일반적 특성

참여종목

4문항
성별

학년

참여횟수

참여종목 선택동기

내적동기

22문항외적동기

무동기

수업만족도

수업내용

20문항
수업환경

수업효과

지도자

운동지속의사
참여의지

9문항
무의지

계 55문항

표 1. 설문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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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참여종목, 성별, 학년,

참여횟수 질문하였으며 이를 측정하는 문항은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항목 요인 빈도(%)

성 별
남학생 274(66.7)

여학생 137(33.3)

종목

개인종목 59(14.4)

대인종목 77(18.7)

단체종목 275(66.9)

학년

1학년 90(21.9)

2학년 137(33.3)

3학년 184(44.8)

참여빈도

1회 335(81.5)

2회 49(11.9)

3회 이상 27(6.6)

계 411(100)

표 2.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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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종목 선택동기

참여종목 선택동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백승환(2010)에 의해 분석

되었던 연구 검사지로 사용된 문항을 이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도록 질문지

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3개 영역을 <표 3>과 같이 내적 동기 10문항, 외적 동기 9문항, 무동기 3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응답 형태는 Likert Scale에 의한 5점 척도법을

사용하였다.

변인 하위변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참여종목

선택동기

내적동기 10문항 1, 2, 3, 4, 5, 6, 7, 8, 9, 10

외적동기 10문항 11, 12, 13, 14, 15, 16, 17, 18, 19

무동기 3문항 20, 21, 22

표 3. 참여종목 선택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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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만족도

수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강동구(2013)에 의해 분석되었던

연구 검사지로 사용된 문항을 이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도록 질문지의 내용

을 수정 보완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4개의 영역을 <표 4>와같이 수업내용 문항, 수업환경 문항, 수업효과 문항, 지도

자 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의 응답 형태는 Likert Scale에 의한 5점

척도법을 사용하였다.

변인 하위변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수업만족도

수업내용 5문항 1, 2, 3, 4, 5

수업환경 5문항 6, 7, 8, 9, 10

수업효과 5문항 11, 12, 13, 14, 15

지도자 5문항 16, 17, 18, 19, 20

표 4. 수업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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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동지속의사

운동지속의사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선우찬(2014)에 의해 분석되었던

연구 검사지로 사용된 문항을 이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부합하도록 질문지의 내용

을 수정 보완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다.

2개의 영역을 <표 5>와 같이 참여 의지 6문항, 무의지 3문항 총 9문항으로 구성하

였다. 설문지의 응답 형태는 Likert Scale에 의한 5점 척도법을 사용하였다.

변인 하위변인 문항 수 문항 번호

운동지속의사

참여의지 문항 1, 2, 3, 4, 5, 6

무의지 문항 7, 8, 9

표 5. 운동지속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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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에 의한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 Analysis) 검증과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실행에서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직각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직각회전 방법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도록 요인을 회전

시키는 방법으로 직각회전 방법 중 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장 하나하나를 독립된 별개의 검사로 간주하며 검사 문항 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 내적 합치도를 구하는 신뢰도 방법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강상조, 2001). 각 질문지별 타당

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6>, <표 7>, <표 8>과 같다.

　 내적동기 무동기 외적동기 공통성

동기5 .837 .275 .256 .841

동기6 .804 .238 .308 .798

동기4 .790 .374 .219 .812

동기7 .779 .341 .273 .799

동기3 .752 .443 .232 .816

동기9 .739 .139 .251 .629

동기1 .588 .523 .233 .673

동기10 .566 .456 .284 .609

동기21 -.330 -.877 -.092 .886

동기20 -.263 -.847 -.082 .792

동기22 -.315 -.840 -.052 .808

동기15 .252 .052 .916 .906

동기16 .260 .059 .904 .888

동기14 .282 .024 .867 .831

동기17 .203 .320 .610 .515

고유치 4.885 3.387 3.334

분산(%) 32.565 22.579 22.216

누적(%) 32.656 55.144 77.360

Cronbach’ α .946 .912 .894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합성 측정 = .93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5758.065, df = 105, p = .000

표 6. 참여종목 선택동기 탐색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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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종목 선택동기 척도의 첫 번째 요인은 내적동기(4.885)로 .566~.837 사이의 요

인 적재치가 분포되었으며, 두 번째 요인은 무동기(3.387)로 -.840~-.877 사이의 요

인 적재치가 분포되었다. 마지막 요인은 외적동기(3.334)로 .610~.916 사이의 요인

적재치가 분포되었으며, .50 이하의 요인 적재치를 보인 7문항(2번, 8번, 11번, 12번,

13번, 18번, 19번)은 삭제되었다. 누적 분산율은 77.360%로서 요인구조가 대체로 타

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894~.946으로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지도자 수업효과 수업내용 수업환경 공통성

만족19 .804 .281 .271 .203 .841

만족20 .794 .239 .172 .180 .749

만족18 .712 .267 .363 .333 .822

만족17 .673 .309 .310 .340 .760

만족16 .645 .363 .246 .320 .710

만족12 .187 .807 .241 .206 .787

만족11 .322 .716 .265 .227 .739

만족15 .313 .691 .331 .117 .699

만족14 .367 .681 .382 .212 .789

만족13 .347 .615 .424 .243 .738

만족3 .205 .366 .779 .186 .818

만족4 .293 .224 .739 .247 .744

만족2 .209 .386 .702 .202 .726

만족5 .356 .291 .668 .169 .687

만족9 .229 .136 .139 .878 .561

만족10 .282 .262 .189 .799 .882

만족8 .274 .225 .376 .659 .702

고유치 3.649 3.476 3.244 3.621

분산(%) 21.467 20.445 19.082 15.420

누적(%) 21.467 41.912 60.994 76.414

Cronbach’ α .923 .912 .882 .858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합성 측정 = .94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5676.835, df = 136, p = .000

표 7. 수업만족도 탐색적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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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만족도 척도의 첫 번째 요인은 지도자(3.649)로 .645~.804 사이의 요인 적재치

가 분포되었으며, 두 번째 요인은 수업효과(3.476)로 .615~.807 사이의 요인 적재치

가 분포되었다. 세 번째 요인은 수업내용(3.244)으로 .668~.779 사이의 요인 적재치

가 분포되었으며, 마지막 요인으로 수업환경(3.621)으로 .659~.878 사이의 요인 적재

치가 분포되었다. 또한, .50 이하의 요인 적재치를 보인 3문항(1번, 6번, 7번)은 삭

제되었다. 누적 분산율은 76.414%로서 요인구조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

으며, 신뢰도 계수는 .858~.923으로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참여의지 무의지 공통성

지속4 .864 -.376 .887

지속6 .852 -.278 .804

지속5 .851 -.355 .850

지속2 .833 -.425 .874

지속3 .830 -.378 .832

지속1 .764 -.445 .782

지속8 -.409 .865 .915

지속9 -.310 .861 .838

지속7 -.397 .825 .839

고유치 4.584 3.038

분산(%) 50.936 33.751

누적(%) 50.937 84.687

Cronbach’ α .960 .921

Kaiser-Meyer-Olkin의 표본 적합성 측정 = .92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 4170.771, df = 36, p = .000

표 8. 운동지속의사 탐색적 요인분석

운동지속의사 척도의 첫 번째 요인은 참여의지(4.584)로 .164~.864 사이의 요인 적

재치가 분포되었으며, 마지막 요인은 무의지(3.038)로 .825~.865 사이의 요인 적재치

가 분포되었다. 누적 분산율은 84.687%로서 요인구조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인

정되었으며, 신뢰도 계수는 .921~.960으로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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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절차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종목 선택동기가 수업만족도와 운동

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국내·외의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

을 통해 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설문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 다음 사전검사를 통

해 신뢰도와 타당도 측정을 거친 후 연구 대상자에게 450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성의한 자료를 제외한 유효 표본 411부를 Excel을 이용해 전산입력을

하였으며, 자료처리와 통계분석 작업을 거친 후 연구 문제를 검증하였다.

5. 자료처리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설문을 통해 회수된 450부의 설문지 중 무성의한 자료

를 제외한 유효 표본 411부를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 26.0 버전을 이용하여

분석 목적에 따라 전산처리를 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사용할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참여종목 선택동기, 수업만족, 운동지속의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참여종목 선택동기, 수업만족, 운동지속의사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

관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참여종목 선택동기가 수업만족 및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기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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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종목 선택동기가 수업만족도와 운

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가설들을 검증

하였다.

1. 배경변인에 따른 선택동기와 수업만족도 및 운동지속의사

차이검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선택동기, 수업만족, 운동지속의사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

는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차이검증

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선택동기와 수업만족 및 운동지속의사는 다음

의 <표 10>, <표 11>, <표 12>와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선택동기의 차이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선택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

증을 실시한 결과, 내적 동기(t=4.069, p<.001)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적동기(t=2.476, p<.05)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동기(t=2.476, p<.05)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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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성별 N M SD t p

내적동기
남학생 274 3.46 .97

4.069 .000***

여학생 137 2.84 1.03

외적동기
남학생 274 2.67 .99

2.476 .014*

여학생 137 2.30 1.07

무동기
남학생 274 2.30 1.11

-2.964 .003**

여학생 137 2.78 1.03

** p<.01, *** p<.001

표 9. 성별에 따른 선택동기 차이 검증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종목에 따른 선택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적 동기(F=10.68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대인종목과 단체종목이 개인종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외적동기(F=3.508,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집단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무동기(F=11.352, p<.001)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개인종목이 대인종목과 단체종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참여종목 N M SD F p post-hoc

내적동기

개인종목(a) 59 2.85 1.00

10.686 .000*** b,c>a대인종목(b) 77 3.54 .82

단체종목(c) 275 3.45 1.01

외적동기

개인종목(a) 59 2.38 1.12

3.508 .031 -대인종목(b) 77 2.49 .88

단체종목(c) 275 2.71 1.00

무동기

개인종목(a) 59 2.93 1.17

11.352 .000*** a>b,c대인종목(b) 77 2.05 .96

단체종목(c) 275 2.32 1.10

*** p<.001

표 10. 참여종목에 따른 선택동기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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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선택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

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택동기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변수 참여종목 N M SD F p post-hoc

내적동기

1학년(a) 90 3.25 .94

1.085 .339 -2학년(b) 137 3.45 1.04

3학년(c) 184 3.40 .99

외적동기

1학년(a) 90 2.55 .96

1.045 .353 -2학년(b) 137 2.72 1.03

3학년(c) 184 2.59 1.01

무동기

1학년(a) 90 2.34 1.12

.048 .953 -2학년(b) 137 2.34 1.12

3학년(c) 184 2.37 1.11

표 11. 학년에 따른 선택동기 차이 검증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빈도에 따른 선택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적 동기(F=4.563,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 사후검증 결과 1회와 2회가 3회 이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동기

(F=4.792,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2회가 3회 이상 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동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참여종목 N M SD F p post-hoc

내적동기

1회(a) 335 3.34 1.00

4.563 .011** a,b>c2회(b) 49 3.38 1.07

3회 이상(c) 27 3.94 .59

외적동기

1회(a) 335 2.62 1.01

.031 .969 -2회(b) 49 2.61 1.03

3회 이상(c) 27 2.67 .96

무동기

1회(a) 335 2.34 1.11

4.792 .009** b>c2회(b) 49 2.73 1.19

3회 이상(c) 27 1.94 .84

** p<.01

표 12. 참여빈도에 따른 선택동기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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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업만족도의 차이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수업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업내용(t=2.262, p<.05)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효과(t=3.792, p<.001)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환경과 지도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성별 N M(SD) t p

수업내용
남학생 274 3.71(.82)

2.262 .024*
여학생 137 3.44(.83)

수업환경
남학생 274 3.65(.87)

.322 .748
여학생 137 3.61(.74)

수업효과
남학생 274 3.64(.85)

3.792 .000***
여학생 137 3.16(.87)

지도자
남학생 274 3.72(.83)

.320 .749
여학생 137 3.68(.75)

* p<.05, *** p<.001

표 13. 성별에 따른 수업만족도 차이 검증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종목에 따른 수업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업내용(F=5.840,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단체종목이 개인종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환경(F=6.843,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대인종

목이 개인종목과 단체종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효과(F=3.212,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대인종목이 개인종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도자(F=4.184,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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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참여종목 N M SD F p post-hoc

수업내용

개인종목(a) 59 3.40 .89

5.840 .003** c>a대인종목(b) 77 3.88 .74

단체종목(c) 275 3.68 .82

수업환경

개인종목(a) 59 3.57 .82

6.843 .001** b>a,c대인종목(b) 77 3.97 .79

단체종목(c) 275 3.57 .87

수업효과

개인종목(a) 59 3.43 .89

3.212 .041* b>a대인종목(b) 77 3.79 .82

단체종목(c) 275 3.56 .87

지도자

개인종목(a) 59 3.79 .79

4.184 .016* -대인종목(b) 77 3.93 .83

단체종목(c) 275 3.64 .82

* p<.05, ** p<.01, *** p<.001

표 14. 참여종목에 따른 수업만족도 차이 검증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수업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업만족도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참여종목 N M SD F p post-hoc

수업내용

1학년(a) 90 3.66 .92

.036 .965 -2학년(b) 137 3.68 .83

3학년(c) 184 3.68 .77

수업환경

1학년(a) 90 3.61 .92

.344 .709 -2학년(b) 137 3.62 .84

3학년(c) 184 3.68 .84

수업효과

1학년(a) 90 3.56 .90

.228 .796 -2학년(b) 137 3.55 .87

3학년(c) 184 3.61 .86

지도자

1학년(a) 90 3.72 .88

.180 .835 -2학년(b) 137 3.68 .79

3학년(c) 184 3.74 .82

표 15. 학년에 따른 수업만족도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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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빈도에 따른 수업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업내용(F=8.45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3회 이상이 1회와 2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수업환경(F=10.24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3

회 이상이 1회와 2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효과(F=10.88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3회 이상이 1회와 2회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도자(F=6.778,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3회 이상이 1회와 2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참여종목 N M SD F p post-hoc

수업내용

1회(a) 335 3.63 .81

8.453 .000*** c>a,b2회(b) 49 3.65 .87

3회 이상(c) 27 4.30 .66

수업환경

1회(a) 335 3.58 .85

10.242 .000*** c>a,b2회(b) 49 3.71 .80

3회 이상(c) 27 4.33 .82

수업효과

1회(a) 335 3.54 .84

10.887 .000*** c>a,b2회(b) 49 3.45 .96

3회 이상(c) 27 4.31 .73

지도자

1회(a) 335 3.68 .82

6.778 .001** c>a,b2회(b) 49 3.65 .77

3회 이상(c) 27 4.27 .73

** p<.01, *** p<.001

표 16. 참여빈도에 따른 수업만족도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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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운동지속의사의 차이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운동지속의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참여의지(t=3.575, p<.001)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의지(t=-3.072, p<.01)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성별 N M SD t p

참여의지
남학생 274 3.55 .99

3.575 .000***

여학생 137 3.01 1.03

무의지
남학생 274 2.00 .94

-3.072 .002**

여학생 137 2.43 1.01

** p<.01, *** p<.001

표 17. 성별에 따른 운동지속의사 차이 검증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종목에 따른 운동지속의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의지(F=8.31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대인종목과 단체종목이 개인종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무의지(F=11.77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후검증 결

과 개인종목이 대인종목과 단체종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참여종목 N M SD F p post-hoc

참여

의지

개인종목(a) 59 3.01 1.05

8.313 .000*** b,c>a대인종목(b) 77 3.66 .88

단체종목(c) 275 3.53 1.01

무의지

개인종목(a) 59 2.57 1.16

11.775 .000*** a>b,c대인종목(b) 77 1.83 .78

단체종목(c) 275 2.00 .92

*** p<.001

표 18. 참여종목에 따른 운동지속의사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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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운동지속의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동지속의사 하위요인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참여종목 N M SD F p post-hoc

참여의지

1학년(a) 90 3.49 .99

.030 .970 -2학년(b) 137 3.49 1.01

3학년(c) 184 3.47 1.03

무의지

1학년(a) 90 2.09 .89

.309 .735 -2학년(b) 137 2.00 .96

3학년(c) 184 2.07 .99

표 19. 학년에 따른 운동지속의사 차이 검증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빈도에 따른 운동지속의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여의지(F=5.383,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사후검증 결과 3회 이상이 1회와 2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의지

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참여종목 N M SD F p post-hoc

참여의지

1회(a) 335 3.46 1.01

5.383 .005** c>a,b2회(b) 49 3.32 1.11

3회 이상(c) 27 4.07 .61

무의지

1회(a) 335 2.07 .99

2.221 .110 -2회(b) 49 2.12 .87

3회 이상(c) 27 1.68 .68

** p<.01

표 20. 참여빈도에 따른 운동지속의사 차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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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택동기와 수업만족도 및 운동지속의사의 상관관계

본 연구의 두 번째, 세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에 투입될 변수 간

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1>은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변수 내적동기외적동기 무동기 수업내용수업환경수업효과 지도자 참여의지 무의지

내적동기 1

외적동기 .584*** 1

무동기 -.678*** -287*** 1

수업내용 .664*** .391*** -.541*** 1

수업환경 .380*** .224*** -.280*** .603*** 1

수업효과 .674*** .444*** -.504*** .782*** .603*** 1

지도자 .481*** .292*** -.357*** .711*** .679*** .759*** 1

참여의지 .787*** .455*** -.711*** .666*** .367*** .706*** .540*** 1

무의지 -.643*** -.297*** .725*** -.507*** -.241*** -.510*** -.356*** -.741*** 1

*** p<.001

표 21. 상관관계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동기와 무의지는 서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들은 모든 요인

간에는 통계적으로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는 모든 요인 간에 나타나고 있으며, 상관계수 범위는 -.741~ .782까

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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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동기와 수업만족도 및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1) 선택동기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표 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택동기가 수업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수업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내적동기(β=.526, p<.001)와 무동기(β=-.174, p<.01)

가 수업만족도의 하위요인 수업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내적동기, 무동기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수업만족도의 하위요인 수업내용에 대한 선택동기의 전체 설명 변량은

45.7%로 나타났다.

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β t p

수업

내용

(상 수) 2.441 .210 　 11.650 .000***

내적동기 .434 .049 .526 8.827 .000***

외적동기 .028 .037 .034 .744 .457

무동기 -.129 .037 -.174 -3.451 .001**

R2 = .457, F= 114.244, p<.001

** p<.01, *** p<.001

표 22. 선택동기가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수업내용)

<표 2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택동기가 수업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수업환경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내적동기(β=.321, p<.001)가 수업만족도의 하위

요인 수업환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만족도의 하위요인

수업환경에 대한 선택동기의 전체 설명 변량은 14.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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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β t p

수업환경

(상 수) 2.705 .274 　 9.865 .000***

내적동기 .276 .064 .321 4.299 .000***

외적동기 .036 .049 .042 .736 .462

무동기 -.039 .049 -.050 -.788 .431

R2 = .146, F= 23.260 p<.001

*** p<.001

표 23. 선택동기가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수업환경)

<표 2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택동기가 수업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수업효과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내적동기(β=.545, p<.05), 외적동기(β=.095,

p<.001), 무동기(β=-.108, p<.01)가 수업만족도의 하위요인 수업효과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적동기, 무동기, 외적동기 순으

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만족도의 하위요인 수업효과에

대한 선택동기의 전체 설명 변량은 46.4%로 나타났다.

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β t p

수업효과

(상 수) 1.958 .220 　 8.891 .000***

내적동기 .475 .052 .545 9.205 .000***

외적동기 .082 .039 .095 2.080 .038*

무동기 -.084 .039 -.108 -2.146 .033**

R2 = .464 F= 117.347, p<.001

* p<.05, ** p<.01, *** p<.001

표 24. 선택동기가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수업효과)

<표 2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택동기가 수업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지도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내적동기(β=.422, p<.001)가 수업만족도의 하위요인

지도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만족도의 하위요인 수업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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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선택동기의 전체 설명 변량은 23.4%로 나타났다.

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β t p

지도자

(상 수) 2.590 .249 　 10.420 .000***

내적동기 .347 .058 .422 5.956 .000***

외적동기 .022 .044 .028 .507 .612

무동기 -.047 .044 -.064 -1.061 .289

R2 = .234, F= 41.394 p<.001

*** p<.001

표 25. 선택동기가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지도자)

2) 선택동기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표 2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택동기가 운동지속의사의 하위요인 중 참여의

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내적동기(β=.529, p<.001)와 무동기(β=-.339,

p<.001)가 운동지속의사의 하위요인 참여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적동기, 무동기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운동지속의사의 하위요인 참여의지에 대한 선택동기의 전체 설명

변량은 67.7%로 나타났다.

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β t p

참여의지

(상 수) 2.264 .198 　 11.432 .000***

내적동기 .536 .046 .529 11.540 .000***

외적동기 .049 .035 .049 1.396 .163

무동기 -.309 .035 -.339 -8.740 .000***

R2 = .677, F= 287.785, p<.001

*** p<.001

표 26. 선택동기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참여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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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선택동기가 운동지속의사의 하위요인 중 무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내적동기(β=-.304, p<.001)와 무동기(β=.528,

p<.001)가 운동지속의사의 하위요인 무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운동지속의사의 하위요인 무의지에 대한 선택동기의 전체 설명 변량은 56.9%

로 나타났다.

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β t p

무의지

(상 수) 1.886 .218 　 8.670 .000***

내적동기 -.292 .051 -.304 -5.728 .000***

외적동기 .031 .039 .032 .788 .431

무동기 .455 .039 .528 11.734 .000***

R2 = .569, F= 179.152 p<.001

*** p<.001

표 27. 선택동기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무의지)

3) 수업만족도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표 2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업만족도가 운동지속의사의 하위요인 중 참여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수업내용(β=.347, p<.001)과 수업효과(β

=.534, p<.001)가 운동지속의사의 하위요인 참여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업효과, 수업내용 순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지속의사의 하위요인 참여의지에 대한 수업만족도의 전

체 설명 변량은 54.8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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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β t p

참여의지

(상 수) .390 .173 　 2.260 .024*

수업내용 .427 .070 .347 6.124 .000***

수업환경 -.192 .055 -.163 -3.481 .001**

수업효과 .622 .070 .534 8.817 .000***

지도자 -.002 .071 -.002 -.031 .976

R2 = .548, F= 122.928, p<.001

*** p<.05, ** p<.01, *** p<.001

표 28. 수업만족도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참여의지)

<표 2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업만족도가 운동지속의사의 하위요인 중 무의

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 수업내용(β=-.356, p<.001)과 수업효과(β

=-.393, p<.001)가 운동지속의사의 하위요인 무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운동지속의사의 하위요인 무의지에 대한 수업만족도의 전체 설명 변

량은 56.9%로 나타났다.

요인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β t p

무의지

(상 수) 4.116 .202 　 20.411 .000***

수업내용 -.415 .082 -.356 -5.092 .000***

수업환경 .162 .065 .145 2.515 .012*

수업효과 -.433 .082 -.393 -5.255 .000***

지도자 .113 .083 .097 1.357 .176

R2 = .321, F= 45.975 p<.001

*** p<.05, *** p<.001

표 29. 수업만족도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무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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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종목 선택동기가 수업만족도와 운동

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 이번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종목 선택동기, 수업만족, 운동지속의

사에 미치는 영향

첫째, 성별에 따른 종목 선택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은 내적동

기, 외적동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무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내적동기와 외적동기가 높게 나타난 김재훈, 박봉섭(2007)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여학생들의 종목 선택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조사하여 개설해 주는 등 여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수업만족에서 남학생은 수업내용, 수업효과가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

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신체활동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성별에 따라 수업만족도에 차이가 있다는 고진석(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성별에 따른 운동지속의사에서 참여의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의지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운동지속의사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

생에게서 높게 나타난다는 황근실(2006)의 연구 내용과 본 연구의 결과가 일치함을

보여준다. 여학생의 운동지속의사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학생 뿐 아니라 여학생도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학생의 스포츠 참여를 높

이고,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참여종목에 따른 선택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인종목과 단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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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서 개인종목보다 내적동기가 높게 나타났으며, 개인종목에서 대인종목과 단체

종목보다 무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종목에 따라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윤세은(2014)의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

참여종목에 따른 선택동기에서 단체종목은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대인종목은 수업환경과 수업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참여종목에 따른 운동지속의사에서 참여의지에서 대인종목과 단체종목이 개인종

목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의지에서 개인종목이 대인종목과 단체

종목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체종목이 개인종목보다

운동지속의사가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난다는 선우찬(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며, 대인종목과 단체종목은 개인종목에 비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므로 내적동기나 수업만족, 운동지속의사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셋째, 학년에 따른 종목선택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러한 결과는 학년에 따라 외적동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윤성근(2013)의

연구결과와 상이하다.

학년에 따른 수업만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수업형태에 재미를 느끼는 1학년이 수업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서응철(2015)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며, 학년에 따른 수업운영, 수업환경에 대

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장영문(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학년에 따른 운동지속의사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학년일수록 운동지속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이태호

(2009)의 연구 결과와 고학년일수록 운동지속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서희진

(2003). 연구결과와 상반된다.

넷째, 참여빈도에 따른 선택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주 1회 참여하는

학생이 주 2회, 3회 참여하는 학생보다 내적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빈도에 따른 수업만족에서 주 3회 이상 참여하는 학생이 주 1회, 2회 참여하

는 학생보다 수업내용과 수업환경, 수업효과, 지도자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도가 높을수록 수업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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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참여빈도에 따른 운동지속의사에서 참여의지에서 주 3회 이상 참여하는 학생이

주 1회, 2회 참여하는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의지에서는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 참여빈도가 많을수록 운동지속

의사가 높게 나타난다는 이희숙(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2. 참여종목 선택동기가 수업만족 및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1) 선택동기와 수업만족, 운동지속의사와의 관계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선택동기의 하위요인 중 내적동기는 수업만족의 하위요

인인 수업내용, 수업환경, 수업효과, 지도자 요인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스포츠클럽활동의 종목을 내적동기에 의해

선택하는 경우 수업만족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선택동기의 하위요인 중 내적동기가 운동지속의사의 하위요인인 참여의

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택동기의 하위요인 중 무동기가

운동지속의사의 하위요인인 무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학생들이 스포츠클럽활동의 종목을 내적동기에 의해 선택하는 경우 운

동지속의사가 높아지고, 무동기에 의해 선택하는 경우 운동지속의사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위 학생들이 내적동기에 의해 종목을 선택하는 경우에 수업만족도와 운동지속의

사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 이와같은 특성들을 잘 고려하여 학생들의 스포츠 활

동에 대한 내적동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끊임없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과 질을 높

여줄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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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만족과 운동지속의사와의 관계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수업만족의 하위요인 중 수업효과와 수업내용이 운동지

속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만족의 하위요인 중 수

업효과와 수업내용이 무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업

효과와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운동지속의사가 높아지고, 반대로 수업효

과와 수업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할수록 운동지속의사가 낮아진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운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의

지와 관계가 있다는 송은주(2018)의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한다.

이렇듯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스포츠 활동을 참여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수업만족도와 운동지속의사를 동시에 높여줄

수 있는 종목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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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종목 선택동기가 수업만족도와 운동지

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비확률 표본추출법 편의표본추출법을 사용

하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5곳의 학교에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학생의 모집단 450명의 표본 중 적절치 않은 39부의 표본을 제외한 411부를 최

종 유효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종목 선택동기,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수업만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운동지속의사, 종목 선택동기와 수

업만족과의 관계, 종목 선택동기와 운동지속의사와의 관계, 수업만족과 운동지속의

사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종목 선택동기는 성

별, 참여종목, 참여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둘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업만족은 성별, 참

여종목, 참여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셋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 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운동지속의사는

성별, 참여종목, 참여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넷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 학생의 종목 선택동기가 수업만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수업내용, 수업환경, 수업효과, 지도자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 학생의 종목 선택동기가 운동지속의사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의지, 무의지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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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 학생의 수업만족이 운동지속의사에 대한 양향

을 분석한 결과 의지, 무의지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대한 종목 선택동기는 수업만족도와 운동지속의사

에 영향을 미쳤다. 내적동기를 가지고 종목을 선택한 학생은 수업만족도가 높으며,

수업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운동지속의사 또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학교스포츠클럽활동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종목

선택동기, 수업만족, 운동지속의사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참여종목 선택동기와 수

업만족, 운동지속의사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

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향후 연구를 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중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그 범위를 한정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표집 대상과 지역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방법에 있어 양적연구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학교스포츠클

럽활동을 참여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심도 있고 다양하게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 방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적용한

양적연구의 확장과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질적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종목 선택동기가 수업만족도와 운

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이 변인만으로는 수업만족도와

운동지속의사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설스포츠클럽 경험 유무, 스

포츠클럽대회 참가 유무 등 다양한 변인을 통한 후속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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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설문지]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안녕하십니까?

설문조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중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참여종목 선택동기가

수업만족도와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

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자료는 오직 연구만을 위해서 사용 될 것이며,

의견은 귀중한 자료로 활용 될 것입니다. 한 문장도 빠짐없이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본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

석사과정 오 광 무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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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스포츠클럽 중 어떤 종목에 가입 되어 있습니까?

① 개인종목 육상, 요가, 댄스, 걷기, 등산, 자전거, 줄넘기, 플라잉디스크 등

② 대인종목 태권도, 유도, 검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③ 단체종목 축구, 농구, 야구, 티볼, 배구, 핸드볼, 피구, 뉴스포츠 등

2.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3. 몇 학년이십니까?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4. 스포츠클럽 활동을 일주일에 몇 회 참여하십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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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문장들은 참여종목 선택동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히 읽으시고 해당 항목에 ∨표로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해당 스포츠 종목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내

적

동

기

1 선택한 종목에 취미가 있어서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것들보다 재미있을 것 같아서 ① ② ③ ④ ⑤

3 운동을 할 때 느끼는 쾌감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4 운동을 하면 활기찬 기쁨을 느낄 수 있어서 ① ② ③ ④ ⑤

5 운동기술을 완벽하게 수행했을 때 오는 만족감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6 어려운 기술을 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7 운동을 할 때 운동에만 빠져들 수 있는 느낌이 좋아서 ① ② ③ ④ ⑤

8 새로운 종목의 운동을 경험 해 보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9 새로운 운동기술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① ② ③ ④ ⑤

10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① ② ③ ④ ⑤

외

적

동

기

11 체력을 향상 시키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12 체중조절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① ② ③ ④ ⑤

13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① ② ③ ④ ⑤

14 다른 친구들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 ① ② ③ ④ ⑤

15 운동을 잘 하면 친구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6 운동을 멋지게 해서 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① ② ③ ④ ⑤

17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18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어서 ① ② ③ ④ ⑤

19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건강하므로 ① ② ③ ④ ⑤

무

동

기

20 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1 왜 이 스포츠클럽 종목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22 아무런 의미 없이 선택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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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문장들은 수업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히 읽으시고 해당 항목에 ∨표로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자신이 선택한 스포츠 클럽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수

업

내

용

1
스포츠클럽 활동 전, 후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실시하

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스포츠클럽 활동이 재미있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스포츠클럽 활동 시 운동기능 습득의 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스포츠클럽 활동 시 배우는 이론지식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스포츠클럽 활동 시 운동과제의 난이도가 적당하다고 생

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

업

환

경

6
스포츠클럽 활동을 실시하는 데 있어 안전한 수업환경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스포츠클럽 활동 시 사용하는 기구들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스포츠클럽 활동 시 사용하는 수업 도구(매트, 공 등)는

잘 관리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스포츠클럽 활동 시 이용하는 학교체육시설(운동장, 체육

관)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스포츠클럽 활동 시 주변 환경에 대해 만족 한다. ① ② ③ ④ ⑤

수

업

효

과

11 스포츠클럽 활동이 긍정적인 성격변화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2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체력이 증진된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3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스포츠의 규칙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평생체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5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지

도

자

16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개인차를 고려하여 지도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7
스포츠클럽 선생님께서 지도하실 때 설명과 시범을 보여

주는 것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스포츠클럽 선생님께서 스포츠 종목의 특성에 맞게 지도

하시는 것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스포츠클럽 활동 시 선생님과 상호작용이 활발하다. ① ② ③ ④ ⑤

20 스포츠클럽 선생님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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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문장들은 운동지속의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세히 읽으시고 해당 항목에 ∨표로 체크 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자신이 선택한 스포츠 종목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까?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참

여

의

지

1 이 스포츠 종목의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시간이 된다면 이 종목의 스포츠를 꾸준히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주위 친구들에게 이 종목의 스포츠를 추천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스포츠 종목의 운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마음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5 이 스포츠 종목의 운동을 통해 운동이 재밌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6
이 스포츠 종목의 운동을 한 이후로 운동참여는 나에게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무

의

지

7 앞으로 이 종목의 스포츠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이 스포츠 종목이 적성에 맞지 않아 그만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9 이 스포츠 종목이 너무 어려워 그만두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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