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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교사의 체육수업지도에 따른 등학생의 인식을 분석하여 보다 즐겁고 효율 인 수업

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등학교 5.6학년 319명(남자 160명, 여자 159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체육수업 시 교사의 설명에 해 학생들은 매우 정 인 반응을 

보 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정 인 반응을 보 다. 한 교사의 시범, 지식에 해 학생들은 

체로 정 인 반응을 보여 체육수업활동 시 교사의 설명이나 지도를 통해서 얻는 움직임의 지식에 한 

남녀 학생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평가와 질서유지에도 정 인 반응을 보 는데 

교사의 평가에 한 공정성이나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단되며, 수업활동 참여에 해서도 상당히 높

은 반응을 보여 교사의 극 인 수업활동 참여를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체육수업지도 시 제시되는 학생들

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보다 잘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재미있고 보람차고 

정 인 체육수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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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tudy the student cognition toward the subject of physical 

education and toward the method of teaching in the class. For the statistical measurement, the 

population has been chosen as the fifth and sixth grade 319 students(160 male; 159 female) from 

four different elementary schools in Seoul, Korea. In terms of the teaching method and 

management of students, the results show that they agree with controlled participation in class 

and appreciate teachers ability such as explanation, skill demonstration, knowledge, evaluation, 

maintaining order and participating class.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 difference male and 

female except for teacher's explanation. This study clearly indicates that the students want more 

affirmative and cooperative class environment and they expect to be evaluated not only by skill 

itself, but also by class participation and activity in their physical education class. The cognition 

and preference toward the clas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did not show any difference 

in this study.

After all, Teachers need to have more understanding, more compassion and more sensitivity 

towards their elementary students for interesting, effective and affirmativ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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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학교 체육수업 시간에 정 인 경험이 많은 학생들

은 방과 후나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체육활동에 많이 

참가하나, 부정 인 경험을 많이 한 학생은 체육활동에 

소극 인 인식을 갖게 된다[18].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 

체육시간에 정 인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등학

생에게는 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체육수업에서 학생인식의 연구는 체육수업에 련된 

수많은 질문들을 교사의 입장이 아닌 학생의 과 소리

를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며, 연구의 

결과들은 교사들의 수업 방법과 내용 면에 보다 새로운 

사실을 제공하게 된다. 학생의 인식에 한 연구는 

등학교 학생들을 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1][5][17], 이를 바탕으로 등학교에 용하려는 노력

으로 신체 ․정신 으로 많은 성장과 변화를 보이는 

등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 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분의 학생들이 체육수업을 정

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흥미와 심을 보 다. 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체육

교육이 필요하고, 체육교육이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이

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다른 교과에 비해 성 에 한 

부담이 어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5], 흥미를 느끼는 이유로 등학생들은 ‘움직

이는 것이 재미있고, 좋아서’라고 밝히고 있으며[6], 

학생들은 체로 ‘체력․건강증진’, ‘스트 스․긴장해

소’, ‘흥미와 소질이 있어서’ 라는 이유로 체육수업을 선

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반면에 등학생들은 

체육교과를 주변교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체육교과

를 통한 심동 , 인지 , 정의  목표의 성취 가운데 인

지  목표에 한 인식은 미흡하 다.  학생들은 체

육교과를 ‘재미’와 ‘몸’을 해 하는 교과로 인식하고 있

었으며, ‘어울려 노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

다[11]. ․고등학교 학생들 한 체육수업을 정

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수업 자체의 교육 인 측면보다 

크 이션이나 학교생활의 여가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7]. 한편 체육 담교사의 수업에 해 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체육교과를 ‘체력발달을 한 교과’, ‘운

동기능 습득을 한 교과’, ‘사회성 함양으로서의 교과’, 

‘자유시간으로서의 교과’로 다양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드러났으며, 비주기 으로 행해지는 축구, 피구, 

발야구와 같은 게임 수업에 하여 등학교 학생들은 

‘자유시간’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10].

수업 내용면에서 등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가지는 

내용은 ‘게임 역’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

해 상 으로 ‘리듬  표 운동’에 심을 많이 보

다. 학생들은 수업 개시 희망하는 종목을 많이 다루

어 주기를 원하 으며, 이론 수업 시는 ‘운동경기 방법

과 경기 규칙’에 하여 많이 다루어 주기를 원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6]. 특히, 등학생들은 일반 으로 달리

기, 철 과 같은 체력훈련 심의 수업내용보다는 축구, 

발야구, 피구 등의 게임 활동을 선호하고 있었다[12].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체육에 한 

남녀 선호도나 선호 종목, 선호 이유 등에 한 연구는 

있으나, 등학생을 상으로 교사의 수업지도 내용에 

한 태도나 인식에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교사의 체육수업지도(설명, 

시범, 평가, 질서유지, 수업참여)에 한 등학생들의 

인식  태도를 분석하여 변화와 성장의 가능성이 많은 

등학교의 체육수업활동을 보다 내실있게 하기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한 것이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시내 등학교를 상으로 유층집락

무선표집법(stratified 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으로 표본을 추출하 다.

표본 추출 차는 서울 소재 11개 교육청 에서 한강

을 기 으로 하여 강남, 강북, 강동, 강서로 사분하여 일

련번호를 붙인 뒤 난수표를 이용하여 각 지역에서 1개

의 학교가 선정되도록 하여 총 4개 학교의 5․6학년 학

생 319명(남자160명, 여자159명)을 상으로 하 으며, 

연구 상 학생을 5․6학년으로 제한한 이유는 5․6학

년 학생들은 학년에 비하여 체육에 한 인식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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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 인 수

업은 1개 학교는 담임교사, 3개 학교는 담임교사와 

담교사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표본추출은 326개의 표본을 추출하 는데, 그  응

답이 부실하여 연구에 이용하기 곤란한 것을 제외한 총 

319개의 표본을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 으며, 본 연

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인구통계학  분포는 [표 1]과 

같다.

내용 구분 빈도(%) 계(n)

성별
남자 160(50.2)

319(100)
여자 159(49.8)

학년
5학년 154(48.3)

319(100)
6학년 165(51.7)

학교

S초교(남부지역) 76(23.8)

319(100)
W초교(북부지역) 84(26.3)

N초교(강서지역) 74(23.3)

S초교(강동지역) 85(26.6)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2. 조사도구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체육수업활동에 

한 등학생의 인식을 알아보는 ‘체육수업활동에 한 

학생들의 인식’ 설문지로서, Luke와 Cope[19]의 

‘Student Attitude toward Teacher Behavior and 

Program content in school Physical Education'에서 사

용한 설문지를 문항의 합성만 수정하여 사용하 으

며, 교사의 수업지도(4문항)와 학생 리에 한 인식(2

문항) 문항  6개를 문가 회의를 통해 선택하여 실

정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 다.

리커르트(Likert)식 5단계 척도를 사용한 질문지는 

15개의 문항으로 수업지도에 한 태도 역과 련된 

것이다. 질문지의 채 방식은 ‘매우 그 다’ 5; '그 다' 

4; ‘보통이다’ 3; ‘그 지 않다’ 2; ‘  그 지 않다 ’ 1

로 숫자 인 가치를 할당하 다.

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는 지도교수  본 학

원 공학생들과 장교사 5명으로 문가회의를 구성

하여 사 에 비된 설문지에 한 문항의 합성 여부

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 로 등학교 5․6학년 학생

을 상으로 비조사를 실시하 다. 비 조사에서 설

문지를 한 문항씩 설명한 다음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단어나 문장을 지 하도록 

요구하여 지 된 사항은 수정하 으며, 조사 도구의 신

뢰성은 재검법(test-retest)을 통해 검증하 다.

4. 자료처리

회수된 설문지 응답 자료를 검토하여 불성실하거나 

응답내용에 해 신뢰성이 없다고 단되는 자료와 이

 기입, 무기입 자료 등은 제외한 후 컴퓨터 분석에 

합하게 부호화하 다. 부호화된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

한 후 SPSSWIN Ver. 8.0을 활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

에 맞게 통계처리를 하 다. 각 문항별로 성별에 따

른 교사의 체육수업지도에 한 태도 차이는 χ
2 검증을 

사용하 으며, 통계  유의 수 은 .05로 하 다.

Ⅲ. 결과 및 논의

1. 교과내용 지도

1.1 교사의 설명

교사의 설명에 한 등학생의 인식에 한 분석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육시간에 배워야 할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느냐에 한 분석 결과, 

‘그 다(45.9%)’가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34.5%)’, 

‘매우 그 다(16.9%)’, ‘그 지 않다(6.3%)’, ‘  그

지 않다(2.5%)’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 시간 학습 내용 

설명에 한 학생들의 인식은 ‘그 다(45.9%’와 ‘매우 

그 다(16.9%)’를 합하면 응답률이 56.7%로 나타남으

로써 매우 정 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그 다’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45.9%)가 남자

(33.8%)보다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5% 

수 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문수[9]는 일부 여학생의 경우에는 교사의 설명부

족을 지 하 으며 간이 축구 설명을 남학생 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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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기 때문에 기 지식에 부족한 여학생들에게는 설

명내용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체육 수업

에 필요한 교구를 사 에 비하는 남학생들의 경우에 

교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남학생 자신은 매우 불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남학생의 경우에는 부분의 교사 

설명에 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으나, 교사의 지도 내

용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남녀별로 종목의 선호도와 난이도에 따

라 본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곽은창과 박온서[3]는 교사의 상세한 지도와 수업 시 

시청각 교육방법의 도입이 학생들에게 정 인 향

을 미치고 있었다. 한 틀에 박힌 비운동이 아무런 

교육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체육수업에 하여 부정

인 인식만을 심어주고 있다고 하 으며, 교사는 학생

들이 수행하는 비운동을 비롯한 모든 활동과 운동에 

하여 명확히 설명해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 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등학생들은 교사의 설명

에 해 높은 정 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운동경험이 풍부한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

의 경우 평소 운동경험의 부족으로 인해 체육수업활동 

 교사의 설명에 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 여학생의 경우 교사의 설

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체육수

업 시에 사용되는 운동용어가 익숙한 남학생에게는 교

사의 설명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만, 운동경험이 부족

하고 운동용어가 생소한 여학생에게는 교사의 설명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교사는 체육

수업 시 설명의 수 을 남녀학생의 학습능력 수 에 맞

춰야하며, 명확한 이해를 돕기 해 다양한 보조 교구

나 시범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분 인원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총 319 54(16.9) 127(39.8) 110(34.5) 20(6.3) 8(2.5)

남 160 32(20.0) 54(33.8) 61(38.1) 7(4.4) 6(3.8)

여 159 22(13.8) 73(45.9) 49(30.8) 13(8.2) 2(1.3)

χ²= 9.800 df = 4 p＜.05

표 2. 교사의 설명에 대한 학생의 인식

1.2 교사의 시범

교사의 시범에 한 등학생의 인식에 한 분석은 

[표 3]에서와 같이, 체육시간에 배워야 할 것에 한 기

술 시범을 잘 보여주느냐에 한 분석 결과, ‘보통이다

(32.0%)’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25.1%)’, ‘매우 그

다(15.4%)’, ‘그 지 않다(15.4%)’, ‘  그 지 않다

(12.2%)’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시간 학습내용 시범에 

한 학생들의 인식은 ‘그 다(25.1%)’와 ‘매우 그 다

(15.4%)’를 합한 응답률은 40.5%로 나타나 비교  정

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보통이다

(32.0%)’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33.1%)가 여자

(30.8%)보다 약간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5%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 익[4]은 등학생들이 체육교사에 해서 운동

실기 기능이 우수하여 시범을 보여주기를 기 하고 있

으며, 기능 부족교사의 경우는 우수기능 보유 교사가 

신 실기를 지도하기를 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이 교사의 시범에 해 등학생들이 정

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실기 지도 시 움직임 원리 설

명과 함께 보여진 교사의 시범이 학생들에게 학습과제

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유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되며, 등학생들이 운동기능 학습 시 시범의 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구분 인원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총 319 49(15.4) 80(25.1) 102(32.0) 49(15.4) 39(12.2)

남 160 25(15.6) 39(24.4) 53(33.1) 26(16.3) 17(10.6)

여 159 24(15.1) 41(25.8) 49(30.8) 23(14.5) 22(13.8)

χ²= 1.049 df = 4 p>.05

표 3. 교사의 시범에 대한 학생의 인식

1.3 교사의 지식

교사의 지식에 한 등학생의 인식에 한 분석은  

[표 4]에서와 같이, 교사가 체육에 한 많이 알고 있느

냐에 한 분석 결과, ‘그 다(32.6%)’가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29.5%)’, ‘매우 그 다(21.0%)’, ‘그 지 않다

(10.7%)’, ‘  그 지 않다(6.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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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지식에 한 학생의 인식은 ‘그 다(32.6%)’와 

‘매우 그 다(21.0%)’를 합하면 응답률이 53.6%로 체

로 정 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그

다(32.6%)’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34.4%)가 여자

(30.8%)보다 높았으나, 통계 으로 5% 수 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인원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총 319 67(21.0) 104(32.6) 94(29.5) 34(10.7) 20(6.3)

남 160 36(22.5) 55(34.4) 43(26.9) 16(10.0) 10(6.3)

여 159 31(19.5) 49(30.8) 51(32.1) 18(11.3) 10(6.3)

χ²= 1.515 df = 4 p>.05

표 4. 교사의 지식에 대한 학생의 인식

곽은창[2]은 정․부정  주요사건 기록 분석에서 

교수행동에서 보여지는 ‘교사의 지식’이 체육시간의 학

생들에게 정 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

고 있다.

안양옥[8]은 체육 교과내용지식 수 과 수업지식 간

의 련성에 해 교사들은 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

은 내용 역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내용 역을 가르치는 것에 해 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하 다. 즉, 교사들이 ‘많이’ 아는 종목에 하여 

보다 잘 가르칠 수 있으며, 잘 가르치기 해서는 가르

칠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지도내용을 잘 알고 있는 교사일수

록 학생들에게 과제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달하고 학

습 과제에 해 구체 인 피드백을 제공한 것이 학생들

에게 정 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 

교사의 실제 수업은 교사가 가진 교육내용에 한 이해 

정도에 따라 향을 받고 있으므로 교육내용에 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갖추기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1.4 교사의 평가

교사가 실시하는 평가의 공정함에 한 등생의 인

식에 한 분석은 [표 5]에서와 같이, 교사가 평가에 

하여 공정하느냐에 한 분석 결과, ‘그 다(35.1%)’가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다(30.7%)’, ‘매우 그 다

(18.8%)’, ‘그 지 않다(11.0%)’, ‘  그 지 않다

(4.4%)’ 순으로 나타났다. 평가의 공정성에 한 인식은 

‘그 다(35.1%)’와 ‘매우 그 다(18.8%)’를 합하면 

53.9%로 체로 정 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응

답률을 보인 ‘그 다’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36.5%)

가 남자(33.8%) 보다 더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로 5% 수 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구분 인원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총 319 60(18.8) 112(35.1) 98(30.7) 35(11.0) 14(4.4)

남 160 36(22.5) 54(33.8) 46(28.8) 16(10.0) 8(5.0)

여 159 24(15.1) 58(36.5) 52(32.7) 19(11.9) 6(3.8)

χ²= 3.450 df = 4 p>.05

표 5. 교사의 평가에 대한 학생의 인식

Shropshire 등[20]은 남․여학생 모두에게 평가는 체

육수업의 일반  흥미에 가장 크게 향을 끼치고 있었

으며, 평가와 등 을 매기는 것을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는 가치 있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김 익[4]은 등학생들이 실기 평가에 있어서 학습

한 내용을 바로 평가하는 것보다 충분히 연습하고 학기

말에 평가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론(지

필)평가는 남녀학생 모두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임경진[14]은 평가에 있어 교사가 성차별을 하

는 것으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상과 같이 체육교사의 평가에 한 공정성이나 신

뢰감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많

은 연구들이 체육 평가 기회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

고, 평가방법이나 평가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부정 인 

인식을 보고하고 있어[3][13][14][16], 부정 인 반응을 

보인 15.7%의 소수인 학생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다. 물론 평가라는 것이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으

나 실기평가의 비 이 높은 교과의 특성상 명확한 평가

기 을 마련하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용하여 학생들

의 능력에 따른 공정하고 객 인 평가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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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 관리 지도

2.1 교사의 질서유지

교사의 질서유지에 한 등학생의 인식에 한 분

석은 [표 6]에서와 같이, 체육시간에 질서유지를 잘 해 

주는냐에 한 분석 결과, ‘보통이다(43.6%)’로 가장 높

았으며, ‘그 다(31.0%)’, ‘매우 그 다(14.1%)’, ‘그 지 

않다(9.4%)’, ‘  그 지 않다(1.9%)’ 순으로 나타났

다. 체육시간 질서유지에 한 학생들의 인식은 ‘그 다

(31.0%)’와 ‘매우 그 다(14.1%)’를 합하면 45.1%로 비

교  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보통이다’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녀 각각 43.8%

와 43.4%로 비슷하게 나타나 통계 으로 5% 수 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인원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총 319 45(14.1) 99(31.0) 139(43.6) 30(9.4) 6(1.9)

남 160 25(15.6) 46(28.8) 70(43.8) 17(10.6) 2(1.3)

여 159 20(12.6) 53(33.3) 69(43.4) 13(8.2) 4(2.5)

χ²= 2.255 df = 4 p>.05

표 6. 교사의 질서유지에 대한 학생의 인식

이 상[12]은 교사들은 신체 인 벌이 학생 리  

동기유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

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체육활동에 하여 부정 인 

생각을 갖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승배[10]는 교사의 통제 방식에 한 남녀 등학

생들의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났음을 보고하고 있다. 여

학생들은 신체 인 압력이 주어지는 신체  통제보다

는 언어  통제를 원하고 있었으나, 남학생들은 신체  

통제에 해서도 수 하고 있었다. 즉, 여학생들은 어떠

한 이유에서건 통제의 형태가 신체 인 에 의한 체

벌에 해서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체로 남

학생들은 통제방식에 한 문제보다 통제시간에 더욱 

더 많은 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lmon과 Carter[21]는 체육시간에 사회  인식과 

련해서 교사가 동, 공정함, 타인에 한 존 과 같

은 사회성에 해서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은 규칙을 지키고, 차례를 기다리고, 을 서서 있는 것

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교사는 서기와 규칙 지키기

에 한 합당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부정

인 인식을 피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의 연구에서와 같이 학생들은 교사의 질서 유지

에 해서는 정 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질서를 유

지하기 해 교사가 취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  측

면에서는 부정 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수업 시간에 발생하는 안 사고는 교사의 교직생활

에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고 교사를 축시키기 때문에 

교사는 안 사고를 방하기 해서 규율과 통제의 필

요성과 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나 교사들이 학생

들의 통제를 하여 벌이나 기합을 주는 것에 하여 

등학생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교사의 기합과 벌보다는 학기 에 학

생들과의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그러한 약속과 규칙을 

지켜야 하는 합당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2.2 교사의 수업활동 참여

교사의 수업활동 참여에 한 등학생의 인식에 

한 분석은 [표 7]에서와 같이, 체육시간에 수업활동에 

참여하느냐에 한 분석 결과, ‘그 다(36.4%)’가 가장 

높았으며, ‘매우 그 다(32.3%)’, ‘보통이다(25.4%)’, ‘그

지 않다(3.4%)’, ‘  그 지 않다(2.5%)’ 순으로 나

타났다. 교사의 수업참여에 한 학생들의 인식은 ‘그

다(36.4%)’와 ‘매우 그 다(32.3%)’를 합하면 68.7%로 

나타남으로써 매우 정 임을 알 수 있다.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그 다’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41.5%)

가 남자(31.3%)보다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 으

로 5% 수 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인원
매우 
그 다

그 다 보통이다
그 지 
않다

 
그 지 
않다.

총 319 103(32.3) 116(36.4) 81(25.4) 11(3.4) 8(2.5)

남 160 51(31.9) 50(31.3) 47(29.4) 5(3.1) 7(4.4)

여 159 52(323.7) 66(41.5) 34(21.4) 6(3.8) 1(.6)

χ²= 8.891 df = 4 p>.05

표 7. 교사의 수업활동 참여에 대한 학생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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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선[11]의 연구에서 수업의 과정에서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에 하여 정 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은 

안정되고 통제된 학습 분 기를 원하는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은 교사가 함께 참여하면서 지원 이고 격려하

는 분 기를 조성함으로써 수업에 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 으며, 교사가 참여함으로써 수업에 

의욕이 없던 학생들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진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 다. 주로 운동능력

이 뒤떨어지는 학생들은 교사가 개입함으로써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고 수업상황에서 자신

들을 방해하고 장난하는 학생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

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같이 등학생들은 교사의 극

인 수업활동 참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단순히 언어  표 만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

보다는 극 인 참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참여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정 이고 지원 이며 

격려하는 수업 분 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체육수업 시 교사의 설명에 해 학생들은 매우 정

인 반응(56.7%)을 보 으며,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정 인 반응을 보 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 평소 

운동경험의 부족함으로 인해 체육수업활동  교사의 

설명에 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

교사의 시범에 해 학생들은 비교  정 인 반응

(40.5%)을 보 다. 이것은 실기 지도 시 학습과제를 명

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시범의 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지식에 해 학생들은 체로 정 인 반응

(53.6%)을 보 으며, 이것은 체육수업활동 시 교사의 

설명이나 지도를 통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

다. 

교사의 평가에 해 남녀 학생 모두 체로 정 인 

반응(53.9%)을 보여 교사의 평가에 한 공정성이나 신

뢰감은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교

과의 특성상 명확한 평가 기 과 다양한 평가 방법을 

기 하고 있었다.

교사의 질서유지에 해 학생들은 비교  정 인 

반응(45.1%)을 보 다. 학생 통제나 심리  부담감은 

있지만, 교사의 기합과 벌보다는 학생들끼리 규칙을 정

하여 지키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의 수업활동 참여에 해 등학생들은 매우 높

은 정 인 반응(68.7%)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교사의 

극 인 수업 참여는 학생들에게 수업참여 욕구를 불

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체육수업지도 시 제시되는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보다 잘 이해하고 가까이 다가서려는 노

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재미있고 보람차고 정 인 체

육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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