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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예비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열정,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동료와의 관계성지지, 
그릿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체육수업 현장에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들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체육 수업을 참여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ce sampling)과 판단표본추출법
(judgemental sampling)에 의거 선정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200명 중 일괄적인 응답을 하거나 신뢰성이 떨
어진다고 판단되는 18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82부를 통해서 연구를 실시하였다. 체육교사의 열정은 자
율성지지와 관계성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은 채택되었다. 관계성지지는 그릿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자율성지지는 그릿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주요어 : 중학교, 체육, 교사열정, 자율성지지, 관계성지지, 그릿, 구조적 관계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enthusiasm, 
support for teacher autonomy, support for relationship with peers, and grit for preliminary high school 
students. This will be able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effective instruction and search for various 
teaching-learning methods in the physical educa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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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as selected based on convenience sampling and judgmental sampling, focusing on those who 
participate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for middle school students. Of the 200 respondents to the 
questionnaire, the study was conducted through 182 copies, excluding 18 questionnaires that were 
judged to be unreliable or responded collectively. When looking at the effects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passion on autonomy support and relationship support, the hypothesis was adopted as it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Relationship support appear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grit, so the hypothesis was adopted. However, support for autonomy was rejected 
as it did not appear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grit.

keywordS : Middle school, physical education, teacher passion, autonomy support, relationship 
support, grit, structural relationship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훌륭한 교사’란 어떤 교사를 말하는 걸까? 훌륭
한 교사라는 유형이 따로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
에 대부분의 교사들은 자신이 교사로서 꽤 훌륭하
다고 생각한다. 물론 훌륭한 교사를 한마디로 정의
하기란 불가능하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틀림없
는 사실일 것이다. 체육교사가 열정을 가지고 수업
을 준비하고 임할 때, 운동에 대한 열의가 높아지고 
이는 체육수업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
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1]. 체육수업은 신체적 
건강상태 유지와 스트레스 해소 등과 같은 직접적
인 기능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
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교사와 학생, 학생과 그의 
동료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사와 동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가에 따라 수업의 흥
미, 학업에 대한 참여 등과 같은 행동 변화에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되며 자신의 행동을 타인들이 얼마
나 지지해주는가에 따라 다양한 사회 심리적 현상
이 나타나게 된다[2]. 특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학
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
력 못지않게 교사와 또래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자율성 지지는 교사가 질서 있는 환경
이나 틀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합리적인 이
유를 제시하며 선택권을 주는 것으로 교사가 학생
의 자율성을 얼마나 지지하는지를 학생이 지각하는 
정도[3]로 정의된다. 
  교사의 자율성 지지가 반영된 체육수업은 학생의 
입장에서 주어진 학습활동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수

업의 흥미와 즐거움을 자아내기 위한 내적 가치를 
이끌어내고 학습활동에 따른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
시하며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주
도적 학습시간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교
사의 자율성 지지가 수반된 교육환경은 학습자의 
유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며, 자신의 학
업에 대한 역량을 확장하려는 의욕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4]. 
  이와 더불어 체육수업에서 수업결과에 효과적으
로 작용하는 변인으로 또래와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동료와의 관계성 지지를 들 수 있다. 타 과목
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체활동을 통해 서로의 생각
과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물론 동료와 함께 학습경
험을 공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동료들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
이 아닌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성향을 체득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5]. 즉, 동료와의 관계성 
지지는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자율성 지
지와 더불어 동료 간의 관심, 이해, 공감을 토대로 
존중, 배려, 응원, 격려와 같은 정서적 지지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며 나아가 그들의 사회화 과정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6, 7, 8]. Park, 
Chun, Kim[9]의 연구를 살펴보면 체육교사의 자율
성 지지와 동료 간의 관계성 지지가 여고생으로 하
여금 심리적 욕구 만족과 학습참여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Kang, Lee[6]의 연구에
서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동료 간의 관계성 지지는 
체육수업의 흥미 일관성과 노력 지속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정서적 지지가 학업에 대한 흥미와 노
력, 성취감 등과 같은 행동의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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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있어서 지능
보다는 투지, 호기심, 끈기가 더 중요하며 성공의 
필수요소는 역경에 부딪히고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
을 배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릿에 대한 연구
들이 학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
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이 심리학자 Angela 
Duckworth에 의해 개념화 된 그릿은 성장, 회복
력, 내적동기, 끈기를 함축하여 만들어졌으며, 자신
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경험하게 역경
이나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
해 지속적으로 인내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
한다[10].
  이렇듯, 그릿은 학생들의 자기조절을 촉진할 뿐
만 아니라 과제수행과 성공에 있어 좌절감이 생기
더라도 이를 지속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10,11,12]. 특히 체육수업은 반
복적인 과제연습을 통한 숙달과 수행능력향상, 수
행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
한 목표와 끈기, 노력 등이 분명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13]. 
  지금까지의 각 요인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
사 열정[14, 15, 16, 17, 18], 교사의 자율성지지
[19, 20, 21, 22, 23, 24, 25, 26], 동료와의 관계성
지지[27, 28, 29], 그릿[30, 31, 32, 33]의 요인에서 
그 범위가 넓게 지속적으로 알려져 왔으나 학생들
의 체육수업과 관련하여 사회 심리적 유용성을 설
명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교
육열정, 자율성지지, 관계성지지, 그릿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2, 6, 34, 35, 36]들을 살펴보면 교사의 
열정, 교사와 동료로 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학생들
의 그릿을 기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
고됨에 따라 중학교 체육에서 교사열정과 자율성지
지, 관계성지지가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가설을 설정하는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의 국, 내외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교육열정, 자율성지지, 관계성지지, 그릿이 청소년 
시기에 사회 심리적으로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의 대상이 
폭넓게 선정되어 있어 심리적 변화가 활발한 청소
년기에 정서적 관계, 인지적 관계, 사회적 관계 등
에 차이를[37, 38], 특정한 청소년 시기에 적용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고찰의 필요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이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
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예비고교생들의 
사회 심리적 현상의 관련성을 검증한 연구가 부족

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교사열정,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동료와의 관계성지
지, 그릿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는 체육수
업 현장에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들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교사열정, 교사의 자율성 지지와 
동료와의 관계성지지가 예비고교생들의 그릿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체육에서의 교사열정은 자율성지지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중학교 체육에서의 교사열정은 관계성지지
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중학교 체육에서의 그릿은 관계성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중학교 체육에서의 그릿은 자율성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9년 9월부터 3개월간 강원
도 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 수업을 참
여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편의표본추출법
(convenience sampling)과 판단표본추출법
(judgemental sampling)에 의거 선정하였다. 설문
조사는 과거 설문 조사 경험이 있고 사전에 충분한 
설문조사 방법을 교육받은 교사 3인이 진행하였으
며, 설문에 응답한 200명을 표집 하였다. 조사의 절
차는 설문지를 사용한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하였
다. 그리고 이들 설문지 중 일괄적인 응답을 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18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182부를 유효표본으로 설정하였다. 대상
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은 문헌연
구를 토대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예비고교생의 대
상자에게 체육교사의 교육열정, 자율성지지척도, 
관계성지지척도, 그릿에 대한 4개 영역으로 구성하
였고, 설문지의 모든 문항들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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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eople(N) Percent(%)

Gender
Male 110 60.4

Female 72 39.6

leisure participate
participate 170 93.4

do not participate 12 6.6
total 182 100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Potential Factor number education enthusiasm commonality Cronbach's α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passion

Education

A3 .899 -.019 .842

.912
A2 .805 -.028 .826
A1 .799 .021 .810
A4 .793 .020 .803
A5 .680 .191 .783

enthusiasm

A9 -.119 .905 .777

.886
A10 -.020 .898 .744
A7 .250 .610 .722
A6 .221 .550 .719
A8 .205 .518 .675

Eigenvalue 6.290 5.957
Dispersion(%) 62.901 59.565
accumulate(%) 62.901 59.565

KMO .925

Bartlett
x2 63.295

Degrees of freedom 26
Significance probability .001

Table 2.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passion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되는 선행연구의 이론에 근거하여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영역에 대한 설문지는 교육열정은 
교육헌신 척도[39] 설문지 문항에서 하위 척도 중 
교육의 열정에 해당하는 10개 문항을 추출하여 연
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자율성
지지척도는 Hardre와 Reeve[40]가 사용한 설문지
를 국내에서 Moon[41]의 국문으로 번한한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가 회의(체육학 박사 3인)를 실시하
여 질문지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관계성 지지척도의 경우, 
Cobb[42] 이 발표한 설문 문항을 국문으로 수정하
여 Park, Chun, Kim[9]의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 
문항을 연구 목적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릿의 경우 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10]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Grit-O)를 
Lee[43]이 번안한 척도를 본 연구의 목표에 맞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관심의 일관
성 6문항과 노력의 꾸준함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묻는 6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
렇다’까지 5점을 부여하는 5점 척도(5 Likert scale)
로 구성되었다. 각 개념들에 대한 구성타당도 검증
으로 사각회전방식 중 직접 오블리민(direct 
oblique rotation)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각 요인별
로 요인 적채치가 0.5이상인 문항을 선택하였다. 다
음은 각 사항별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결
과이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중 체육교사의 교육
열정은 <표 2>와 같이 교육애와 열정 2 개념으로 
분류되었고 자율성지지와 관계성지지는 <표 3>과 
같이 단일개념으로 분류되었고, 그릿 영역은 관심
의 일관성과 노력의 꾸준함 2개념으로 구분되었다. 
이 분석을 통하여 분류된 개별 변수들이 측정하고
자 하는 개념들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타
당성을 확보하였다. 
  자료의 정규분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첨도와 왜도가 ±2 이상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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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and factor
Factor loading

commonality Cronbach's α
Autonomy support Relationship support

Support for 
autonomy

B4 .948 -.082 .801

.943

B6 .851 -.055 .788
B5 .828 .035 .767
B7 .822 -.057 .766
B3 .798 .016 .764
B2 .787 .053 .746
B8 .757 .088 .734
B1 .749 .093 .714

Relationship 
support

C4 -.046 .910 .706

.928

C5 -.018 .862 .701
C3 -.045 .826 .690
C2 .005 .824 .671
C7 -.021 .817 .661
C1 .097 .699 .649
C6 .095 .675 .646

Eigenvalue 8.147 7.816
Dispersion(%) 54.312 52.107
accumulate(%) 54.312 52.107

KMO .917

Bartlett
x2 2248.740

Degrees of freedom 105
Significance probability .001

Table 3. Support for autonomy and Relationship support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Division and factor
Factor loading

commonality Cronbach's α
Consistency of interest Steady effort

Consistency of 

interest

G11 .805 -.305 .115

.839

G9 .725 -.220 .443
G6 .677 -.175 .417
G2 .665 -.252 .392
G8 .623 -.216 .390
G4 .617 -.321 .462

Steady effort

G12 -.048 .798 .233

.751

G10 -.194 .696 .389
G3 -.346 .632 .527
G7 -.510 .518 .487
G5 -.258 .473 .649
G1 -.228 .315 .701

Eigenvalue 4.212 3.663
Dispersion(%) 35.097 30.522
accumulate(%) 35.097 30.522

KMO .795

Bartlett
x2 749.085

Degrees of freedom 66
Significance probability .001

Table 4. Grit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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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문항 여부를 확인하였고, 모두 공통성이 .40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의 
적채치가  .40이하로 나타난 문항이 없었다. 요인별 
신뢰도는 .675∼ .840로 나타났다. 
  교사의 교육열정의 KMO(탐색적 요인분석) 값
은 경험특성은 .925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교육애 x²=63.295(df=26), 유의확률은 모두 
p<.001인 것으로 분석되어 요인분석에 적합한 공
통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요인별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문항의 내적 일관
성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는데 교육애 .912, 열
정 .886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
타났다. 자율성지지와 관계성지지의 자료의 정규분
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
과 첨도와 왜도가 ±2 이상 나타난 문항 여부를 확
인하였고, 모두 공통성이 .4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의 적채치가  .40이하
로 나타난 문항이 없었다. 요인별 신뢰도는 .646∼ 
.801로 나타났다. 자율성지지와 관계성지지의 
KMO(탐색적 요인분석) 값은 경험특성은 .917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x²=2248.740(df= 
105), 유의확률은 모두 p<.001인 것으로 분석되어 
요인분석에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 요인별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
여 문항의 내적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
는데 자율성지지 .943, 관계성지지 .928로 나타났
다.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릿의 관심의 일관성과 노력의 꾸준함에 있어서 
KMO(탐색적 요인분석) 값은 경험특성은 .795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x²=749.085(df=66), 
유의확률은 모두 p<.001인 것으로 분석되어 요인
분석에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요인별로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문
항의 내적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였는데 
관심의 일관성 .839, 노력의 꾸준함 .751로 나타났
다. 

2.3. 자료분석

  2.3.1. 측정모형의 검증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모형이 타당한지를 
우선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 할 것이며, 추정법은 최대우도법을 사
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판단을 위한 적합도 지수
는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
들은 모두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도, 모형의 적합성을 고려한다는 점 때문에 추천받
아지고 있는 적합지수들이다(홍세희, 2000). 적합
지수의 적합기준은 TLI, CFI는 .90 값 이상, 
RMSEA의 경우에는 .08 값 이하일 때를 좋은 적합
도로 해석하였고(44, 45, 46), 이는 구조모형 검증
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Amos 1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
였다.

3. 결 과

3.1.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

  각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각 변인간의 유의한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릿 요소의 노력의 꾸준
함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측정모형의 검증

  1차적으로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x2값은 
1131.877(p<.001), df값은 625로 나타났고, TLI지
수는 .837값을, CFI지수는 .847 값을, RMSEA지수
는 .0.79 값으로 나타났다. x2값이 통계적으로 유의
하고, 두 적합지수가 모두 임계값을 충족하지 않으
므로 측정모형은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 잠재변수의 특정 문항이 단일 차원성
을 보이지 않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ices)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F1
에서 a6, a8, 2문항, F2에서 b2, b5, 2문항, F3에서 
c4 1문항, F4에서 g3, g11, g12 3문항, 총 8문항에
서 단일 차원성을 보이지 않아 이 문항들을 삭제하
였다. 
  문항을 삭제하고 난 이후의 측정모형의 x2값은 
599.64(p<.001), df값은 346로 나타났고, TLI지수
는 .909 값을, CFI 지수는 .917 값을, RMSEA 지
수는 .064 값으로 나타났다. x2값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 모형은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였지
만, TLI, CFI 그리고 RMSEA 적합지수는 임계값을 
충족하므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수정된 2차 측정
모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차 측정모형의 경로계수는 다음 <표 7>과 같다. 
모든 표준화계수가 .4 값 이상으로 나타났으므로, 
각 문항이 잠재변수를 설명하는 것에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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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enthusiasm
Support for 
autonomy

Relationship 
support

Consistency of 
interest

Steady effort

Education 1 .758** .810** .457** -.144 .318**

enthusiasm .758** 1 .753** .416** -.185* .264**

Support for 
autonomy

.810** .753** 1 .525** -.229** .360**

Relationship 
support

.457** .416** .525** 1 -.255** .448**

Consistency of 
interest

-.144 -.185* -.229** -.255** 1 -.361**

Steady effort .318** .264** .360** .448** -.36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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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Model Fit 
1st

χ2 df p
x2/df

(Q)
TLI CFI RMSEA

1331.877 625 .001 2.131 .837 .847 .079

Model Fit 
2nd

χ2 df p
x2/df

(Q)
TLI CFI RMSEA

599.64 346 .001 1.733 .909 .917 .064

Table 6. measurement model verification result 

  

 

Hypothesis S.E. C.R, Result

H1 F1
Education 
enthusiasm

→ F2
Support for 

autonomy
.493 1.522*** Accept

H2 F1
Education 
enthusiasm

→ F3
Relationship 

support
.138 0.624*** Accept

H3 F3
Support for 
autonomy

→ F4 Grit .156 -0.184** Accept

H4 F2
Relationship 

support
→ F4 Grit .436 -0.045 Dis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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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Hypothesis Test Result   

3.3. 구조모형의 검증

  체육교사의 열정은 자율성지지(γ=1522, p< 
.001), 관계성지지(γ=.624, p<.001)에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성지지는 그릿(γ=-0.184, p<.01)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율성지지는 
그릿(γ=-0.904, p>.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한 
가설 검정의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먼저 체육교사의 열정은 자율성지지와 관계성 지
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관계성지지는 그릿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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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성지지는 그릿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기각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예비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체육수
업에서의 교사열정이 교사의 자율성지지, 동료와의 
관계성지지, 그릿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조
적 관계를 연구하고자 함에 있으며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결과의 해석과 
시사점에 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체육에서 교사의 열정은 예비고교
생의 자율성지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열정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
과 더불어 내적 가치를 전달하려는 교사의 노력 등
을 의미한다[47]. 교사를 통해서 학습자의 최적의 
도전, 충분한 자극, 자율성이 보장될 때 내재적 동
기가 강해지며 특히 자율성을 지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사의 태도, 열정, 동기 등은 학습자의 
인지와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
적되고 있다[48]. 이러한 접근은 초등학교 체육 수
업을 대상으로 교사열정과 학습자의 자율성지지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Kim[2]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으며 Cho[20]은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의 열정과 학습자의 자율성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교사의 열정이 학습자의 자
율성과 인과관계가 있으며, 자율성 지지는 수업 만
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교사의 열정은 예비고교생의 자율성지지와 관
계가 있으며 이는 높은 열정을 가진 교사가 가르치
는 학생들은 높은 자율성 지지를 가질 수 있음을 나
타낸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체육수업에서의 교사의 열정이 학생들로 하
여금 수업의 흥미와 즐거움을 자아내며 학습자 스
스로가 자신의 학습 과정을 주도한다고 느끼게 만
들 수 있는 수업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
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중학교 체육에서 교사의 열정은 동료와의 
관계성지지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Ames[49]의 연구에서 동료와의 
관계성은 타인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이며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배려와 존중 등의 
정서적인 지지를 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으며
  체육수업에서 지각한 교사의 수업열정은 중, 고
등학생의 역량강화, 저하 동기 분위기의 하위요인
(자율성지지와 사회적지지, 동기분위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Gam[47]의 연구결과
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n, 
Lee, Kim[17]의 교사의 수업열정 체험에 관한 연구
에서 교사의 열정적인 실천 양태는 교과의 대한 학
생들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교사의 열정
이 교사 자신을 향해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배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학생 간의 공감과 배려가 
펼쳐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체육수업
에서 교사의 열정은 학생들의 정서에 긍정적 영향
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며 교사의 수업열정을 학생
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따라 사회, 심리적 변인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타 교과와 
달리 체육교과는 이론과 실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실기 수업 중에는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
는 경우보다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간의 관계성지지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육수업에서 공감과 배려가 포
함된 교사의 수업열정은 동료 간의 관계성을 지지
해 줌으로써 긍정적인 수업분위기의 조성과 이루고
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체육수업에 대한 교사열정
을 발휘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동료와의 관계성 지
지를 높일 수 있는 교수전략들을 꾸준히 탐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중학교 체육에서의 동료와의 관계성 지지
는 그릿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체육수업에서 학생의 동료 간 관계
성 지지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교
사와의 자율성지지보다 동료 간의 관계성지지가 그
릿간의 관계에서 더 높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Kang, Lee[6]의 연구와 유사한 
연구결과가 나타났으며, 체육교육에서 동료로부터 
받은 지지는 학생들로 하여금 높은 의지와 심리적 
욕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Park[9]
의 연구와의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체육수업은 팀을 나눠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팀플레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협동의 
상호적 지지역할이 요구되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동료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
져 이해와 공감, 소속감, 동료애와 같은 정서적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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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이나 공동체 의식을 포함한 사회성함양에 필요한 
경험과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기르는데 좋은 기회가 
된다[9, 27]
  이는 체육수업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적 지지를 받을수록 노력의 꾸준함과 관심의 일관
성과 같은 그릿의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특히 예비고교생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
로 불안하고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되는 사춘기에 속
하기 때문에 서로 같은 고민을 나누고, 어려움이나 
실패의 경험에 대한 지지와 위로는 자신이 경험하
게 될 새로운 환경에 대해 성공과 성취를 이끌어내
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중학교 체육에서의 교사와의 자율성지지는 
그릿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27]의 연구에서 체육교사의 자율성지지가 학
생들의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Jin[21]의 연구에서도 체육교사가 
학생들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행동을 할 때 자율적
인 동기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심리적 욕구만족이 향상된다고 보
고하고 있어 이 연구의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또한 Kang, Lee[6]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체육수
업에서 교사의 자율성지지, 동료 간의 관계성 지지
와 그릿의 관계에서 마인드 셋이 조절 효과를 보임
에 따라 그릿에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지만 이 연구
에서는 교사와의 자율성지지는 그릿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
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연구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전체 학생이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고교생을 대상으로 연
구가 진행되었다. 예비고교생들은 발달상 중학교에
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과도기 단계로써 본인의 
능력과 흥미, 학교성적, 직업 전망 등의 요소들을 
더욱 신중히 고려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동시에 다
양한 내외적 변화로 인해 심리적으로 혼란을 경험
하게 된다. 이 시기에 같은 환경에 속해있는 또래와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지지를 받을 때 장기적
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열정과 끈기가 
향상된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체육수업에서 교사
로부터 제공되는 자율성지지보다 또래관계에서 형
성되는 관계성 지지가 과제에 대한 노력의 꾸준함
과 관심의 일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 한편, 중학교를 마무리 하는 시기에 교육 공

백기가 나타나는데 이시기를 활용하여 각 학생의 
심리적 욕구를 반영하여 고등학교 진학 후에 흥미
와 노력이 지속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
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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