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초등체육학회지, 2014, 제20권, 제3호, pp. 93∼101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2014, Vol. 20, No. 3, 93∼101

초등학생의 체육교사 신뢰에 따른 체육수업 만족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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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초등학교 체육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와 체육수업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초등학교 체육교육과
정의 운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3부를 제외하고 307부를 전산처리하였다. 그
에 따른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체육교사신뢰의 차이는 친밀성과 수업지
도 요인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체육교사신뢰의 차
이는 친밀성과 수업지도 요인에서 6학년이 5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학생의 체육교사신뢰 요인 중 친밀성
이 체육수업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어 : 체육교사, 체육수업, 신뢰, 만족

Ⅰ. 서론
초등학교 시절에 신체활동은 신체능력 뿐만 아니라
신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비롯해 재능이나 성적 매
력 등의 인지적 능력과 정신건강을 포함한 심리적 안
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효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기훈, 1996; 조홍식, 성기훈, 이종철,
2007, Cambell, 1984)는 신체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자
세와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에 참여하며, 성인이 되어
평생체육활동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는 여교사의 증가와 야외 수업에 대
한 기피 그리고 체육교과에 대한 지도능력의 부족 등
으로 능력을 갖춘 교사의 확보가 어려워 체육수업에
대한 지식과 잘 짜여진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
사보다는 몸이 불편하거나 학교업무로 인하여 체육지

도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다. 박명기
(2009)는 체육수업의 부정적인 여러 가지 형태의 행동
은 교사로 인해 형성한다고 하였다. 또한 초등체육지
도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신체적 자기개념
이나 정서, 수업 만족도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고전규, 정구인, 2010) 보고하고 있다. 이
와 유사한 연구(김지헌, 김승재, 2006; 박경석, 2011;
주영현, 2009)에서도 학생과 교사의 긍정적인 관계 형
성은 학생들의 학습의욕에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하였
다. 이러한 연구들은 교육의 주체인 체육교사들이 과
거처럼 ‘아나공’과 같은 방임형 체육수업에서 벗어나
혁신된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수업만족이란 객관적으로 정의된 개념이 아닌 심리
적 이론에 기초해(이유재, 1997) 정의되어 교사의 특
정 교수활동을 어떤 학생은 좋아하는가 하면 다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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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싫어할 수도 있다. 즉 학생들의 과제 수행, 사회
적 관계, 교사의 행동 등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지각하
여 자신이 설정한 기준에서 수업의 질을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교사의 역할은 단순한 지
식전달 보다는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고취시켜 다양한
신체활동이나 지식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내부 힘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강한 발
달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유평수, 2008). 이를 위
해 교사는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학
생들을 유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체육수업 만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체육교사의 교
수행동 유형이나 리더십(김종환, 2007; 이안수, 김성훈,
2011), 체육수업분위기지각(송춘현, 2013),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수업(권성호, 2001; 김효철, 설문규,
2010; 박경석, 김종욱, 김현식, 2008; 정준상, 2008; 조
미혜, 홍희정, 김승환, 2013; 최인규, 이안수, 2008)에
관한 주제로 학습자들의 동기 유발을 통해 자기주도
적으로 학습에 참여했을 때 수업의 효율성이 높아져
수업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의 체육수업은 기본적인 교육과정
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을 실행하지 않아 학교와 교사에 대한 불신이 커져
‘학교체육의 붕괴’의 상황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내의 체육학자들은 수업
모형, 교수전략, 뉴스포츠 등을 활용하여 연구(고문수,
2012; 김낭규, 2009; 김현우, 2010; 이규일, 류태호,
2010; 정우식, 이호철, 2010)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질 높은 교육에는 반드시 능력 있
는 교사가 필요하다. 교사의 능력은 타고난 성품과 자
질도 있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계속적인 연수와 자기계발의 기회가
지속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박재정, 2006). 급속하게 변
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교사의 전문적인 자질은 끊임
없는 교사들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
력은 수업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교육수요자들의
만족감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교사교육에 대한 근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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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박종률, 2006; 손준구, 2006; 신기철, 2011a,
b; 임현주, 김승재, 2007; 조순묵, 2009)를 살펴보면 수
업전문성의 향상보다는 스포츠 기능습득과 승진을 위
한 점수 확보 때문에 연수를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을 높이는 교사교육은 아직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초등체육 수업에서 교사의 역할은 전술한 것처럼
학습자의 수업만족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효율적
인 수업은 교사와 학습자간 긍정적인 레포가 형성되
어 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교사 자신은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받
아들이지 못한다면 교육효과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학생들의 신체활동은 자발적이고 즐거움이
수반되어야 하고 활동자체에 도전가치가 있을 때 오
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신뢰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을 의
지하면서 좋은 의도를 담고 있는 팀에 대한 기대 또
는 믿음”이라고 정의했다(Dirks, 2000). 다시 말해 어
떤 조직이나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 김성근(2011)은 야구감독이 구성원간의 신뢰를 얻
기 위해서는 팀을 정상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
듯 조직에서 신뢰는 단기간에 회복시키기 어려우며
한번 무너진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신뢰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스포
츠 팀을 대상으로 지도자의 신뢰에 관한 연구들(김현
식, 2007; 남중웅, 석강훈, 구강본, 2009; 이덕성, 설진
일, 석강훈, 2009; 최관용, 2006)은 대부분 정부나 기업
조직을 배경으로 경영학이나 리더십과 관련된 척도들
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상
과 환경이 다른 학교체육 수업의 교육환경 속에서 교
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측정하는데 무리가 있었다고 여
겨진다. 이 밖에도 학생과 교사의 신뢰 관계에 관한
연구들(박경석, 2011; 이숙정, 2006; Pearce, 2004)은 교
사와 학생들의 긍정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높은 학업
성취를 나타내며, 부정적인 관계에서는 궁극적인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까지 초등학생과 교사의 신뢰관계에 대한 상호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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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체육교사의 신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의 초점은 다양한 매체나 교사의
리더십, 전담교사와 담임교사의 차이에 따른 학생들의
체육수업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학생
들이 체육교사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른 수업 만족도
에 대한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만
진행되었을 뿐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교사 신뢰와
체육수업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체육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와 체육수업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여 초등학교
체육교육과정의 운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소규모, 대규모 학교 20
곳에 재학 중인 5-6학년 남학생 175명, 여학생 145명
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학생들은 모두 체육전담
교사와 체육을 전공한 담임교사에게 수업을 받은 학
생들이다. 설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
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군집무선
표집법을 통해 연구의 취지와 검사지의 내용을 설명
하고 설문을 실시한 후 바로 수거하였다. 조사 대상자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3부를 제외하고 307부를 전산
처리하였다.
2.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타당도는 요인분석
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추출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고, 회전 방식은
직각회전방식(Varimax)을
이용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 검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는 J도
에 소재한 N초등학교 학생 90명을 대상으로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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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한 86부를 가지고 통계처리
하였다. 예비 설문지 문항의 구성은 체육교사신뢰도
16문항, 체육수업 만족도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1) 체육교사신뢰도
체육교사신뢰도는 박경석과 박채희(2009)가 개발한
설문지를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수정․보완 하여
<표 1>과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 분석에서 나타난 하위 요인은 친
밀성 6문항, 운동능력 3문항, 수업지도 3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누적분산은 64.9%로 설명되
고 있다. 체육교사신뢰도에 대한 신뢰도 검사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친밀성 .899, 운동능력 .797, 수
업지도 .835로 Cronbach's α 값이 모두 .70 이상을 나
타내고 있으며 요인별 내적 일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
났다.
표 1. 초등학생의 체육교사신뢰 척도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n=86, 단위: 5점)
요인
문항
친밀성
친밀성
친밀성
친밀성
친밀성
친밀성
운동능력
운동능력
운동능력
수업지도
수업지도
수업지도
고유값
분산(%)
누적분산(%)
문항 수
KMO=.893

신뢰11
신뢰16
신뢰1
신뢰12
신뢰14
신뢰6
신뢰8
신뢰13
신뢰3
신뢰7
신뢰2
신뢰4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분 Cronba
(h2) ch ⍺
.718
.689
.680 .899
.499
.502
.720
.841
.541 .797
.486
.926
.460 .835
.725

.805 .200 .172
.677 .403 .262
.673 .405 .253
.648 .193 .203
.643 .097 .282
.606 .538 .252
.210 .880 .150
.203 .697 .122
.267 .547 .339
.269 .276 .882
.286 .118 .604
.291 .547 .601
3.155 2.675 1.959
26.288 22.295 16.321
26.288 48.583 64.904
6
3
3
2
x =610.230
df=66
p=.000

12

2) 체육수업 만족도
체육수업 만족도는 고전규와 정구인(2010)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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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표 2>
와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
되었으며, 요인 분석에서 나타난 하위 요인은 수업지
도 5문항, 학습환경 3문항으로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
고, 누적분산은 65.1%로 설명되고 있다. 체육수업 만
족도에 대한 신뢰도 검사결과 Cronbach's α 계수는
수업지도 .888, 학습환경 .834로 Cronbach's α 값이
모두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요인별 내적 일관성
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2. 체육수업 만족도 검사지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n=86, 단위: 5점)
요인
문항
수업지도
수업지도
수업지도
수업지도
수업지도
학습환경
학습환경
학습환경
고유값
분산(%)
누적분산(%)
문항 수
KMO=.903

만족1
만족11
만족6
만족4
만족8
만족7
만족10
만족3

요인1

요인2

공통분 Cronbach
⍺
(h2)
.754
.627
.710
.888
.587
.589
.705
.558
.834
.678

.815
.229
.770
.183
.743
.398
.685
.343
.557
.529
.235
.806
.235
.709
.457
.685
2.908 2.301
36.350 28.762
36.350 65.112
5
3
x2=383.674
df=28
p=.000

8

3. 자료 처리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Ver.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처리 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
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값을 구하였다.
둘째, 초등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체육교사신뢰
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초등학생의 체육교사신뢰에 따른 체육수업
만족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성별에 따른 체육교사신뢰도 차이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체육교사신뢰도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체육교사신뢰도 하위요인인 친밀성에서 남학생의
평균이 3.65, 여학생의 평균이 3.36으로 남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t값은 2.856으로 유의한 차이(p<.01)가 나
타났다. 운동능력 요인에 대한 평균값은 남학생
(M=3.66)이 여학생(M=3.4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의 수업지도에 대
한 차이는 남학생의 평균이 3.97, 여학생은 3.67로 남
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t값은 3.143으로 유의한 차
이(p<.01)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체육교사신뢰는
남학생(M=3.75)이 여학생(M=3.49)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유의한 차이(p<.01)가 나타났다.
표 3. 성별에 따른 체육교사신뢰도 차이 분석 결과
성별
남학생
친밀성
여학생
남학생
운동능력
여학생
남학생
수업지도
여학생
남학생
전체
여학생

n
168
139
168
139
168
139
168
139

M
3.65
3.36
3.66
3.46
3.97
3.67
3.75
3.49

SD
.92
.90
.82
.73
.89
.79
.76
.69

df

t

305

2.856**

305

2.194

305

3.143**

305

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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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체육교사신뢰의 차이는
친밀성, 운동능력, 수업지도 요인 모두 남학생이 여학
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밀성과 수업지도
요인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박경석과 박채
희(2009)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와 부
분적으로 일치한다. 다만, 초등학생은 체육교사의 운
동능력이 모두 우수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선
행연구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전규와
정구인(2010)은 초등학생이 체육전담교사의 수업보다
체육을 전공한 담임교사의 수업에 더 만족도가 높다

고전규․정구인

고 보고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의 운동능력
보다 학생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하여 활동 자체에 즐
거움이 수반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높은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다(송춘현, 2013)
는 것을 시사한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체육교사신뢰가 높게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고전규, 정구인, 2010; 고전규, 정구인,
김민숙, 2011; 김인숙, 박윤식, 2002)의 연구결과와 유
사한 결과이며, 그 이유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체육
교과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높고, 도전감과 경쟁심이
여학생보다 높기 때문이다(Mitchell, 1996). 또한 체육
수업 내용 선정, 상호작용 등 수업 전반의 흐름이 여
학생을 배려하려는 노력은 있지만 여전히 남학생 중
심으로 진행되기 때문(김윤희, 2007)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은 체육교사의 운동기능보다는
학생들이 교사와 대화가 용이하며 쉽게 다가갈 수 있
는 친근함과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를 신뢰한다고 할 수 있다.
2. 학년에 따른 체육교사신뢰도 차이
초등학생의 학년에 따른 체육교사신뢰도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학년에 따른 체육교사신뢰도 차이 분석 결과
학년
5학년
친밀성
6학년
5학년
운동능력
6학년
5학년
수업지도
6학년
5학년
전체
6학년
*p<.05, **p<.01

n
170
137
170
137
170
137
170
137

M
3.39
3.68
3.63
3.48
3.70
3.98
3.56
3.72

SD
.98
.82
.81
.74
.89
.79
.80
.63

df

t

305

-2.765**

305

1.629

305

-2.869**

305

-1.971*

체육교사신뢰도 하위요인인 친밀성에서 5학년 학생
의 평균이 3.39, 6학년 학생의 평균이 3.68로 6학년 학
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t값은 –2.765로 유의한 차이
(p<.01)가 나타났다. 운동능력 요인에 대한 평균값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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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생(M=3.63)이 6학년 학생(M=3.48)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의
수업지도에 대한 차이는 5학년 학생의 평균이 3.70, 6
학년 학생은 3.98로 6학년 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t
값은 –2.869로 유의한 차이(p<.01)가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체육교사신뢰는 6학년 학생(M=3.75)이 5학
년 학생(M=3.4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이
(p<.05)가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체육교
사신뢰의 차이는 친밀성과 수업지도 요인에서 6학년
이 5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체육교사신
뢰도에 운동능력은 5학년이 6학년 보다 높게 나타났
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6학년 여학생들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
(고전규, 정구인, 김민숙, 2011)에는 6학년 여학생의
체육교과의 선호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고하고 있다. 6
학년 여학생들은 이 시기에 신체적 변화가 가장 활발
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신체활동에 부담을 느낀다. 반
면 5학년 학생들은 남․여 모두 신체활동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며, 운동기능 습득을 요하는 학습과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는 2009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도전활동 영역의 내용이 변화한 이유이기도 하다. 따
라서 이 시기의 여학생들에게 적절한 학습 내용을 선
정하여 수업을 전개하여, 이들을 배려한 수업을 구성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운동기능 습득보다는 경
쟁심을 유발하여 신체활동이 비교적 적은 네트형 경
쟁활동 내용을 선정하여 스포츠리그전을 운영하는 것
도 좋은 방법으로 사료된다.
3. 초등학생의 체육교사신뢰와 체육수업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의 체육교사신뢰와 체육수업 만족도 관계
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5>과 같다.
체육교사신뢰의 하위요인이 체육수업 만족도에 대
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모형의 통
계값(F=87.163, p=.000)은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체육수업 만족도 총변화량의 47%가 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체육수업 만족도에

초등학생의 체육교사 신뢰에 따른 체육수업 만족도 관계

98

표 5. 체육교사신뢰와 체육수업 만족도 관계 분석 (n=297)
독립변수
(상수)
친밀성
운동능력
수업지도
F=87.163,

비표준화계수
Β
표준오차
.848
.192
.390
.058
.225
.067
.140
.054
R2(adj. R2)=.47(.47)

β

t

p

.411
.230
.139

4.408
6.680
3.811
2.578

.000
.000
.000
.010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친밀성(t=6.680, p=.000), 운
동능력(t=3.811, p=.000), 수업지도(t=2.578, p=.010)이며,
체육수업 만족도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친밀성, 운동능력, 수업지도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체육수업 만족에 친밀감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학교체육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며 역할 모델이 된다는 것이다(강종구,
2010). 따라서 교사의 한마디 말은 학생들과 관계형성
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학생들의 긍정적인 태도
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육수업 중 학생들의 노력에 대한 교사의 칭
찬과 같은 긍정적 피드백은 학습자의 수업 참여의욕
을 높이고(김종환, 2007; 백승헌, 김웅기, 2009), 강한
애착심을 갖고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이안수, 김성
훈, 2011).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유쾌한 감정을 가
지고 학습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개
별적 관심 또는 지적 자극을 통해 자아존중감은 물론
수업 만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변혁적
리더의 역할(최종필, 정병기, 2007; 이안수, 김성훈,
2011)을 해야 한다.
체육수업에서 학생의 교과태도는 성장기에 경험하
는 수업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
어 간다(김종환, 2007; Singer, 1996; Ziegler, 1996). 학
생들은 수업이 재미와 흥미가 있을 때 참여의욕을 높
이고 만족감을 갖는다(김종환, 2007). 따라서 운동기능
습득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부
담을 주기 보다는 2009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추
구하는 신체활동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긍정적인 태도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Ⅳ.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체육교사신뢰에 따른 체육수
업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5-6학
년 3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체육교사신뢰
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친밀감과 수업지도 요인은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학년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체육교사신뢰의
차이는 친밀성과 수업지도 요인에서 6학년이 5학년보
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체육수업 만족도의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내
는 표준화 계수에 의하면 친밀성, 운동능력, 수업지도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초등학생은 체육교
사와 친밀의 정도가 높게 형성될 때 체육교사를 신뢰
하고 있었으며, 체육수업에 대한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육교사는 학생들 개개인의 관심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대화를 나누는 등 친밀의 정도
가 높게 형성될 때 체육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게 형
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초등 체육교사는 학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운
동기능을 습득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학생 개개
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생들이 유쾌하게 수업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칭찬과 격
려와 같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혁적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교사의 수업운영
속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다양한 반응에 대한 결과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한계를 채워
줄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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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Physical education teacher
from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satisfaction
for Physical education class
Ko, Jeon-gyuJung, Koo-in(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material for operation of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in
elementary school by analyzing trus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teacher and their
satisfaction for Physical education class.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320 students in the fifth-six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Jeollabuk-do. Among collected questionnaire sheets, 13 sheets with insincere
answer were excluded and finally, 307 sheets were processed electronicall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for difference in trust in Physical education teacher from student according to gender, male student
was higher than female student in elements of intimacy and class instruction. Second, for difference in trust
in Physical education teacher from student according to grade, the sixth grade was higher than the fifth grade
in elements of intimacy and class instruction. Third, among elements of trust in Physical education teacher
from students, element of intimacy gave the largest influences.
※ Key words : Physical education teacher, Physical education class, trust,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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