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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성취목표 성향과 체육수업 참여 동기가 초등학생의
체육교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문윤제(전남대학교)*

Ⅰ. 서론
초등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아동들에게 체육수업을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아동들이
자발적인 흥미를 가지고 도전적으로 자신의 운동 목
표나 신체활동을 성취할 수 있고, 적절한 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수업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성장을
보이는 초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은 그 성장수준에 따
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행동을 보이는 반면, 교사들
은 항상 같은 생각과 같은 모습을 고집하며 학생들의
불성실하고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만을 나무라고 있다
(한상현, 2003).
대부분의 초등학교 체육수업은 정해진 교육과정에
의해서 학생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체육시간이
되면 같은 학급의 학생과 체육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체육수업은 객관적으로 보면 모두에게 공통적
으로 적용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생의 인
지적인 사고과정은 많은 차이가 있다.
체육학습에 있어서 신체적 능력의 정도가 높다고
인지할 경우에는 체육학습에 대한 적극적 행동이 나
타날 것이다. 그러나 신체적 능력의 정도가 낮다고 인
지할 경우에는 체육수업에 대하여 소극적 행동을 취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이고 자신
감 넘치는 태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것은 수업의 질적
인 향상과 자기 성취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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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것이다(이지원, 2005).
이와 같이 학생들의 신체적 자기 성취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에 대한 연구가 매
우 중요하여 성취목표 성향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
되어 왔다(성창훈, 1995, 유생열, 2000, 유진, 허정훈,
2001).
성취목표 성향은 스포츠 상황에서 활동에 대한 목
표를 지각하는 방식에 따라 성취 목표 행동이 나타난
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Dweck, 1986; Maeher & Nicholls,
1980; Nicholls, 1992; 유생열, 2000). 현재까지 연구되
어진 성취목표 성향이론(Ames, 1992; Duda, 1993;
Dweck, 1986; Nicholls, 1992; Robert, 1992)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성취목표 성향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스포츠와 같
은 성취상황에서 과제 목표 성향(task goal orientation)
과 자아 목표 성향(ego goal orientation)을 가지고 자
신의 능력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능력은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되며
성취목표와 관련성을 가진다.
과제 목표 성향의 사람들은 비교의 대상이 자기 자
신이다. 자신의 기술이 향상되었다거나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면 유능성과 자결성을 느끼고 성공했다
고 판단한다. 과제의 어려운 정도는 자기 자신의 숙련
판단과 이해 능력에 따라 결정한다. 운동과제에 향상
될수록 유능성은 높아진다. 과제에 숙련되기 위해 필
요한 노력을 많이 할수록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은
높아진다(Nicholls, 1984; 1992). 따라서 과제 목표 성
향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운동과제나 경쟁에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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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도 크게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동기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 즉 목표에 대한 자
기 자신의 기준을 통해서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때문
에 실패할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긍심과 성취감은 더 높아진
다.
그러나 자아 목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유
능성을 다른 방식으로 판단한다. 능력감이나 성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이와 같이 자아 목표 성향의 사람들은 노력과
능력을 반대로 생각한다. 즉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노력을 적게 하여 성공을 이
끌어 내는 것은 능력이 높다고 단정 짓는다(Nicholls
& Miller, 1984). 스스로 판단하기에 유능성이 낮은
자아 목표 성향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적은 노력으로 자신의 유능성을 과시하고자 쉬운 과
제를 택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중도에 포기하거나 변
명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매우 어려운 과제를 선택
하는 경향이 있다(Duda, 1992; Duda & Hall, 2001).
성취목표 성향과 관련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과제 목표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이
자아 목표 성향이 높은 청소년들보다 체육수업이나
방과 후 신체활동에 더욱 즐겁게 참여하고, 불안과 같
은 부정적인 정서가 낮으며 운동 기능이 높아지고, 주
어진 과제를 오래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이석준, 2001;
정봉해, 2006; 임정연, 2007; Treasure & Roberts,
1998).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과제 목표 성향을
유도해 내는 수업분위기를 만들어 줄 때 학생들은 교
사를 더 높이 평가하고, 동료 학생들은 서로를 더 좋
아하며, 자긍심이 더 높아진다(김진옥, 2006; 김종환,
2007; Smith, Balaguer, & Duda, 2006).
최근 스포츠 참여에서 영향을 미치는 동기적 측면
에 관심이 대두되면서 성취목표 성향과 동기와의 상
호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
자들은 과제 목표 성향은 내적 동기 증가와 관련이
있고, 자아 목표 성향은 내적 동기 감소를 시킬 수 있
다고 주장한다(안성희, 2003; Kavussanu & Roberts,
1996; Wang & Biddle, 2001). 반면에 유능감이 높고
자아 목표 성향인 사람들은 적응적 성취 전략과 같은

내적 동기(노력과 인내)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
구 결과도 있다(Duda, 2001). 따라서 이에 대한 계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체육교과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규칙적인 신체활
동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체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는 학생들이 학업을 통해서 각 과목에
형성되는 흥미, 만족, 유쾌도 등과 같은 전반적인 정
의적 요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과에 대한 태도는 학
생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체육교과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고 만족,
보람 등과 같은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학생의 경우
여타 외부적인 통제가 없는 경우에도 스스로 활동에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가정할 수 있다(정경자,
2006).
또한 Singer(1996)는 체육에 대한 태도 형성은 성장
기에 경험하는 체육의 질적 측면에 의해 영향을 받으
며, 이 시기에 형성된 체육에 대한 태도는 평생 동안
지속되며 평생체육의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
장한다. 그러므로 체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
교 체육 현장이나 학교 이외의 스포츠 활동에서 내적
동기(재미, 즐거움) 측면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초등학
교 체육 수업 상황에서 체육 성취목표 성향 그리고
체육수업 동기, 체육교과 태도에 관한 실제적인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
으로 체육 성취목표 성향과 체육수업 동기가 체육교
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이론적인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실제 체육수업 현장에서 체육
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형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유용한 교육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초등학교
체육수업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문윤제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유층집락 무선 표집법을
이용하여 7개 초등학교를 선정하고 7개 초등학교의
5·6학년에 해당하는 학급을 대상으로 단순 무선 표집
법을 이용하여 각 학교마다 4개 학급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647명
(남:319명, 여:328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생
의 연령범위는 10∼12세, 평균연령은 11.6세(표준편차
0.62)였다.
2. 측정도구
1) 체육 성취 목표 성향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체육 성취 목표 성향의 측
정은 Duda(1993)가 개발한 스포츠 성취 목표 성향에
관한 질문지(TEOSQ: Task & Ego Orientation in
Sport Questionnaire)를 이수봉(2003)이 초등학교 신체
유능성 지각 수준과 내적 동기, 성취 목표 성향의 연
구에서 적용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 목표 성향과 7문항과 자아 목표
성향 6문항, 총 13문항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5
점 등간척도로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과제 목표 성
향에서는 “체육시간에 나는 열심히 노력하여 새로운
운동 기술 능력을 배울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
다.”와 자아 목표 성향에서는 “체육시간에 나는 친구
들에 비해서 더 잘할 때 가장 잘 했다는 느낌이 든
다.”에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매우 그렇지 않
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에서 측정하였다.
TEOSQ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
여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되었다(임병길, 유생열, 2001; 이수봉, 2003; 유진,
허정훈, 2001; 문윤제, 2005). 본 연구에서 분석된 체
육 성취 목표 성향 질문지에 대한 요인별 신뢰도 계
수(Cronhach's α)는 과제 목표 성향 .872, 자아 목표
성향 .901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2) 체육수업 참여 동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체육수업 참여 동기에 관한 검
사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동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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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질문과 문헌조사를 통한 자료 그리고 Pelletier
등(1995)의 스포츠 동기 척도(SMS; Sport Motivation
Scale)와 정용각(1998)의 스포츠 참여 동기 질문지를
바탕으로 하여 이승주(2000)가 우리나라 초등학교 5,6
학년 수준에 맞추어 개발한 질문지를 전문가의 자문
을 구하여 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체육수업 참여 동기 문항에 대해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는 체육수업 시간에 왜 열심히
운동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내적동기 11문항
(예; 새로운 운동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재미 때문에)
과 외적 동기 13문항(예; 운동을 잘해서 선생님께 관
심을 받고 싶기 때문에),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고
“매우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
에서 측정하는 5점 등간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산출한 체육수업 참여 동기 질문지에 대한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hach's α)는 내적동기 .897, 외적동기
.785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3) 체육교과 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체육교과 태도에 관한 질문지
는 김종환(2004)이 개발한 한국형 체육교과 태도(KPEAS)
질문지를 바탕으로 정경자(2006)가 초․중․고 학생
수준에 맞게 제작하여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질
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체육교과 태도를 긍정적 신체활동
경험(6문항), 건강 및 체력향상(4문항), 자신감 결여
및 소극적 참여(4문항), 부정적 정서(4문항) 총 18문항
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 등간척도로 구성하
였다. 예를 들면, 긍정적 신체활동 경험에서는 “체육
시간은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건강 및 체력 향상에서는 “체육을 하면 몸이
튼튼해진다.”, 자신감 결여 및 소극적 참여에서는 “나
는 낮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아 체육시간이 두렵다.”,
부정적 정서에서는 “체육시간은 매우 부담이 불편한
시간이다.”.”에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매우 그
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의 범위에서 측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체육교과 태도질문지에
대한 요인별 신뢰도 계수(Cronhach's α)는 긍정적 신
체활동 경험 .917, 건강 및 체력 향상 .882, 자신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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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및 소극적 참여 .829, 부정적 정서 .769로 매우 높
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3. 연구절차
초등학생들의 체육 성취목표 성향, 체육수업 참여
동기, 체육교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선정된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
을 받은 후 연구자와 보조교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
여 질문지를 제공하였다. 질문지 조사 방법은 수업시
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연구의 내용과 목적을 설
명하고 성실성 있는 답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
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일반적으로 조사시간은 30-40
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Window PC-SAS 통계 프
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인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체육 성취 목표 성향, 체육수업 참여 동기, 체육
교과 태도에 대한 기술 통계를 실시하여 평균 및 표
준편차를 구하였다.
2) 측정 변인(체육 성취 목표 성향, 체육수업 참여
동기, 체육교과 태도)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과 단일 변량 분석을 실시

하였다.
3) 측정 변인간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분석을 하였고 체육 성취 목표 성향과 체육수업
동기가 체육교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모든 통계치의 유의수준은 p<.05 수준으로
하였다.

상관
참여
다중
검증

Ⅲ. 연구결과
1. 기술 분석
본 연구는 체육 성취 목표 성향, 체육수업 참여 동
기, 체육교과 태도 변인에 대한 최소/최대값, 첨도/왜
도, 분포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 분석
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가 반응척도(1-5)의 극
단치를 나타내거나 첨도와 왜도가 ±2 이상으로 나타
날 경우 수정 및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Crocker & Algina, 1986).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변인의 평균은 3.5
2～4.07, 표준편차는 0.57～0.71의 수준으로 나타났으
며, 최소값은 1.47～2.18, 최대값은 3.95～4.39, 첨도는
-1.087～1.227, 왜도는 -1.176～1.637의 범위를 갖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등학생들의 질문
지에 대한 반응이 정상분포에 위배되지 않는 것임을

표 1. 측정변인에 대한 기술 분석
변인
체육 성취 목표 성향
과제 목표
자아 목표
체육수업 참여 동기
내적 동기
외적 동기
체육교과 태도
긍정적 신체활동 경험
건강 및 체력 향상
자신감 결여, 소극적 참여
부정적 정서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첨도

왜도

4.07
3.85

0.61
0.63

2.08
1.96

4.38
3.96

1.032
0.971

-1.176
-1.016

3.67
3.52

0.59
0.68

2.11
1.47

4.03
3.95

0.913
1.227

-0.665
-0.925

3.95
3.89
3.61
3.58

0.71
0.57
0.65
0.67

2.18
1.99
1.64
1.78

4.25
4.39
4.11
3.99

0.832
0.631
-1.385
-1.087

-0.938
-0.879
1.28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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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주고 있다.
2.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체육 성취 목표 성향, 체육수업 참여 동기, 체육교
과 태도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MANOVA)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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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일 변량 분석(univariate ANOVA)의 결과
에 의하면 체육 성취목표 성향에서 초등학교 남학생
이 여학생 보다 과제 목표 성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났고(F=5.81, p<.05), 체육수업 참여 동기에서도 내
적 동기가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4.67, p<.05). 또한 체육교과 태도에서는 건강과 체
력 향상 요인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표 2. 체육 성취 목표 성향, 체육수업 참여 동기, 체육교과 태도의 평균, 표준편차, 변량분석
남자(319명)
여자(328명)
변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체육 성취목표성향(Wilks Lamda=.87***)
과제 목표
3.98
0.61
3.37
0.58
자아 목표
3.91
0.64
3.87
0.69
체육수업 참여 동기(Wilks Lamda=.82***)
내적 동기
3.95
0.67
3.53
0.59
외적 동기
3.57
0.56
3.63
0.61
체육교과 태도(Wilks Lamda=.71**)
긍정적 신체활동 경험
3.92
0.62
3.84
0.71
건강 및 체력 향상
3.83
0.64
3.41
0.68
자신감 결여, 소극적 참여
2.68
0.59
2.72
0.63
부정적 정서
2.47
0.62
2.50
0.53
* p<.05, ** p<.01, *** p<.001
표 3. 체육 성취목표 성향, 체육수업 동기, 체육교과 태도간의 상관관계
전체(647명)
남자(319명)
변인
내적동기
외적동기
내적동기
외적동기

F값
5.86*
0.31
4.67*
0.25
0.13
4.77*
0.07
0.09

여자(328명)
내적동기
외적동기

과제목표성향

.45**

-.38**

.51***

-.34**

.23

-.31**

자아목표성향

.13

.42

.23

.16

.26

.31

긍정적 신체활동 경험

.58***

.24

.63**

-.15

.65**

-.18

건강 및 체력 향상

.34**

.27**

-.16

.39**

.21

.28*

자신감결여,소극적참여

.17

-.36*

-.58**

.69***

-.08

.63**

-.53**

-.08

-.59**

.09

-.48**

.12

부정적 정서
* p<.05, ** p<.01, *** p<.001

표 4. 체육 성취목표 성향과 체육교과 태도간의 상관관계
전체(647명)
변인
과제 목표
자아 목표

남자(319명)
과제 목표
자아 목표

여자(328명)
과제 목표
자아 목표

긍정적 신체활동 경험

.65**

.30**

.41*

.23

.68***

.52**

건강 및 체력 향상

.15

.48**

-.21

.38**

.11

.65***

자신감결여,소극적참여

-.15

-.23

.16

-.28

-.15

.23

부정적 정서

-.53**

-.08

-.47**

-.09

-.63***

-.12

* p<.05, ** p<.01,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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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F=4.77, p<.05). 그 밖의 다른 요인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측정변인 간 상관 분석
<표 3>과 <표 4>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 성취
목표 성향, 체육수업 참여 동기, 체육교과 태도의 상
관관계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3>에 의하면 외적 동기는 전체 대상자와 남자,
여자 학생들 모두 과제 목표 성향과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적 동기는 전체 대상자
와 남자, 여자 학생들 모두 건강 및 체력 향상과 정적
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동기는 전체
대상자에게서 자신감 결여 및 소극적 참여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남자, 여자 학생의 경
우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동기는 전체 대상자와 남학생에게서 과제 목
표 성향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동기는 전체 대상자와 남자, 여학생에게서 긍정적 신
체 활동 경험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적 동기는 전체 대상자에게서 건강 및 체력
향상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적 동기는 남학생에게서 자신감 결여 및 소극적 참
여와 부적인 관계가 있었고, 전체 대상자와 남자, 여
학생 모두 부정적 정서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육 성취 목표 성향과 체육교과 태도와의 단
순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 4>에 의하면 과제 목표 성
향은 전체 대상자와 남자, 여자 학생들 모두 긍정적
신체활동 경험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과제 목표 성향은 전체 대상자와 남자, 여
자 학생들 모두 부정적 정서와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목표 성향은 전체 대상자와 여학생에게서 긍
정적 신체활동 경험과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자아 목표 성향은 전체 대상자와 남자, 여자
학생들 모두 건강 및 체력 향상과 정적인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다중 회귀 분석
체육 성취목표 성향과 체육수업 참여 동기가 체육
교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체육 성
취목표 성향과 체육수업 참여 동기를 설명변인으로
체육교과 태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stepwise)
다중 회귀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에 대한
설명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전체 대상자
로 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체
육교과 태도에서 (1) 긍정적 신체활동 경험 요인은 과
제 목표 성향(β=.365)과 내적 동기(β=.217)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설명 변량은 29.3%를 나타냈다(F=83.25,
p<.001). (2) 건강 및 체력 향상 요인은 과제 목표 성
향(β=.319)과 자아 목표 성향(β=.167), 외적 동기(β
=.096)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설명 변량은 32.6%를
나타냈다(F=71,26, p<.001). (3) 자신감 결여 및 소극적
참여 요인은 자아 목표 성향(β=.336)과 외적 동기(β
=.213)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설명 변량은 29.4%를
나타냈다(F=52.37, p<.001). (4) 부정적 정서 요인은 내
적 동기(β=-.387), 외적 동기(β=.236)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설명 변량은 25.8%를 나타냈다(F=63.57,
p<.001).

Ⅳ. 논의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초등학생들의 체육 성취
목표 성향과 체육수업 참여 동기가 체육교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초등학생들에게 체육교
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하여 체육수업
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측정 변
인에 따른 성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체육 성취 목
표 성향에서 과제 목표 성향, 체육수업 참여 동기에서
내적 동기 요인, 체육교과 태도에서 건강 및 체력 향
상 요인이 초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남학생은 체육수
업을 자기 숙달과 같은 과제지향적인 목표와 재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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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체육 성취목표 성향과 체육수업 참여 동기의 체육교과
변인
B
SE B
긍정적 신체활동 경험
과제 목표 성향
.356
.032
내적 동기
.253
.039
건강 및 체력 향상
과제 목표 성향
.317
.041
자아 목표 성향
.217
.047
외적 동기
.107
.036
자신감 결여,소극적 참여
자아 목표 성향
.298
.038
외적 동기
.189
.045
부정적 정서
내적 동기
-.423
.037
외적 동기
.053
.023
* p<.05, ** p<.01, *** p<.001

흥미와 같은 내적 동기로 느끼고 있고 체육교과를 건
강과 체력 향상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체육 성취 목표 성향,
내적 동기, 체육교과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유의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즉 체육 성취 목표 성향에서 남학
생이 여학생 보다 과제 성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으며, 여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경쟁적 분위기로 느끼
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유진․허정훈, 2001;
문윤제, 2005). 내적 동기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흥미나 즐거움 때문에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김진옥, 2006). 또한 체육교과에 대한
태도에서 남학생은 여학생과 비교하여 체육교과를 건
강과 체력의 향상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하였
다(정경자, 2006). 반면에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Roberts 등(1996)은 여자가 남자보다 과제 목표 성향
이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White와 Zellner(1996)
은 남자가 여자보다 외적 동기가 의미 있게 높게 나
타났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의 다
양한 연구가 필요하며, 실제 초등학교의 체육교육 현
장에서 발달단계를 고려한 지도 및 교육내용의 학습
에 필요한 동기 부여와 목표 성향별로 지도할 수 있
는 다양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어 체육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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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예측 정도
β
T-value

R2Change

R2

F

.365
.217

11.13***
6.49**

.281
.034

.293

83.25***

.319
.167
.096

7.73***
4.61*
2.97*

.275
.072
.023

.326

71.26***

.336
.213

7.84***
4.21*

.254
.052

.294

52.37***

-.387
.236

-11.43***
2.31*

.295
.095

.258

63.57***

체육 성취 목표 성향, 체육수업 참여 동기, 또는 두
가지의 조합 중 어느 것이 체육교과 태도에 영향력
있는 예측 변인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의 결과 첫째, 긍정적 신체활동 경험에 대한
체육교과 태도는 과제 목표 성향과 내적 동기가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경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대부
분의 학생들은 자기 숙달 과정과 노력을 강조하는 과
제 목표 성향보다는 다른 학생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
하는 자아 목표 성향을 강조하는 교육환경 때문이라
고 사료된다.
과제 목표 성향은 내적 동기 증가와 자아 목표 성
향은 내적 동기 감소와 관련(안성희, 2003; Kavussanu
& Roberts, 1996; Wang & Biddle, 2001)이 있기 때문
에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운동 기능 발달 과정과 노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전개하여 내적 동기를 유
발하고 체육교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건강 및 체력 향상에 대한 체육교과 태도는
과제 목표 성향, 자아 목표 성향 그리고 외적 동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체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잠재
된 신체적 능력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
발하고 운동 욕구를 실현하고 건강을 추구하는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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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교과로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력과 건강
을 증진시켜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교
과(윤명희, 2000)이기 때문에 체육 성취 목표 성향과
외적동기에 의해서 체육교과를 건강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교과라고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자신감 결여 및 소극적 참여에 대한 체육교
과 태도는 자아 목표 성향과 외적 동기가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da(2001)에 의하면 자아 목표 성향이 강한 사람
은 신체활동에 실패하였을 경우 부적응적인 성취 행
동을 보인다고 한다. 즉 자신감이나 유능감이 저하되
어 도전적인 과제를 회피하고 노력과 흥미를 기울이
지 않으며 소극적이고 비지속적인 활동 성향이 나타
난다.외적 동기는 어떤 결과의 수단으로서 참여하는
인간행동이며 활동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러므로 외적인 동기에 의한 신체활동 참여는 추구하
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 불안 등으로
자신감이 결여 되고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그 목적은
무가치하게 되어 내면화가 되지 않는다(Harwood 등,
2004).
마지막으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체육교과 태도는
내적 동기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고 외적 동기가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은 활발한 신체활동을 하면서 신체활동이
가지는 자유로움, 짜릿함, 시원함 등이 좋고 스트레스
를 해소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체활동
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김미향, 2002).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긍정
적인 체육교과 태도를 형성시켜 주기 위해서는 체육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성취에 대한 목표를
잘 구조화 시켜 지도해 주어야 하고, 내적 동기를 유
발해 줄 수 있는 수업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어야 하
며 나아가, 체육 성취 목표 성향과 체육수업 참여 동
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기초 자료를 실제
학교현장에 제공해 주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 성취
목표 성향과 체육수업 참여 동기가 체육교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초등학생들이 좋은 체육수업
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인 변인을 밝혀내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연구 대상은 전라
남도와 광주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
로 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7개 초등학교를 선정하고
5․6학년 학생 647명(남자 319명, 여자 328명)을 대상
으로 하였다. 측정도구는 초등학생에게 사용하여 신뢰
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체육 성취 목표 성향, 체육수업
참여 동기, 체육교과 태도에 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
다. 자료 처리는 성별에 따른 모든 측정 변인의 차이
를 밝혀내기 위해서 다변량분석, 단일 변량분석을 사
용하였고 체육 성취 목표 성향과 체육수업 참여 동기
가 체육교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상관분석과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
은 절차와 분석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성별에 따른 모든 측정 변인의 차이는 과제
목표 성향, 내적 동기, 건강 및 체력 향상 요인은 초
등학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의미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긍정적 신체활동 경험에 대한 태도는 과제
목표 성향과 내적 동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건강 및 체력 향상에 대한 태도는 과제 목표
성향, 자아 목표 성향, 외적 동기가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신감 결여 및 소극적 참여에 대한 자아 목
표 성향과 외적 동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정적 정서에 대한 태도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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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Participation Motivation on The
Physical Education Attitude in Element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Moon, Yun-Je(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e major purpose of this investigation was to test the effect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participation motivation on the physical education attitude in elementary school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e participants were 647 elementary school children(boys 319, girls 328) in the Jeonnam Province and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measure instruments include Korea elementary student versions of the task
and ego goal orientation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physical education participation motivation, physical
education attitude questionnaire. The analysis of data were executed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 MANOVA,
univariate ANOVA, pearson correlation,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conclusions obtained from this study:
1. In the analysis of gender different on all measurement variable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t in task
goal orientation, intrinsic motivation, health and fitness improvement.
2. The finding revealed that task goal orienta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predicted positive physical
activity experiences.
3. The finding revealed that task and ego goal orientation, extrinsic motivation predicted health and fitness
improvement.
4. The finding revealed that ego goal orientation, extrinsic motivation predicted low-confidence and
low-participation.
5. The finding revealed that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predicted negative emotion.
※ Key words :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participation motivation, physical education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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