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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ress on class 
satisfaction in physical education class an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rinsic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tress and class satisfaction.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356 5th and 6th grade students from eight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K city(male: 183, female: 173), 
and data were collected using survey. The data was analyzed by using SPSS 20.0 for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se 
analysis of data, the following findings were drawn. First, the physical education class stress ha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ntrinsic  motivation and class satisfaction. Also intrinsic motivation has a 
positive correlation on the class satisfaction. Second, the stress of class contents, friends, teacher and class 
environ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class satisfaction. Third, there is a moderational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on relationship between friends stress and class satisfaction. There is a moderational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on relationship between class environment and class satisfaction. These results 
implied tha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hysical education stress 
on class satisfaction and efforts to improve intrinsic motivation are necessary for the class that satisfies th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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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과목을 매개체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과목들이 주로 교실이라는 닫

힌 공간에서 앉은 상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수단으로 운동장이

나 체육관과 같이 열린 공간에서 교육이 이루어

지므로 교과의 독자성이 뚜렷하다. 특히 급격한 

성장 시기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체육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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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어느 교과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교과라 

할 수 있다. 어린 시절 학교 체육수업시간에 긍

정적인 경험이 많은 학생은 어른이 되어서도 열

심히 참여하게 된다는(Cambell, 1984; Davidson, 
1983) 연구결과들은 초등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중요성에도 불

구하고, 아직까지 학교체육에서는 학생의 흥미나 

요구, 개인차, 교육여건이 무시된 채 목표가 설정

되고, 획일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체육시간을 교육활동

을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공부에 지쳐 

있는 학생들이 마음껏 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

는 시간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Kim, 
2014; Yang, 2000). 체육수업이 학생 개개인의 관

심과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사 주도

적인 수업으로 진행된다면 학생들은 체육에 대한 

관심이나 열정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

국 체육수업에 대한 소극적 참여나 회피 등의 현

상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회체육으로 눈을 돌려보면, 각종 스

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원이나 다양한 스포츠클

럽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그 곳에 다니는 

학생들 또한 늘고 있다.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공

교육에서 보다 사비까지 투자해가면서 사회체육

에 참여하는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고도, 안

타까운 상황이라 하겠다. 이러한 학교체육의 위

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체육수업

에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규명하

는 일이 핵심적인 과제일 것이며, 그 중에서도 

체육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

하여 보다 심도 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Lee, 
2003).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란 개인이 인식하는 상황

에 대한 자극, 또는 환경 간의 상호관계에서 발

생하는 실패, 좌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Selye, 1985). 수업적인 측면에서 스트레

스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부정적인 정서를 의미하

며, 학습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스트레스의 용어 사용이 점차 증가하면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스트레스가 인간

의 심리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나 

행동적인 측면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와 관

련된 연구들의 방향은 주로 스트레스의 원인이나 

대처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오고 있

다.
복잡하고 경쟁적인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스트

레스를 무조건적으로 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

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직면하여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시키

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Koh, 2011). 따라서 수업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측면에서 접

근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수업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스트레스가 수업과 관련된 어떠한 변인에 

어떤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뒷받침되어야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좋은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좋은 체육수업은 어떤 수업일

까? 무엇보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이어야 할 것이다. 수업에서 걱정거리

나 방해요인이 많을수록 수업만족도는 낮고

(Jeong, 2012),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

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성취도, 실력

향상, 과제 지속행동 수준도 더 낮다(Cunningham, 
2007). 또한 체육수업 만족도를 높여줄수록 학생

들의 긍정적인 정서상태가 향상되며(Lee & Kim, 
2004), 체육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의 수업만족은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친다고 하였다(Kim, 2010; Song, 2011). 이러한 연

구들은 체육수업 만족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

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수업 만족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갖는다.
스트레스와 함께 수업의 참여율과 내실화에 관

계된 중요한 변인으로 내적동기가 있다. 내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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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과제 그 자체에 대한 흥미 때문에 과제에 

참여하는 동기로 정의할 수 있다(Pintrich & 
Schunk, 1996). 내적으로 동기화되면 최소한 외적

보상 때문에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예방하

고, 사람들은 외적인 보상을 획득하기 위하여 동

기화 되었을 때보다 내적으로 동기화 되었을 때 

더 도전감 있는 과제를 선택한다. 이로 인해 어

떤 대상 행동을 하도록 유인이나 벌을 필요로 하

지 않는다. 왜냐하면 활동 그 자체가 가져다주는 

성취감을 즐기기 때문이다(James, 1996). 또한, 외

적 흥미와 동기보다는 내적 흥미와 동기가 더 큰 

즐거움을 유발시키고, 과제에 더 적극적으로 참

여하게 만든다(Tovias, 1994). 특히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수업의 경우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체육 학습활동을 위해서는 내적동기 향상은 반드

시 선행되어야 할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변인들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상실하게 만들고(Elkind, 1983), 중·고등학생들의 

학교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는 학교 만족도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Ivanavich, 
Michael, & Richards, 1985).

반면 학생들의 내적동기는 수업 만족도에 유의

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Lyu & Pyo, 2006),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내적동

기는 수업의 참여도를 높이고, 보다 내실 있는 

수업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

는 요소라고 하였다(Yeon, 2006). 이와 같은 연구

들을 고려해 볼 때 체육수업 상황에서도 스트레

스가 수업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이 

과정에서 제 3의 변인인 내적동기가 체육수업 스

트레스의 영향력을 완화하거나 촉진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수업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내적동기의 수준에 따라 체

육수업 스트레스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업과 관련된 변인을 대상으로 조절효과를 분석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동기의 수준에 따른 차이를 

밝힌 연구로는 성별(Park & Lee, 2012), 학년(Huh 
& Kim, 2009)에 따라 동기분위기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동기 

변인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육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수업 만

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내적동기의 조

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

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스트레

스를 조절해야하고, 내적동기의 수준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 궁극적으

로 체육수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스트레스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스트레스와 

수업 만족도의 관계에서 내적동기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K도에 소재한 8개 초등학교의 5, 6
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최초 386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설문지에 빈칸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자료

를 제외하여, 최종 35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

였다.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

를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와 목적, 자료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실시

하였다. 그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한 후에는 

바로 회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스트레스와 수업 만족도의 관계에서 내적동기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 271 -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Gender
Male 183 51.4

Female 173 48.6

Grade
5 191 53.7
6 165 46.3

Total 356 1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수집을 위한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연

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체육수업 스트레스, 
내적동기, 수업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

성하였다. 먼저 자료수집에 앞서 설문문항에 대

한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교수 2명, 박사과정 2명,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 1명)을 통한 두 차례의 협의를 진

행하였다. 1차 협의 후 초등학생 20명을 대상으

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에 대한 적합

성 및 이해도를 확인하였고, 2차 협의를 통해 문

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을 완료하였다. 다음

으로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

시하였다. 요인의 추출은 고유치(eigen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회전방법은 직교회전 

방법 중 베리맥스(varimax)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체육수업 스트레스에 관한 문항은 Lee(2003)가 

개발하고 Seo, Lee & Song(2011)이 사용한 바 있

는 체육수업 스트레스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전

문가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체육수업 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

과 총 27문항의 7개 요인(수업내용, 친구, 교사, 
자신감, 처벌, 수업환경, 수업준비)이 추출되었고, 
추출된 요인은 전체변량의 6.469%를 설명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검사에서는 .701~.906의 값을 나타내었다.

내적동기에 관한 문항은 McAuley, Duncan & 
Tammen(1989)가 개발하고, Eom과 Kim(2003)이 

우리말로 번안하여 사용한 내적동기 질문지를 활

용하였다. 7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이 추출되었고, 추출된 요인은 전체변량

의 71.59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33의 값을 나타내었다.
수업 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Jeong(2004)이 개발

한 스포츠몰입척도를 기초로 Kim(2011)이 체육수

업 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바 있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업 만족도에 관한 7문항의 요인분

석 결과 단일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추출된 요인

은 전체변량의 67.47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18의 값을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에 적합한 타당도와 신뢰도

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자료처리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목적에 따라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 통계 

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밝히기 

위한 빈도분석, 설문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

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이 실

시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체육수업 스트레스가 수업 만족도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체육수업 스트레스와 수업 만족도의 관

계에서 내적동기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는 종속변수와 독립

변수의 영향관계에서 제3의 변수에 의해 변수의 

방향과 크기가 달리지는 것을 의미하며, 조절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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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변화를 주는 제3의 변수를 조절변수

(moderating variable)라고 정의한다(Bae, 2015).
본 연구에서는 Aiken와 West(1991)가 제시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어 검증하는 

단계에서 R²변화량과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유의

한지를 확인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또한 조절변수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가 어떠한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을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인 단순기울기

(simple slope)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한다. 이러한 

조절효과 분석은 모두 3단계로 이루어진다(Bae, 
2015). 1단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단순회

귀분석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조절

변수를 함께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통해 검증한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 조절변

수,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3단계

의 검증 과정에서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나타나야하며, 회귀식의 설명력을 보여주

는 R²값의 변화량이 향상되면서 유의미하게 나타

나면 조절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 결과

1. 체육수업 스트레스, 수업 만족도, 내적동기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스트레스

와 내적동기 및 수업 만족도 간의 상관을 알아보

고, 또한 다중회귀분석의 선행조건인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육수업 스트

레스와 수업 만족도와의 관계에서는 모두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수업준비 스트레스를 제외

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내었

다. 체육수업 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내적동기와

의 상관에서는 모두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으

며, 처벌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수업 만족도와 내적동기

의 상관에서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

계수는 .7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체육수업 스트레스가 수업 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스트레스가 수업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Variables 1 2 3 4 5 6 7 8 9

Stress in
physical 

education 
class

1. Class contents 1
2. Friends .654*** 1
3. Teacher .451*** .412*** 1

4. Confidence .613*** .588*** .349*** 1
5. Punishment .363*** .278*** .304*** .390*** 1

6. Class environment .290*** .293*** .319*** .301*** .378*** 1
7. Preparations .360*** .315*** .236*** .310*** .328*** .285*** 1

     8. Class satisfaction -.404*** -.214*** -.203*** -.193*** -.088*** -.105*** -.075 .1
     9. Intrinsic motivation -.492*** -.280*** -.227*** -.265*** -.038 -.121*** -.124*** 670*** 1

***p<.001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physical education class stress, satisfaction and intrinsic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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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satisfaction
B SE B β t

(Constant) 5.317 .297 　 17.873***
Contents -.471 .056 -.423 -8.339***
Friends -.231 .031 -.279 -7.343***
Teacher -.211 .088 -.102 -2.404*

Confidence .063 .050 .061 1.264
Punishment -.003 .047 -.003 -.061
Environment -.312 .048 -.272 -6.536***
Preparations .029 .036 .033 .798

R² = .298,  F = 31.455***
*p<.05, ***p<.001

<Table 3> Variables influencing class satisfaction

먼저, 체육수업 스트레스의 하위요인들이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

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F=31.455, p<.001), 체

육수업 스트레스의 수업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29.8%로 나타났다. 수업내용(p<.001)과 친구

(p<.001), 교사(p<.05), 수업환경(p<.001)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수업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감, 처벌, 수업준비 

스트레스 요인은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

다. 체육수업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이 수업 만족

도에 미치는 상대적 공헌도는 수업내용(β=-.423), 
친구(β=-.279), 수업환경(β=-.272), 교사(β=-.102)
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등학교의 체육수

업에서 다루는 내용, 수업시간 친구들과의 관계, 
체육수업과 관련된 시설이나 기구, 장소 등의 환

경적 스트레스는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를 낮춘다

고 예측할 수 있다.

3. 체육수업 스트레스와 수업 만족도의 관
계에서 내적동기의 조절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1단계의 독립변수(체육수업 스

트레스)가 종속변인(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본 결과 앞의 <Table 3>에서와 같이 체육

수업 스트레스 중 수업내용, 친구, 교사, 수업환

경 관련 스트레스가 유의미하게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 네가지 

하위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내적동기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 수업내용 스트레스와 수업 만족도의 관계

에서 내적동기의 조절효과

수업내용 스트레스와 수업 만족도의 관계에서 

내적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
와 같다. 먼저 1단계 분석 결과 수업내용 스트레

스는 수업 만족도를 16.3%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2.171, p<.001). 조절변인인 내적동

기를 추가로 투입한 2단계에서는 수업 만족도에 

대해 수업내용 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인 영향

(t=-5.307, p<.001), 내적동기는 유의한 정적인 영

향(t=13.37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7.6%로 나타났다. 1단계 모델에 비해 

설명력은 21.3% 증가하였으며, 증가분은 유의하

게 나타났다(F=178.830, p<.001). 

Step Independent variable β t R² ΔR² F
1 Class content stress -.404 -10.108*** .163 .163 102.171***

2
Class content stress -.200 -5.307***

.376 .213 178.830***
Intrinsic motivation .505 13.373***

3
Class content stress -.237 -2.477*

.377 .001 .769Intrinsic motivation .564 7.263***
Class content×Intrinsic motivation -.074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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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 content stress and  
clas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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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3단계 모델을 살

펴보면 설명력은 37.7%로 나타나 2단계 모델에 

비해 미세한 값이지만 설명력이 증가하고 있었

다. 하지만 설명력 증가분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F=.769, p>.05), 상호작용항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t=-.877, p>.05), 조절효과는 확인되

지 않았다.

나. 친구 관련 스트레스와 수업 만족도의 관계

에서 내적동기의 조절효과

친구 관련 스트레스와 수업 만족도의 관계에서 

내적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먼저 1단계 분석 결과 친구 관련 스트

레스는 수업 만족도를 43.0% 설명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F=395.877, p<.001). 조절변인인 내적

동기를 추가로 투입한 2단계에서는 수업 만족도

에 대해 친구 관련 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인 영

향(t=-14.663, p<.001), 내적동기는 유의한 정적인 

영향(t=10.80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설명력은 53.4%로 나타났다. 1단계 모델에 비

해 설명력은 10.4% 증가하였으며, 증가분은 유의

하게 나타났다(F=116.698, p<.001). 상호작용항이 

추가로 투입된 3단계 모델을 살펴보면 설명력이 

55.2%로 나타나 2단계 모델에 비해 1.8% 설명력

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F=20.598, p<.001). 상호작용항도 

유의미하게 나타나(t=4.538, p<.001), 친구 관련 스

트레스와 수업 만족도의 관계에서 내적동기는 조

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내적동기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내적동기가 높은 집단(+1×표준편차)과 낮은 

집단(-1×표준편차)을 구분하여 단순회귀선의 기울

기를 살펴본 결과는 [Fig. 1]과 같다. 

[Fig. 1] Moderating effect graph of intrinsic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riend stress and class satisfaction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적동기 수준이 높

은 집단에서는 친구 관련 스트레스가 높아지더라

도 수업 만족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내적동기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친구 관련 스

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 수업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내적동기를 높게 유

지하면 체육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관련된 스트레

스가 심하더라도 수업에 만족할 수 있음을 나타

내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Step Independent variable β t R² ΔR² F
1 Friends stress -.656 -19.897*** .430 .430 395.877***

2
Friends stress -.491 -14.663***

.534 .104 116.698***
Intrinsic motivation .362 10.803***

3
Friends stress -.476 -14.402***

.552 .018 20.598***Intrinsic motivation .438 11.862***
Friends stress×Intrinsic motivation .151 4.538***

***p<.001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riend stress and clas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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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육교사 스트레스와 수업 만족도의 관계

에서 내적동기의 조절효과

체육교사 스트레스와 수업 만족도의 관계에서 

내적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먼저 1단계 분석 결과 체육교사 스트레

스는 수업 만족도를 4.1%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2.483, p<.001). 조절변인인 내적동기

를 추가로 투입한 2단계에서는 수업 만족도에 대

해 체육교사 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인 영향

(t=-4.165, p<.001), 내적동기는 유의한 정적인 영

향(t=16.29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6.4%로 나타났다. 1단계 모델에 비해 

설명력은 32.3% 증가하였으며, 증가분은 유의하

게 나타났다(F=265.379, p<.001). 상호작용항이 추

가로 투입된 3단계 모델에서는 설명력이 36.5%로 

나타나 2단계 모델에 비해 0.1% 설명력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설명력 증가분이 유

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F=1.161, p>.05), 상호

작용항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t=1.077, p>.05),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 수업환경 스트레스와 수업 만족도의 관계

에서 내적동기의 조절효과

수업환경 스트레스와 수업 만족도의 관계에서 

내적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먼저 1단계 분석 결과 수업환경 스트레

스는 수업 만족도를 11.1%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5.858, p<.001). 조절변인인 내적동기

를 추가로 투입한 2단계에서는 수업 만족도에 대

해 수업환경 스트레스는 유의한 부적인 영향

(t=-5.999, p<.001), 내적동기는 유의한 정적인 영

향(t=16.32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4.5%로 나타났다. 1단계 모델에 비해 

설명력은 23.4% 증가하였으며, 증가분은 유의하

게 나타났다(F=266.327, p<.001). 상호작용항이 추

가로 투입된 3단계 모델을 살펴보면, 설명력이 

35.7%로 나타나 2단계 모델에 비해 1.2% 설명력

이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F=9.805, p<.05). 

Step Independent variable β t R² ΔR² F
1 Teacher stress -.203 -4.742*** .041 .041 22.483***

2 Teacher stress -.146 -4.165*** .364 .323 265.379***
Intrinsic motivation .571 16.290***

3
Teacher stress -.241 -2.536*

.365 .001 1.161Intrinsic motivation .469 4.668***
Teacher stress×Intrinsic motivation .137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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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6> Moderating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stress and class 
satisfaction

Step Independent variable β t R² ΔR² F
1 Class environment stress -.305 -7.420*** .111 .111 15.858***

2
Class environment stress -.243 -5.999***

.345 .234 266.327***
Intrinsic motivation .581 16.320***

3
Class environment stress -.332 -3.388***

.357 .012 9.805**Intrinsic motivation .270 2.690**
Environment stress×Intrinsic motivation .581 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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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Moderating effect of intrinsic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lass environment stress 
and class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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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항도 유의미하게 나타나(t=3.131, 
p<.01), 수업환경 스트레스와 수업 만족도의 관계

에서 내적동기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

었다.
내적동기의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선의 기울기를 살펴본 결과는 [Fig. 
2]와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적동기 수

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수업환경 스트레스가 높아

짐에 따라 수업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성을 나

타내고 있는데 반해, 내적동기 수준이 높은 집단

에서는 수업환경 스트레스가 높아지더라도 수업 

만족도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내적동기의 수준에 따라 

수업환경 스트레스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내적동기를 

높게 유지한다면 체육시간의 장소나 시설, 기구 

등의 환경과 관계없이 수업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Fig. 2] Moderating effect graph of intrinsic 
motiv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stress and class 
satisfaction

Ⅳ. 논 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체육수업시간에 느끼

는 스트레스가 수업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 체육수업 스트레스와 수업 만

족도의 관계에서 내적동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중 특징적

인 사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체육수업 스트레스 중 수업내용으로 인

한 스트레스는 수업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 Kang(2000)의 

연구에서도 체육시간의 불만 중 가장 높게 나타

난 요인은 학습내용이라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

으로 Kim & Yang(2000)은 교육과정 편성이 학생

보다는 교사나 행정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음

을 지적하고 있다. Carlson(1995)은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수업내용이 학생들

에게 특별한 의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

생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는 내용이 미약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rk와 Lee(2008)는 학생들

에게 체육수업이 접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 ‘즐거움을 주는 교육내용’을 강조하였고, 
Lee(2001)는 흥미로우면서도 학생들 능력이 수반

되고 노력할 만한 수업내용에 학생들은 적극적으

로 참여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같은 제

재의 내용이라도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하

여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구성하

고, 학생들이 도전의식을 가질 수 있는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체육수업 스트레스 중 친구로 인한 스트

레스는 수업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u & Heo(2001)의 연구에서도 

체육수업시간의 과열된 경쟁적인 분위기는 오히

려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결

과를 초래한다고 하여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상황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을 운

동능력만으로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가능한 삼가

고, 경기 승패나 낮은 운동기능으로 인해 학생들

끼리 서로 비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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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체육수업 

중 친구에게 칭찬과 격려하는 학생이 보이면, 즉

각적인 정적 강화를 제공하여 친구들과의 상호작

용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

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체육수업 스트레스 중 교사로 인한 스트

레스는 수업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Yoo(2002)은 학생들의 체육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교사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Kwak과 Park(1998)는 교사의 

특성 즉, 교사의 성격, 수업운영 능력, 수업진행 

방식, 수업평가 방법, 수업 분위기 조성 등 교사

와 관련된 요인으로 인해 학생들이 체육수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아무

리 좋은 교육내용이라도 학생들의 수준과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기

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교사가 수업의 전체적

인 진행과정에 대해 책임감과 주체성을 가지고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학습에 대

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Michie, Glachan 
& Bray, 2001), 교육이 갖는 긍정적 취지와는 반

대로 전개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체육교

사는 수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새롭고 다양한 

수업방법과 전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

이며, 일률적인 수업보다는 자신이 담당한 학생

들의 상황과 특성에 적합한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여러 의견

에도 귀기우려야 할 것이며, 권위를 내세우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보다는 부드러우면서도 교사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는 리더로서의 자세를 지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다.
넷째, 체육수업 스트레스 중 수업환경으로 인

한 스트레스는 수업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은 시설과 환

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타교과

와는 달리 체육시설과 활동 공간 등 수업환경의 

확보가 중요하다. 체육시설 및 용구의 부족은 체

육수업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

용한다. Kim & Kang(2000), Yang(2000) 등의 연

구에서도 체육수업 환경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

고 있는데, 학교체육시설은 학교체육의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로서, 학생들

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 체

육 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

선시 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친구 관련 스트레스와 수업환경 스트

레스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내

적동기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적동기의 수준이 높다면 

체육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높

더라도 수업에 만족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이나 

환경에 따른 스트레스가 높더라도 수업 자체의 

만족도는 높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내적동기 수

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선행변인 중 하나

로 동료들의 지지와 믿음을 들 수 있다(Deci & 
Ryan, 2008). 이것은 내적동기 수준이 높은 학생

들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높은 신뢰

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친구관계에서 스

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적동기가 

높은 학생들은 수업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내적동기는 과제활동

에 대한 개인의 유능감과 자율성에 달려 있으므

로(Song, 2013), 수업환경과 같은 외부적인 스트

레스보다는 개인 내적인 지각에 보다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Ferrer-caja와 Weiss(2000)는 주어진 

학습환경에 대한 개인의 지각이 과제활동 참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수업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스트레스 또한 개인의 지각과 관련된 

내적동기가 이러한 스트레스를 상쇄하여 수업 만

족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 있

겠다.
내적동기는 학생들이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Murphy & Alexander, 2000), 학생들을 수업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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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촉진제이자 중요한 선

행요건 중 하나이다(Lyu & Pyo, 2006). 따라서 체

육 수업 중 친구 관계나 체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적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도

록 유도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체육교사들에게 학생들의 내적동기 

수준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어린 학생들

을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한다(Elkind, 1983). 그렇

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꼭 제거되어야만 하는 부

정적인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부정적인 결과만을 나타내었으나, 적절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오히려 학습동기 형성에 도움을 준다

는 연구도 있다(Lee & Kim, 2017). 그러므로, 보

다 효과적인 체육수업을 위하여 체육교사는 학생

들이 최적의 스트레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무조

건적인 지원보다는 적절히 고민하고 노력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 주도록 한다. 또한 내적으로 

동기화 될 수 있도록 흥미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체육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겠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체육수업 스트레스가 수

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체육수업 

스트레스와 수업 만족도의 관계에서 내적동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체육수업 스트레스는 내적동기 및 수업 

만족도와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내적동기

는 수업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둘째, 체육수업 스트레스의 하위변인 중 수업

내용 스트레스, 친구 관련 스트레스, 체육교사 스

트레스, 수업환경 스트레스는 수업 만족도에 유

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체육수업 스트레스 중 친구 관련 스트레

스와 수업환경 스트레스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내적동기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수업내용 스트레스 및 체육교사 스트레스

와 수업 만족도의 관계에서는 내적동기의 조절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체육교사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업시간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친구들과 관련된 스트레

스와 수업환경 스트레스는 내적동기 수준이 낮은 

학생일 경우 수업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므로, 내적동기를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체육수업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살펴본 이번 연

구의 결과는 체육수업의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후속연구

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설문조사 방법과 더불어 

참여관찰 또는 심층면접 등의 질적인 연구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체

육교사 입장에서 체육수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

고 있으며, 이들은 수업관련 변인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들을 바탕

으로 체육수업 현장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

구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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