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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등학생의 자기 리의 특성을 분석하고 신체활동 자기 리의 검사지를 개발하는데 목 이 있

다. 이를 해 일반학생에서부터 체육 재로 선발되어 훈련받고 있는 학생, 그리고 재 각  학교에서 운

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들까지 망라하여 총 1005명의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하 다. 단계별로 문

가 회의, 귀납  범주화, 문항분석, 탐색  요인분석,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변별타당도 검증을 해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쳐 등학생의 신체활동 자기 리 요

인은 운동 리, 생활 리, 재미, 자신감, 부모의 지지, 인 계 6요인 총 24문항으로 확정되었다. 한, 변별

타당도를 검증하기 해 일반 어린이와 체육 재 어린이의 집단 간 신체활동 자기 리를 검증한 결과 운동

리, 인 리, 재미, 자신감, 부모의 지지, 인 계의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체육 재 

어린이가 일반 어린이 집단에서 보다 신체활동 자기 리의 모든 하 요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결과 으

로, 등학교 장에서 신체활동 자기 리를 진단하는 검사지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 다. 

■ 중심어 :∣초등학생∣체육영재∣신체활동∣자기관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self-management of the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elementary and develop self-management. To do this, from the average 

student is selected to receive training in physical education gifted students, and to cover up the 

children who are acting as an athlete in the current schools participated in a variety of students. 

Professional meetings, inductive categorization, item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ducted, the verification was carried out between different groups 

discriminant validity for verification. As a result, physical activity self-management factor is the 

support of the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ercise management, life management, 

interest, self-confidence, support of parents, personal management were six factors determined 

to be a total of 24 questions. In addition, Gifted children was higher than in all the sub-factors 

of physical activity self-management in the general child population. As a result, we ensure the 

validity of the test to diagnose physical activity as a self-managed by first responders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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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요즈음 운동선수들의 자기 리와 련한 연구가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래 부터 성

공 인 스포츠 선수로 성장하기 해서는 철 한 자기

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이 지극히 일반 인 상

식으로 언 되어져 왔으나, 이러한 자기 리가 체육과 

스포츠 분야에서 요한 연구 주제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는 비교  최근의 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엘리트 운동선수로 성장하기 해서는 

개 등학교 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게 되며 이 

시기에 부모나 교사로부터 교육을 통한 자기 리를 하

는 좋은 습 을 형성하게 되면 반복행동의 패턴으로 인

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운동선수로서 성공하기 해 철

한 자기 리로 연결되는 원동력이 된다. 즉, 미성숙 

단계에 있는 등학교 시기부터 일상생활과 운동의 연

계를 통한 자기 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고교 이상의 운동선수들을 상

으로 자기 리에 을 두고 있으며, 검사지 한 성

인들을 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운동을 시작하고 배우

는 단계인 등학생을 상으로 자기 리를 측정하는 

검사지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자기 리 검사지 개발과 련하여 허정훈과 김병  

 유진[1]은 운동선수들의 자기 리 요인에 한 연구

가 서구의 문헌에서는 흔히 발견되지도 않고 요하게 

다 지지 않는데 비해 한국의 선수와 지도자들은 그 

요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언 하면서 학운동선

수들을 상으로 연습상황과 시합상황에서 공통 으로 

용되는 자기 리 략을 ‘행동 리’ ‘정신 리’ ‘몸

리’ ‘생활 리’ ‘기타 리’ 역으로 구분하고, 상황별 차

이 을 분석하 다. 한, 이 연구에서 구축한 자기 리 

개념 모형을 바탕으로 4요인(몸 리, 정신 리, 훈련

리, 인 리)으로 구성된 18문항의 운동선수 자기 리 

검사지를 개발하여[2], 스포츠 장에 즉각 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김병 [3]은 최고수 의 선수들이 갖고 있는 인

지행동  특성을 측정하기 한 도구들이[4][5] 보 되

었으나, 서구문화의 개인 심주의를 반 한 개인 수

의 체험 주로 국한되어 있어 우리나라 선수들이 요

시하는 인 리나 일상생활 리와 같은 요인들이 배

제되어 있음을 지 하면서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에

게 발견되는 토착 인 자기 리행동을 측정하는 도구

를 개발하 다. 경기력과 통제의 2개 차원에 6개의 하

요인(정신력 리, 생활 리, 고유행동 리, 훈련 리, 

인 계 리, 몸 리)을 도출하여 제시하 다.

이러한 측정도구의 보 은 그동안 선수 개개인의 다

양한 내․외 인 환경에서 조 되고 발휘되는 자기

리 능력을 인터뷰나 찰을 통해서만 유추해 왔는데, 

명실공히 간단한 자기평가 방식을 통한 수치로 계량화

하여 비교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 학술  공헌도

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보고된 운동선수

들의 자기 리와 련한 부분의 연구들이 이 두 검사

지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이러한 기여도

를 잘 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은 

등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차도 이들 검사

지를 사용하고 있다[6-8]는 이다. 실제로 이들 검사

지는 기 문항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신뢰도와 타당

도를 확보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고교선수 이상의 

연령층을 상으로 하 거나[2], 후보문항을 만드는 과

정에서는 고교선수  이상의 연령층에 을 맞추었

고 요인분석 과정에서만 학교 선수를 포함하고[3] 있

다. 따라서 이들 검사지들은 등학생들의 인지 ․정

의  발달 특성이 반 되어 있지 않아 학교 이하의 

유소년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 일반화하여 용하기

에는 근본 으로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단된다. 등

학생들을 상으로 한 운동 상황에서의 자기 리 심리 

검사지의 개발에는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첫째, 검사지의 하 요인 구성에서의 보완이다. 등

학생 시기는 자기 리 능력의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의 향이 요하게 작용하는 시

기이다. 특히 어머니의 지지는 자녀들의 성취동기와 문

제해결 능력을 높여주고 시간사용 계획을 더 잘 하게 

하는 매개변인인 것으로[9] 알려져 있다. 어머니가 자녀

의 능력에 해 신념을 가지고 자녀의 주도성과 독립성

을 존 하면서 친 한 화를 나 고 따뜻하게 감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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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은 자녀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계획하고 그 계

획에 따라 사용한 후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키

며, 학업, , 인 계 등 다양한 일상생활을 리하

고 경 하는 기술 역시 더 발달하게 하는 매제가 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반면에 부모의 부 한 

양육방식은 아동에게 나타나는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

기도 하고[11], 자신이 받았던 기의 양육경험에 한 

지각은 성인기의 정신건강에 까지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 져[12], 등학생들의 자기 리에 미치는 부모

의 향이 얼마나 요한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

의 스포츠 활동에 한 부모의 지지여부는 등학생들

의 체육과 스포츠 활동 자기 리 능력을 구성하는 요

한 하 요인 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항 내용과 용어사용  Likert식 척도방식에

서의 보완이다. 스포츠에 한 등학생들의 인식 정도

와 폭 그리고 내․외  동기의 발  원인을 고려한 내

용으로 문항 구성이 이루어 져야 한다. 고교생 이상의 

연령 를 상으로 한 심리 검사지의 문항은 문장의 길

이를 짧게 하는 게 좋다는[13] 기본에 충실하여 함축

이고 단축 인 용어를 선호하는데, 가능하면 등학생

들이 공감할 수 있는 쉬운 말을 선택하여 상황을 제시

하는 형태로 기술한다면 어린이들의 언어  반응성이 

높은 문항개발로 좋은 검사지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11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자기보고식 

Likert 척도로 구성된 심리검사지를 처방하여 마음상태

나 정서반응을 스스로 평가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으므로 부모나 교사가 아동을 신하여 평가하는 검사

지를 보 하고 있다[14]. 형 인 Likert 식 척도는 ‘아

주 그 다’ 에서 ‘  아니다’를 양 끝단에 두고 4~5 범

주의 등간으로 구분하여 자신의 내  정서나 행동양식

에 해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인데, 등학교 어린이들

은 자신의 상황이 어떤 구체  근거나 비교에 의해서 

‘보통이다’ 는 ‘그 다’ 에 해당되는지에 한 가이드

라인이 없으면 평가의 일 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

다. 따라서 각 문항에 한 등간척도를 일반 으로 사

용하고 있는 개념 인 양 비교 방식에서 탈피하여 

등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상황제시형 양 비교 

방식의 질문을 제시한다면 고학년뿐만 아니라 학년

들까지도 측정 가능하여 검사지로서의 활용성이 높아

질 것으로 기 된다.

구체 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 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등학생들을 상으로 한 신체활동 

자기 리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를 개발하여 그

간 고교생 이상의 연령층에 주목하여 제작된 검사지를 

차용하고 있는 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검사지는 최근 어린이들의 스포츠 활

동 증가 추세와 더불어 요구되고 있는 신체활동 자기

리능력과 련한 스포츠심리 상담을 한 기 자료로 

심리검사지로서의 활용성도 더욱 확 될 것으로 사료

된다. 즉, 스포츠에 참여하여 신체활동을 통해 내·외

인 자기 리 요인들을 악하여 운동과 련된 역량을 

단하는 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 

야심차게 진행되고 체육 재육성 사업과 각종 스포츠 

꿈나무 발굴시 체육 재성 별을 한 심리측정 도구

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이차 인 목

이다. 즉, 일반 어린이들 보다 체육 재 어린이는 유

으로 타고난 신체능력과 운동에 한 집 력으로 인

해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강화시키기 해 자기 리를 철 히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등학생들의 신체활동 자기

리 능력에 한 척도가 완성되고, 일반 어린이들과 

체육 재 어린이들 간에 변별력이 확보된다면 체육

재 선발을 한 별도구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생에서부터 체육 재로 선발되

어 훈련받고 있는 학생, 그리고 재 각  학교에서 운

동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학생들

이 참여하 다. 비 검사지의 문항분석과 타당도  

신뢰도 검을 거쳐 최종 으로 완성된 검사지 개발에 

참가한 연구 상자와 실제  장 용을 해 집단 간 

변량분석에 참가한 연구 상자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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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구 상자들은 등학교 2학년에서부터 6학년

에 재학 인 어린이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일반학

생들은 부산 역시에 소재한 등학교 4곳에서 500명, 

국 17개 학의 체육 재센터에서 선발한 체육 재 

300명, 그리고 재 학교 운동부에 소속하여 등 운동

선수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학생 200명이 참가하

다. 한, 연구단계별 연구 상을 달리하여 사 검사 

60명, 문항분석  탐색  요인분석 단계 310명, 확인  

요인분석 단계 510명, 마지막으로 변별타당도 단계 125

명으로 총 1005명의 등학생을 본 연구의 최종 유효표

본으로 하 다.

2. 연구절차
2.1 문항개발 
등학생들의 신체활동과 련된 자기 리능력을 측

정하는 검사지 개발을 해 스포츠심리학 공 교수 2

명과 박사  연구원 5명, 직 등교사 1명, 국문학 

공 교수 1명으로 연구진을 구성하 다. 문항개발은 먼

 선행연구 검토→ 문가 회의→안면타당도 검증→내

용타당도 검증→사 검사→문항반응검토→문항재수정 

단계로 진행하 다. 연구진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두고 문항 개발 작업에 착수하 다. 첫째, 등학교 2학

년부터 6학년까지 측정 가능하도록 그들의 인지  발

달단계와 특수성을 최 한 반 할 수 있어야 한다. 둘

째, 기존에 개발되어 리 활용되고 있는 청소년 운동

선수들을 상으로 제작된 자기 리 검사지를 참고하

되,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검사지는 등학교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체육 재들과 일반 어린이들에

게도 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발된 문항은 

궁극 으로 체육 재성 별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변

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검사지를 개

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요한 기조로 유지되었

다.

문항개발 과정은 4개의 단계별로 진행되었다. 제1단

계: 검사지의 하 역 구성과 하 역별 비 문항 

작성. 제2단계: 하 역별 비 문항에 한 안면타당

도 검사를 통한 문항 삭제  첨가. 제3단계: 비측정

을 통해 등학생(2~6학년)들의 각각 문항에 한 반

응상태 검  재구성. 제4단계: 최종 비문항 완성  

타당도 신뢰도 검사 후 문항 재수정 단계.

우선 검사지의 하 역을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는 허정훈[2]이 제시한 4개의 운동선수 자기 리 요인

(정신 리, 몸 리, 인 리, 훈련 리)과 김병 [3]에 

의해 제시된 6개의 하 역(정신력 리, 생활 리, 고

유행동 리, 훈련 리, 인 계 리, 몸 리)을 우선

으로 고려하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스포츠 역

에서의 자기 리 검사지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

고 국내에서 토착 으로 시작되었기에 에 제시된 2

개의 연구사례가 가장 한 문헌으로 활용되었다. 이

들이 제시한 하 역들  ‘고유행동 리’는 등학생

들의 경우 기 기술을 학습하고 발달시키는 과정에 있

어 자기 자신만의 독특한 행동이나 루틴을 형성하기에

는 무 어리다고 단하여 제외하 다. 그리고 등학

생들의 경우 신체활동 반에 있어 부모의 향력이 

인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통된 견해로 부모

의 지지 요인을 첨가하기로 결정하 다. 연구진들은 1

차 으로 등학생들의 신체활동 자기 리 하 요인으

로 6개 요인을(부모의 지지, 생활 리, 몸 리, 정신력

리, 운동 리, 인 계 리) 잠정 으로 구성하 다. 

6개 하 요인 각각에 한 비문항 개발은 기존에 보

고된 운동선수들의 자기 리 검사지와 등학생들의 

생활 반에 걸친 자기 리 검사지를[15] 참고하 고, 

이런 과정을 통해 총 63개의 비문항이 안으로 구성

되었다.

63개의 비문항을 놓고 각각의 하 요인에 한 안

면타당도 검사와 1차 문항 수정 작업을 진행하 다. 이 

단계에서 생활 리와 몸 리에 한 문항은 등학생

들의 규칙 인 생활습 과 시간 리를 통한 건강유지

에 한 것으로 상당부분 서로 복되어 두 요인을 하

나로 합병하여 ‘생활 리’로 지칭하 다. 한편, 운동과 

련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좋아한다는 동기 인 요소

와 련된 문항들은 ‘재미’로 요인을 명명하여 추가하

다. 한, 정신력 리 문항은 체육과 스포츠 활동에 

한 자신감과 련된 내용이 많아서 어린이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보편 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감’으로 요인

명을 변경하 다. 이런 과정을 통해 6개 하 요인(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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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지, 생활 리, 운동 리, 재미, 자신감, 인 리)

에 총 50개의 비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가 윤곽을 드

러내게 되었다. 

50개 문항의 검사지를 P 학교 체육 재센터 하계 

캠 에 참가한 60명의 체육 재 어린이들을 상으로 

실제 인 신체활동 장에서 용하여 각각의 문항에 

한 반응 상태를 검하 다. 이 단계에서 검사지의 

형태를 결정짓는 요한 수정이 있었다. 첫째, 응답 방

법을 ‘매우 그 다’ 에서 ‘아주 그 지 않다’ 로 나타내

는 일반 인 5  리커트 형식으로 하 는데, 등학생

들의 경우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를 상

 비율척도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문제

이 두되었다. 특히 학년(2,3,4학년)들의 경우에는 

보완 설명을 요청하는 상이 빈번하여 측정시간이 지

연되기도 하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응답

지의 단계별 척도에 구체 인 비율을 구분하여 제시하

는 방법을 강구하 다. 를 들면 ‘학교체육 수업외 1주

일에 몇 번 정도 규칙 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가?’ 라는 

문항의 경우 ‘거의 하지 않는다’ 에서부터 ‘3~4회’ ‘5~7

회’ 와 같이 구간이 상호 비교되어 분명하게 구분되게 

제시하여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척도를 보다 

쉽고 빠르게 단하도록 하 다. 둘째, 최  비문항 

작업 시부터 등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장

으로 작성하는데 역 을 두었으나 학년의 경우 언어

 발달  우리말 이해에 한 개인차가 커서 약간의 

함축 인 용어에도 어려워하는 사례들이 몇 건 있었다. 

이러한 문항에 해서는 문제가 된 용어를 최 한 쉬운 

것으로 체하거나 풀어쓰는 방법으로 보완하 고, 그

리하여도 핵심개념 달이 명확하지 않는 문항은 삭제

하 다. 이 게 하여 총 47개 문항으로 재구성되었다. 

문항개발 4단계의 핵심은 본 검사지가 운동을 문

으로 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학생들을 상으로 측

정하는데 별다른 문제 이 없는지를 검해 보고 최종 

후보 문항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를 해 앞서 완성

된 47개 문항의 비 검사지를 학교수업 외 별도로 스

포츠를 배우지 않는 등학생들과(2~6학년으로 각 학

년별로 5명씩 참가) 체육 재센터 학생들에게(P 학교 

체육 재센터 하계 캠 에 참가한 2~6학년) 실험 용

하여 각각의 문항에 한 반응상태를 재 검하 다. 

그 결과 2개 문항이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과 련짓

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단되어 제외하기로 하 다. 

그 외 문항에 해서는 학년들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응답하여 5개 하 요인에 45개 후보문항을 갖춘 등

학생들의 신체활동 자기 리를 묻는 비 검사지가 구

성되었다.

2.2 신체활동 자기관리 예비검사
추출된 자기 리 문항들을 바탕으로 구체 인 비율

을 구분하여 5단계 척도로 비검사지를 완성하여 문

항분석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반응분포, 평균 

 표 편차, 문항난이도 등을 분석하여 신뢰도와 타당

도를 낮추는 문항들을 정제하 다.

2.3 신체활동 자기관리 본검사 
탐색  요인분석을 통해 완성된 문항들을 확인  요

인분석을 통해 추정된 값에 한 평가와 합도 지수를 

이용한 모형평가를 해 요인별 구조 인 합도를 분

석하고 타당화 검증을 거쳐 최종 검사지를 완성하 다.

2.4 집단 변별타당도
최종 확정된 검사지를 바탕으로 하 요인별 상

계 분석을 실시하고, 일반 어린이와 체육 재 어린이를 

상으로 신체활동에 꾸 히 참여하는 학생과 그 지 

않은 학생과의 비교분석을 해 차이검증을 실시하

다.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Window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 고 모든 통계  검증의 유의수 (⍺)은 

.05 미만으로 설정하 고, 구체 인 자료처리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귀납  범주화를 거친 비 의 문항분석을 

해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 다. 

둘째, 구성타당도 검증을 해서 탐색 /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최종 확정된 척도의 하 요인 간 상호 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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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 및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

요인 1. 운동관리
v17 .693 -.056 -.083 -.151 -.078 .010

.771v16 .652 -.148 -.207 -.218 -.107 .026
v19 .567 -.230 .067 -.157 -.020 -.060
v20 .509 .279 .189 .051 -.088 -.004

요인 2. 생활관리
v8 .295 -.751 .057 -.192 -.016 .145

.752v12 .030 -.611 -.011 -.090 -.100 .033
v9 .153 -.549 .027 -.040 -.002 .193
v11 .180 -.535 .052 -.072 -.110 .267

요인 3. 재미
v21 .113 -.396 .784 -.072 .001 .268

.738v22 -.086 -.309 .684 -.193 -.074 -.054
v23 .002 -.159 .561 .096 -.119 .120

요인 4. 자신감

v25 .146 .212 -.011 -.887 -.212 -.232

.841
v24 .020 .092 .140 -.757 -.199 .039
v28 -.120 -.226 .325 -.638 .093 .077
v33 .007 .071 .037 -.587 -.003 .019
v34 .169 -.090 -.010 -.531 .009 .102

요인 5. 부모의 지지
v4 .280 -.050 -.108 -.145 -.645 .110

.767v7 .172 .113 -.048 -.011 -.594 .070
v2 .047 -.159 .029 .047 -.591 -.038
v6 .057 .166 .059 -.106 -.556 .058

요인 6. 대인관계
v45 -.136 -.159 .107 -.041 -.065 .717

.736v42 -.157 -.017 -.126 -.214 -.182 .698
v39 .069 .011 .289 -.027 .099 .565
v40 .134 -.332 .011 -.233 -.064 .560

고유치 6.799 2.393 1.878 1.549 1.149 1.024
변량% 28.330 9.971 7.824 4.788 4.269 3.932

누적변량% 28.330 38.301 46.125 50.913 55.181 59.113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알아보기 해 Pearson의 상 분석과 변별타당도를 검

증하기 해 집단 간 차이검증(t-test)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예비검사
1.1 문항분석
문항의 귀납  범주화와 사 검사를 통해 완성된 

비 의 기술통계분석과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 다. 

310명을 등학생을 상으로 비검사를 실시한 결

과, 각 문항의 평균, 표 편차, 왜도, 첨도, 반응집약비

율을 산출하 고, 왜도 ±2.0 이상, 첨도 ±4.0 이상을 보

이는 문항(10, 40, 43)을 삭제하고, 한 척도에 반응집약

비율이 50%이상의 반응비율을 보이는 문항(1, 13, 14, 

36)을 삭제하 다. 한, 신뢰도 검사 결과 문항 제거 

시 내  합치도가 체 내  합치도 보다 큰 문항(3, 6, 

18, 37)을 삭제하 다.

1.2 탐색적 요인분석
기술통계분석과 신뢰도 검사를 통해 추출된 35문항

의 구성타당도 분석을 해 1차 탐색  요인분석을 실

시하 다. 모든 측정변수는 고유값(eigen value) 1을 기

으로 주축요인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이용하

여 추출하 고, 변수 간 상 을 가정하여 사각회  방

식의 직  오블리민(direct oblimin)을 선택하여 분석하

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공유값이 .40 미만인 문항

(5, 31)과 요인 재치가 .50 미만인 문항(15, 26, 28, 45), 

요인 간 복부하를 보이는 문항(29)을 삭제하 고, 2

차 탐색  요인분석 결과, 요인 간 복부하를 보이는 

문항(25, 35)을 삭제하 다. 3차 탐색  요인분석 결과, 

요인 재치가 .50 미만인 문항(30, 37)을 삭제하여 4차 

탐색  요인분석 결과, 합한 요인구조를 나타내고 있

어 구성타당성을 만족한 24문항을 최종 문항으로 선정

하 다[표 1].

탐색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등학생의 체육

활동 자기 리는 6개의 하 요인으로 추출되었고, 1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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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은 ‘운동 리’, .509∼.693, 2요인은 ‘생활 리’, -.535

∼-.751, 3요인은 ‘재미’, .561∼.784, 4요인은 ‘자신감’, 

-.531∼-.887, 5요인은 ‘부모의 지지’, -.556∼-.645, 6요

인은 ‘ 인 계’, .560∼.717로 나타나 모든 측정변인이 

요인 재량의 기 치 .50을 상회하 고, 총 변량은 

59.113%로 나타났다. 한,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736

∼.841로 내 일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6요인 총 

24문항을 본 검사에 이용하 다.

2. 본 검사
2.1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  요인분석으로 통해 정제된 24문항의 구조  

합성을 알아보기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합도 해석 기 은 TLI, CFI의 경우, 1부터 0의 연

속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그 값이 .90 이상이면 

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16][17]. 한 RMSEA의 경

우, .06 이하이면 매우 좋은 것으로, .06-.08 사이이면 좋

은 합도로 해석한다[18]. 연구결과, 합도 지수 , 

Q, GFI, TLI, CFI, RMSEA 값들이 기 치에 근 하고 

있으나 상회하지 못해 설명변량이 측정변수 변량을 해

석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단됨으로 수정지수

(modification indices)를 활용하여 10.0 이상(56.667)을 

과한 오차항 사이(e12-e13)의 공변량을 자유화시킴

으로써 합한 수정모형을 도출하 다. 그 결과, 모든 

합도 지수가 기 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6요인 24문항의 수정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여 구

조 으로 합한 모형으로 명되었다[표 2].

합도 지수 Q GFI TLI CFI RMSEA

초기모형 2.895 .890 .875 .892 .061
수정모형 2.638 .901 .902 .907 .057

적합도 기준 3 이하 .9 이상 .9 이상 .9 이상 .08 이하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지수

총 24문항의 측정항목에 한 표 화 회귀계수는 

.551-.898로 모든 측정항목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한, 표 오차(S.E.)는 .045-.202

로 나타났고, 기각역(C.R.)은 ±1.96 이상으로 통계 으

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척도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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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3. 집단 변별타당도
일반 어린이와 체육 재 어린이를 상으로 변별타

당도를 분석하기 해 125명을 상으로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표 3].

하 변인 유형 N M±SD t

운동관리 영재 66 4.456±.796 3.898***일반 59 3.967±.913
생활관리 영재 66 3.998±.614 6.121***일반 59 3.121±.605
재미 영재 66 4.221±.720 5.287***일반 59 3.559±.917
자신감 영재 66 4.298±.805 5.233***일반 59 3.540±.881
부모의 
지지

영재 66 4.311±.911 9.012***일반 59 3.203±.745
대인관계 영재 66 4.019±.614 5.320***일반 59 3.387±.605
***p<.001

표 3. 유형에 따른 신체활동 자기관리

등학생의 유형에 따른 신체활동 자기 리의 차이 

검증 결과, 모든 하 요인에서 체육 재 어린이 집단

이 일반 어린이 집단 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고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p<.001).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자기관리 검사지 개발 649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등학생을 상으로 신체활동 자

기 리를 진단하는 검사지를 개발하는데 목 을 두고 

진행되었다. 결과 으로 등학생 시기는 학교교사 그

리고 부모, 는 운동지도자에 의해서 향력을 크게 

받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등학생이 신체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

리를 철 히 하기 해서는 자기 자신의 의지도 요

하지만 주 의 도움이 많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요인구조는 6요인으로 운동 리, 생활 리, 

재미, 자신감, 부모의 지지, 인 계로 나타났다. 요인

구조의 합성이 기 치에 충족하여 총 24문항으로 신

체활동 자기 리 능력을 진단하는 측정도구가 완성되

었다. 먼  운동 리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밝 진 몸

리와 훈련 리처럼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해 부상을 

방하고 최선을 다해 연습하는 것과는 달리 등학생

들은 운동에 한 애착 정도가 운동 리라고 볼 수 있

다. 즉, 스포츠를 즐기며 보내는 시간과 어느 정도 운동

을 습득해나가고 있는 상황과 련되며 스포츠 동작이

나 기술을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운동 리와 

한 연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생활 리

는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실천하고 있는 형태와 유사하

게 나타났다. 즉, 계획성, 시간 리, 규칙 인 생활 등의 

좋은 습 의 형성으로 성공 인 수행으로 이어지는데 

생활 리가 요한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특이할만한 은 재미와 자신감 

그리고 부모의 지지가 자기 리의 하 요인으로 구성

되었다는 이다. 동기 인 요소로 운동하는 것 자체에 

매력을 느끼고 이를 통한 즐거움이 자기 리의 요한 

구성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한, 항상 운동을 잘할 수 

있다는 신념은 뚜렷한 목표의식으로 인해 더욱 더 노력

하여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기 때문

에 이러한 내 인 요인들은 신체활동의 자기 리 범주

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몇몇 엘리트 운동선수를 살펴보면 어릴 때부터 부모

의 극 인 지지를 바탕으로 그 분야의 정상에 오르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요한 

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며,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가장 

요한 최 의 교육자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포츠의 부

모의 지지 행동은 자녀의 인지 이고 정의 인 특성과 

한 계가 있으며, 부모의 가치 이나 지지 형태에 

따라 자녀는 태도가 달라 질 수 있다[19]. 등학교 시

기의 자기 리 능력은 자아의 확립이 완고하지 않기 때

문에 부모의 향이 곧 자기 자신의 자기 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얼마나 부모님이 운동에 한 심

을 가지고 지지하느냐가 자신의 자기 리에 결정 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결과 으로 부모의 신체활

동에 한 정 인 반응은 자기 리 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 인 계는 성인들의 인

계와 다르게 등학생 시기는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데 래 친구들이 결정 인 역할을 한다. 결국, 의와 

신뢰, 계 기술이 이 요인에 해당된다. 실제로 스포츠

에 참여하는 체육활동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규칙

의 수와 스포츠맨십, 페어 이 정신 등은 자기통제 

 자기수양을 유도하며, 경기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동과 역할분담은 자신과 타인을 존 할  아는 가치 

 태도, 행동을 형성하고 발달시킨다[20].

집단별 체육 재 어린이 집단이 일반 어린이 집단 보

다 자기 리의 모든 하 요인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나 신체활동 수 별에 따른 검사지의 변별타당도가 검

증되었다.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은 최고가 되기 한 

비로서 시합 과 시합동안에 자신과 생활 리, 목표달

성의 신념, 양질의 헌신 인 훈련, 포기 없는 최선의 정

신력, 시합 자신감 증  등의 자기 리 략을 사용하

고 있다[21]. 이러한 자기 리는 등학교 때부터 기반

을 두고 철 한 연습으로 인하여 자기 리 기술을 터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허정훈[2]의 자기 리는 운동선

수들을 상으로 몸 리, 정신 리, 훈련 리, 인 리

의 4요인으로 밝히고 있어 본 연구와의 요인 간에 차이

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자기 스스로 몸을 리하고 운

동을 하는데 있어서 훈련을 철 히 하고 분석하는데 아

직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의 지지와 재미와 자신

감이 새로운 요인으로 밝 졌다. 즉, 꾸 한 신체활동을 

통한 운동을 잘 할 수 있다는 효능감과 자존감 상승이 

자기 리를 하는데 더 효과 일 뿐만 아니라 주요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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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주 의 도움 즉, 부모의 지지가 자기 리와 깊

은 연 성이 있는 것이다.

스포츠에서 성공 인 수행은 개인 내 , 외 , 환경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며 선수로서 성공

하기 해서는 심리 , 행동 인 자기 리가 요구된다. 

자기 리는 개인 내 , 외 , 환경  요인 등을 포 하

는 주제이며 심리 행동  략의 하나로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신체 , 정신 인 면뿐만 아니라 훈련

과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스스로 철

해 지는 것을 말한다[3]. 결국, 스포츠와 운동상황에서 

자기 리란 자신과 생활에서 자기 스스로의 제를 통

하여 정신 으로 비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이라고 하

다[22]. 본 연구에서도 등학생의 신체활동 자기

리는 생활 리가 요시 되는데 생활계획에 한 실천, 

학교에 지각한 경험, 운동을 하기로 한 시간에 지각한 

경험들, 숙제를 얼마나 빠뜨리지 않고 제출하는지 등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자기 리는 신체활동을 극 으

로 수행하는데 정 인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측된

다.

결과 으로 등학생의 자기 리를 진단하는 검사지

로 인해 개인의 자기 리 능력을 총체 으로 검해보

고, 잘못된 습 을 변화시키며 등학생부터 운동에 

한 심을 가지고 자기 리를 철 히 해 나갈 때 우수

선수로 성장하는데 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는 5  리커트 형식의 상황제시형으로 등

학생들이 검사지에 반응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

여 자기 리 능력을 하 요인별 구체 으로 살펴볼 수 

있게 구성하 다. 이러한 신체활동 자기 리 검사지와 

더불어 심층면담을 통해 등학생들 고유의 행동특성

과 성격특성을 동시에 찰하여 다양한 유형별로 자기

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로그램 구성이 후속연

구에서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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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그런 적이 없어 모르겠다 크게 반대 하셨다 약간 반대 하셨다 약간 찬성 하셨다 적극 찬성 하셨다

1. 내가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찬성하셨는가?

1 2 3 4 5

그런 경험이 없어 모르겠다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아주 가볍게 칭찬 하셨다 좋아하며 칭찬 하셨다 매우 크게 기뻐하며 나를 
자랑스러워 하셨다

2. 내가 체육에서 1등 했거나 상을 받았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1 2 3 4 5
운동 보다는 공부를  

강조하셨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꾸중하셨다
다른 운동을 배워보거나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하자고 
하셨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셨다

4. 내가 운동을 힘들어 하거나 게을리 할 때 부모님의 반응은?

1 2 3 4 5

계획 없이 생활하는 편이다 계획은 세우나 잘 실천 하지 
않는 편이다 반 쯤 계획대로 하는 것 같다 대체로 계획대로 생활하는 

편이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획대로 생활한다

5. 생활 계획을 어느 정도 실천하는가?

1 2 3 4 5

잔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다 가끔 듣는 편이다 3-4번 들은 것 같다 1-2번 들은 것 같다 한 번도 잔소리를 듣지 않았다

6. 공부나 숙제를 해야 될 시간에 TV를 보거나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또는 친구들과 놀아서 부모님께 잔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1 2 3 4 5

자주 지각하는 편이다 가끔 지각하는 편이다 3-4번 지각한 것 같다 1-2번 지각한 적이 있다 지각한 적이 없다

7. 운동을 하기로 한 시간에 지각한 경험이 있는가? 

1 2 3 4 5
거의 그런 적이 없다 지금껏 3-4번 정도 그런 것 

같다 한 달에 1-2번 정도 그러신다 1주일에 1-2번 정도 
그러신다 1주일에 3번 이상 그러신다 

3. 엄마나 아빠는 내가 운동하는 곳 까지 따라오셔서 지켜봐 주시는가?

[부  록]  

신체활동 자기관리 검사지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질문은 평소 여러분의 생활과 체육활동에 련한 내용들을 묻고 있습니다. 각각의 물음에 해 정답

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평소 자신의 생활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 로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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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거의 안해 가는 편이다 안 해간 적이 5회 이상 되는 

것 같다 
3-4회 정도 안해 간 경우가 

있다 한두 번 안해 간 적이 있다 안해 간 적이 없다

8. 지금까지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빠트리지 않고 잘 해 갔는가?

1 2 3 4 5

전혀 없다 약간 없다 반반 이다 약간 있다 아주 많이 있다

16. 친구들보다 체육을 잘 할 자신감이 있는가?

1 2 3 4 5
전혀 즐겁지 않다 약간 즐겁지 않다 그저 그렇다 약간 즐겁다 아주 많이 즐겁다

13. 운동시간이 즐거운가?

1 2 3 4 5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약간 좋아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약간 좋아하는 편이다 아주 좋아하는 편이다

14.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1 2 3 4 5
자주 그렇다  약간 그렇다 3-4번 정도 그랬던거 같다 1-2번 그런 적이 있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15. 운동이 힘들거나 귀찮아서 하기 싫을 때가 자주 있는가?

1 2 3 4 5

일기를 아예 쓰지 않는다 일기는 쓰나 운동에 대한 
내용은 잘 안 적는 편이다

일기에 가끔 운동에 대해 
기록하는 편이다

일기장에 운동과 관련한 
내용을 자주 적는 편이다

내 자신의 훈련일지를 거의 
매일 기록하고 있다

11. 운동과 관련된 일기나 훈련일지를 쓰고 있는가?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1-2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다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다

자주 그런 적이 
있다

잘 될 때까지 노력해서 꼭 해 
내는 편이다

12. 어려운 스포츠 동작이나 기술을 잘 할려고 노력해 보았는가?

1 2 3 4 5
일반적인 놀이를 훨씬 많이 

한다
일반적인 놀이가 스포츠보다 

약간 많은 것 같다
일반적이 놀이와 스포츠 
게임을 반반씩 한다 스포츠를 약간 많아 한다 주로 스포츠 게임을 하며 

보낸다

 9. 친구들과 놀 때, 놀이터에서 일반적인 놀이를 하며 보내는 시간과 축구, 농구, 야구 등과 같은 스포츠를 하며 보내는 시간 
중 어느 것이 더 많은가?

1 2 3 4 5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지 않다 
배워보고 싶어서나 기회가 

없었다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배워본 적이 있다
전문적으로 배우다가 현재는 

그만두었다
현재 선수가 되기 위해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고, 

6개월 이상 되었다

10. 선수가 되기 위해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배운 경험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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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반반 이다 약간 그런 편이다 매우 그런 편이다

18. 운동을 배우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 2 3 4 5

전혀 그럴 자신이 없다 약간 자신이 없는 편이다 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 친구들이 참아낸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끝까지 참고 해 내겠다

19. 좋은 운동선수가 되려면 힘든 훈련을 참고 이겨내야 하는데, 그럴 자신이 있는가?

1 2 3 4 5

왕따 당하는 기분이 자주 든다 인기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보통이다 약간 인기 있는 편이다 인기가 아주 많은 편이다

22.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인기가 있는가?

1 2 3 4 5

전혀 양보하지 않는 편이다 대체로 양보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양보 할 때가 약간 더 많은 
편이다 거의 대부분 양보하는 편이다

23. 친구나 동생들에게 양보를 많이 하는 편인가?

1 2 3 4 5
버릇 없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버릇이 없다는 소리를 1-2번 

들었다
예의를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대하는 편이다 조금 예의를 갖추어 행동한다 항상 공손하고 예의있게 

행동한다

21.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 있게 행동하는가?

1 2 3 4 5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다 노력해 볼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 

일단 이리 저리 약간 노력해 
보았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관계를 
좋게 하였다

24. 친구들과 사이가 나빠졌을 때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가?

1 2 3 4 5
전혀 없다 약간 없다 반반 이다 약간 있다 아주 많이 있다

20. 운동을 전문적으로 배우면 축구의 박지성이나 수영의 박태환처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자신이 있는가?

· 운동관리(4문항) : 9, 10, 11, 12 · 생활관리(4문항) : 5, 6, 7, 8 · 재미(3문항) : 13, 14, 15  

· 자신감(5문항) : 16, 17, 18, 19, 20 · 부모의 지지(4문항) : 1, 2, 3, 4 · 대인관계(4문항) : 21, 22, 23, 24

1 2 3 4 5

전혀 소질이 없는 것 같다 약간 부족한 것 같다 보통이다 조금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아주 소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17. 본인은 체육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