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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이 세 형

본 연구는 J도 소재 고등학생을 상으로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참여와 신체 자기효능

감 사회 효능감의 계를 규명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J도 소재 고등학생 236명을 상으로 신체 자기효능감 사회 효능

감과 련된 자기 평가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 분석

은 SPSS ver. 22.0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탐색 요인분석, 독립 T-test 일원분산분

석, 상 계 분석 등을 실시하 고,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얻었다. 첫째. 설문지의 신뢰

도 검증을 한 Cronbach'a값을 산출한 결과, 신체 자기효능감 r=.916, 사회 효능감

r=.909으로 나타나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측정항목 간 차이검증을 해 독

립표본 T-test와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의 차이검증

에서 신체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인지된 신체능력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

났으나, 신체 자기표 자신감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의 인지된 신체능력과 신체 자기표 자신감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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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사회 효능감의 차이 검증에서 사회 효능감의 하

요인인 사회성 효능감과 계성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년에 따른

사회 효능감의 차이검증에서는 3학년이 1,2학년 보다 높게 나타났다. 활동여부에 따른 신

체 자기효능감 사회 효능감에서는 참여자가 비참여자 보다 모든 요인에서 높게 나

타났다. 셋째. 신체 자기효능감과 사회 효능감 간의 상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계의 방향은 정(+)의 방향으로 나타나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론 으로 고등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는 학생들의 신체 자기효능감 사회

효능감에 정 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단될 수 있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극 인 신

체활동을 권장하여 청소년시기의 건강한 신체 정서의 발달을 지향하고, 나아가 사

회 으로 완성된 인간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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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 날, 인간은 빠르고 신 인 과학기술의 발달을 통해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

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형성된 편리한 생활환경은 인간에게 윤택한 삶의

제공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인간의 편리를 한 환경의

발 은 인간의 비활동 인 생활습 , 좋지 못한 식습 패턴으로 인한 양의 불균

형, 비만 등의 문제를 래한다.

2013년 교육부의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청소년의 체격은

향상되었으나, 청소년의 체력은 하되었고, 비만율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 다(박남희, 이해정, 2002). 한 보건복지부의 ‘2015년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0 청소년(13~18세, 5.4%)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 (19~29세,

66.7%)에 비해 히 낮은 실천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한국인 연령 별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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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비만 통계’ 자료에서는 한국 청소년 6명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비만 신체활동의 부족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

고 인식할 수 있다.

신체활동의 부족과 련한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그 에는 컴퓨터 게임 스마

트폰의 심각한 의존, 여가활동 시간의 부족 등이 있다. 통계청의 ‘2017년 청소년 통

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험군 비율은 30.6%로 체의 30%

이상의 높은 수 을 차지하고 있어 방 책 마련이 시 하다고 보고하 다(통계청,

2017).

신체활동의 부족에 한 다른 원인으로 과도한 학습으로 인해 학생이 느끼는

부담감 등에 의해 나타나는 심리·정서 측면의 부정 인 향을 설명할 수 있다

(최인재, 모상 , 201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한 지원방안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스트 스의 원인으로 학업문제에 한 스트 스가 63.5%로 가장 높았

고, 진로문제가 46.3%, 외무 40.4%, 부모와의 계 38.2% 순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업스트 스가 심각하다고 보았다. 한 행 교육과정이 입시 주로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주지교과에만 집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

을 사교육으로 내몰리게 한다고 보았다(유찬미, 최연재, 정연택, 2015).

이 듯,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학생들의 운동 참여 시간 운동량은 세계건강기

구(WHO)가 제시한 ‘신체활동 국제지침’의 청소년기 권장 활동량(주3회 이상, 30~60

분 정도의 강도 운동)보다 히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비

만율을 증가를 진시키는 매로써 작용한다(WHO, 2013).

오수용, 최문기, 김진홍(2013)은 청소년기 신체활동의 부족 상은 신체 정서,

인지 측면에서 부정 인 변화뿐만 아니라 스트 스 호르몬에도 부정 인 향을

주어 청소년기의 건강한 정서를 함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앞서 언 한 청소년기의 신체활동의 부족 상을 방하기 해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신체 ·정신 욕구를 해소시켜주고,

자기계발과 더불어 자아실 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는

국가 인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운동을 통한 건강한 국민을 기르기 해 생활체육과

평생체육을 모든 국민에게 권장해야할 것으로 보았다(박윤기, 2013).

재 학교 장에 도입되어있는 스포츠제도는 1인 1학교스포츠클럽과 756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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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보다 극 으로 활성화시켜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학교스포츠클럽’ 제도는,

2007년에 그 명칭이 공식 으로 사용되었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학교 문화 조성과

학교 운동부 문화 개선의 목 으로 학교 장에 도입되어 한민국 학교 체육 진흥

법에 따라 체육활동에 흥미와 취미를 가진 동일 학교 학생들로 구성된다(교육인

자원부, 2007).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 가장 요한 요인 하나는 학생들의 자발 이고 자

율 인 신체활동의 참여를 이야기 할 수 있다(이건우, 원미애, 2013). 신체활동의

참여에 있어 학생은 본인의 신체 ·사회 능력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자

신의 신체 자기효능감 사회 효능감은 결정된다(유찬미, 최연재, 정연택,

2015). 여기서 말하는 신체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신체 수행

혹은 운동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정 인 향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신체능력 수

을 의미하며(Ryckman, 1982), 사회 효능감은 사회 환경 속에서 필수 으로

인간이 가져야 할 인 계의 유지, 정 신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사

회 인 능력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는 용어를 의미한다(Bandura, 1977).

이 듯, 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참여는 학생의 건강체력 인지·정서

측면에 있어서 정 인 향을 가져다 다(김문명, 2011).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신체·인지·사회 측면에서의 발달을 진할 수 있으며, 스트

스와 우울감, 불안감, 자존심 등 정서 측면에서도 정 인 효과를 받을 수 있

고, 더 나아가 스포츠를 통한 동심과 력을 터득하여 상 방에 한 존 과 매

, 소속된 에 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임번장,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과 신체 자기효능감 사

회 효능감의 계를 규명하는데 목 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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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과 신체 자기효능감 사

회 효능감의 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 을 갖는다.

3. 연구의 가설

본 연구의 목 을 규명하기 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고등학생의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라 신체 자기효능감

과 사회 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여부에 따라 신체 자기효능감과 사회 효능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신체 자기효능감 사회 효능감의 계에 있어 차

이가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제한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몇 가지의 연구의 한계가 수반되어진다.

1) 본 연구의 상자는 J도 소재 총 4곳의 고등학교 학생으로 제한하 다.

2) 개인의 운동 능력에 따른 개인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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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용어의 정의

1) 학교스포츠클럽

교육인 자원부(2007)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 후 활동 체육

로그램이라고 칭하고,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자율 체육 활동, 체육 동아리 활동,

과외 체육 활동 등을 총체 으로 설명하는 용어로 정의하 다. 학교스포츠클럽은

학생의 자발 인 의사결정에 의해 참여하는 신체활동을 의미하며, 학교스포츠클럽

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일반 학생으로 구성되어진다.

2) 신체 자기효능감

신체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신체 수행 혹은 운동과제를 수행

함에 있어 정 인 향력을 행사하는 자신의 신체능력 수 을 의미한다. 신체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 ‘인지된 신체능력’은 신체활동 수행 혹은 운동과제를 수

행해 낼 수 있는 인지된 능력을 의미하며, ‘신체 자기표 자신감’은 신체 수행

혹은 운동과제와 련된 기술의 표 과 그것을 타인에게 보여 으로써 그것을 평가

를 받을 수 있는 자신만의 자신감 수 을 의미한다(Ryckman, 1982).

3) 사회 효능감

사회 효능감이란 사회 환경 속에서 필수 으로 인간이 가져야 할 인 계의

유지, 정 신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사회 인 능력 상호작용 등을

포함하는 용어를 의미하며, 사회 효능감의 하 요인 사회성 효능감이란 사회

생활의 다양한 모임들에서 분 기를 부드럽게 하고, 사교 행동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요인이며, 계성 효능감은 부모나 자녀, 친구, 친척 등 요

한 사람들과의 계를 얼마나 잘 유지시킬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요인이다.

(Bandura,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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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 배경

1. 청소년 체육의 필요성

체육은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 계획 이고 의도 인 신체활동을 통한 인간 행동

의 변화라고 정의되어진다. 한 인간에게 있어서 신체활동은, 삶을 하게 만드

는 매체이자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 인 요소로 해석할 수 있다.

의 많은 청소년들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 단계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한 과한 스트 스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유찬미, 최연재, 정연택, 2015).

과도한 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심리 ·정서 측면에서 발생되는 부정 인

향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며(최인재, 모상 , 2013), 체육활동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

하는 청소년비만과 체력의 하, 외모지상주의의 피해로 인한 왕따 자살 등의

청소년 사회 문제로 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이용식, 남윤신, 2011). 2013년 교

육부의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청소년의 체격은 향상되었

으나, 청소년의 체력 하 비만과 련된 문제가 꾸 히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하 다(박남희, 이해정, 2002).

보건복지부의 ‘2015년 국민건강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0 청소년(13~18

세, 5.4%)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20 (19~29세, 66.7%)에 비해 히 낮은 실천율

을 보이고 있으며, 2016년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비만 통계’ 자료에서는 한국 청소

년 6명 1명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비만 문제가 꾸 히 제기되어지

고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생각해보았을 때, 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신체활동율

은 낮은 수 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체 가치 측면에서 유아기를 거쳐

청년기에 다다를 때까지 인간에게는 다양한 신체활동이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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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신체활동에 할애되는 시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시기로 볼 수 있으며, 한

스포츠 활동에서 학습되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일상생활의 모든 환경 속에서 발

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하기 때문에 모든 청소년은

스포츠 활동에 참가 할 필요가 있다(박윤진, 2013). 이처럼 체육활동의 참여는 청

소년들의 심동 ·인지 ·정의 ·사회 부분에 있어서 정 이고 건강한 인격 형

성과 인 인 성장을 도모하며, 나아가 인간의 삶 체를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

드는 원동력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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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스포츠클럽

1) 학교스포츠클럽의 개념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에서 정규체육수업 외에 시행하는 방과 후 활동 체육 로

그램이라고 칭하고, 방과 후 학교, 방과 후 자율 체육 활동, 체육 동아리 활동, 과외

체육 활동 등을 총체 으로 설명하는 용어로 정의하 다.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

는 모든 학생들은 한체육회에 등록되어있는 선수를 제외한 일반 학생을 상으로

구성되며, 학생의 자율 이고 자발 인 의사결정에 의해 참여를 기반으로 운 되는

조직 인 형태의 제도이다(교육인 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교스포츠클럽은 크게 2가지 차원에서 그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모든 학

생들에게 신체활동 참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둘째, 학교 운동부의 문화 개

선을 희망하고, 운동부 본래의 교육 활동을 부활시키기 한 것으로 설명된다(교

육인 자원부, 2007).

즉, 모든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신체활동의 권리는 청소년 시기의 운동부족 문제의

해결과 학교 체육 교육에 당면한 교육환경의 변화에 응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학

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 기존의 학교 운동부가 갖고

있는 각종 부 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국가 차원에서 부여한 권리로 설명

되어진다(교육인 자원부, 2007).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 운동부는 성격 상에

서 <표 1>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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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 비교

구분 학교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

성격

‘보는’스포츠 → ‘하는’스포츠

생활체육

일반학생의 자율 인

체육활동 활성화

1인 1학교스포츠클럽

경기력 향상 → 국 선양

문체육

문체육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활동

1교 1기

상 일반학생 학생선수 ( 한체육회 등록 선수)

주무부처 교육과학기술부 한체육회

종목

축구, 농구, 배드민턴, 탁구,

소 트볼, 인라인, 뉴스포츠,

야구, 육상, 볼링 등

인기/ 비인기 종목으로 구분

인기 : 축구, 야구, 농구 등

비인기 : 체조, 투기종목 등

회
교육청, 지자체, 언론 등에서

산발 으로 회 개최

국(소년)체육 회 등 체육회,

교육청 심으로 회 개최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 장에서 모든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에 있어

서 자발성과 자율성을 제 하에 ‘보는’스포츠에서 ‘하는’ 스포츠로의 환을 진하

며, 학생들의 건강체력 향상, 운동부 운 의 부정 인 문제의 개선과 학생들의 체육

활동 침체에 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표 인 안 하나로 제시되었다(박

윤기, 2013).

2) 학교스포츠클럽의 필요성

학교체육 일반 학생들의 자율체육활동의 활성화와 체력 증진을 해 추진되기

시작한 학교스포츠클럽 제도는 극 으로 학교 장에서 학생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권장하면서 차 그 크기가 증가하여 각 시도교육청에 등록하는 스포츠클럽

한 늘어나기 시작하 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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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교스포츠클럽 교육청 등록률 황

(단 : 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8.1% 17.1% 27.4% 37.6% 45.0% 48.3% 54.8% 65.2% 68.8%

그러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의 정 인 변화와 함께 학교스포츠클럽과 련한

다양한 문제 이 부각되기 시작하 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먼 지나친 입시

주의 교육환경 교육과정이다. 입시 주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학업 진로에

한 부담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주지교과에만 집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 스포츠

활동 참여에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유찬미, 최연재, 정연택, 2015). 한

회개최 주의 재정지원으로 운 리를 한 재정지원의 부족, 교사·학부모·학

생 등의 교육공동체의 요성 인식 부족, 다양한 종목과 상을 한 로그램 구

성의 부족(교육과학기술부, 2011; 김선희, 허 미, 2008; 정선, 윤양진, 2010) 등의

재정 ·행정 ·인 ·물 차원에서의 문제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 인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 이 듯 여러 문제 이 언 됨에

도 불구하고 학교스포츠클럽이 청소년들에게 권장되는 이유는 다양한 학자들의 근

거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먼 청소년들에게 있어 스포츠를 통한 신체활동은 신체 ·사회 발달의 진과

처능력·공동체 능력을 함양해주는 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박윤진,

2013), 교우 간 계형성과 원만한 학 생활, 교사와의 정 인 상호작용 등 학교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보았다(이제행, 김 식, 2006).

한 청소년기의 스포츠 참여에 한 요성은 삶의 단계의 어떠한 시기보다 신체

·인지 ·정서 즉, 인 인 경험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신체와 건 한 사

고방식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았다(박 억, 박상섭, 정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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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스포츠클럽의 역할 기능

학교스포츠클럽은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 자율 이고 자발 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 결성된 조직체이다. 학교 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 개인 ·사회 ·교육 ·문화 측면에서 건강의 증진과 스포츠 기

술의 발달, 스포츠 문화체험, 리더십과 공동체의 학습, 여가를 한 문화 공간의 제

공 등의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기 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2>. 학교스포츠클럽의 역할 기능 (교육인 자원부, 2007)

① 건강증진

건강이란, 정신 혹은 육체 으로 아무런 탈이 없고 튼튼하고 건강한 상태를 의

미한다. 사회는 개개인이 자신의 건강과 활기찬 라이 스타일을 유지하고, 증진

할 수 있도록 스마트 매체를 활용한 각종 편의시설 매체를 지속 으로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인간의 움직임은 매우 속히 어들고, 다양한 질환에 쉽게 노

출되며, 한 음식문화의 발 으로 인해 풍족한 삶을 하는 신, 고열량의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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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취 등으로 인한 비만에 한 문제 을 갖게 된다(허은정, 심재은, 윤은 , 2017).

제주도교육청의 2015년 도내 · ·고 학생에 한 수조사 결과, 제주도 내 청

소년의 비만율은 2011년 9.8%에서 2016년 15.3%로 5년 보다 5.8% 증가하 다고

보고되었으며, 제주도 내 유아, 고 학생 약 8만 9000명을 상으로 과체 이상

학생 분포 조사 결과에서도 과체 이상의 학생은 약 3만명으로 체의 33.4%가 과

체 이상으로 집계되었다(제주도교육청, 2015).

제주도 내 학생들의 비만율이 각 지역과 비교해보았을 때,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압축되어지는데, 첫째, 높은 ‘비건강 식습 ’과 둘째, ‘낮은 건

강 운동습 실천율’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4년 국 고 건강검사 결과분

석’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의 비 건강 식습 보유율은 61.1%( 국평균 59.9%)인 반

면 건강식습 은 22.7%( 국평균 28.7%)에 불과하다. 추가 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인 ‘건강한 운동 습 ’도 국 평균 38.1% 보다 낮은 35.5%

로 1 인 서울의 43%에 견주었을 때,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권장 체력의 하 문제 운동 부족 상은 매년 제기되어지

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청소년 시기에 과체

혹은 비만일 경우에 80% 정도가 성인기에 비만이 될 확률이 높고, 당뇨, 고 압, 심

장질환 등 질환들에 쉽게 노출될 험이 있다(허은정, 심재은, 윤은 , 2017). 따라

서 청소년 시기의 신체활동 하는 개인 문제가 아닌, 가정·학교·국가 등 다방면

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 결과를 토 로 생각해보았을 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한 신체활동

의 요성을 무엇보다 강조해야 하며, 평생 체력의 기 를 가질 수 있도록 신체활

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청소년기의 신

체활동은 체 조 만성질환을 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자신감과 자존감

등의 심리 ·정서 ·인지 인 측면과 신체 인 요소 즉, 건강과 체력 등에도 정

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김 택,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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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청소년들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는 개인의 인 인 발달을 진시킴과 동시

에 사회생활의 응에 필요한 역할과 태도 등의 사회화를 불러일으키며, 건강체력

향상과 건강한 정서함양에 정 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은 청소년

기에 있어 권장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김 택, 2006).

② 스포츠 기술의 발달과 스포츠 문화의 체험

스포츠에는 스포츠 고유의 지식과 개념, 가치 규범, 각종 기술 등이 존재하며,

이것은 사회 안에서 공유되고 승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스포츠 문화는 스포츠

가 거 한 사회 속에서 행해지는 활동이기에 특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개별 인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김선희, 유정애, 2007).

학교스포츠클럽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새롭고 다양한 형식의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써 신체활동을 실천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학생은 자신이 참여하는 종목에

한 역사·사회·문화 인 측면들의 주요 내용을 학교스포츠클럽의 활동을 실천함으

로써 학습하게 되고, 각종 스포츠 종목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과거의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은 재미보다는 경쟁과 승리를 추구 하 고, 다채로

운 움직임 보다는 특정 종목의 기술 습득에만 몰두하게 되는 엘리트체육 주의 학

교 운동부 활동이 심을 이루었다. 학교 운동부 주의 학교체육 로그램은 부

분의 일반 학생들에게 다양한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 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 활동을 통해 얻는 즐거움과 만족감 등을 제 로 느끼지 못한다는 문제 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재의 체육은 과거의 문제 으로 남아있던 은 체육수업의 시수, 입시

과목 주의 편 된 교육열 교육과정의 행 운 , 운동부 운 의 문제 등을

비 하고(강필 , 김석일, 2003), 이로 인해 발생한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하와 비

만, 신체발육의 불균형 등의 문제 을 개선하기 해 학교스포츠클럽이라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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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체계화된 제도를 만들면서 일반학생들이 쉽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

록 교육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스포츠클럽’의 활동을 하면서 활동 인 생활 방식 스포

츠 기능, 기술의 습득, 구성원으로서의 행동, 사회 기술의 발달 등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스포츠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과 이해, 신체 자 심, 자아 존 감, 스

포츠맨십 등을 향상해야 할 것이다(이제행, 김 식, 2006).

③ 리더십 공동체 의식 함양

청소년들은 개개인의 다양한 성격 특성을 가진 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스

포츠 활동을 함으로써 상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 인 생각의 변화와 함께 새

로운 사회화의 변화가 일어난다(최미란, 2003).

청소년기 스포츠 활동은 학생들에게 법정신과 동심, 리더십 등 다양한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의 목표를 실 해나가며, 건 하고 건강하며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 발 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한다.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이 지향하는 정신과

규칙 규율을 배우고, 구성원, 상 방, 심 과 코치, 등 스포츠 환경에 존

재하는 모든 구성원을 존 하는 자세를 갖게 되며(Freezell, Clifford, 1997), 이러한

모든 것을 실천하기 해 자기통제력, 자기책임감, 워크, 리더십, 자신감 자기

훈련, 계획기술과 처기술 등을 발달시키게 된다(Perkins, 2000).

따라서 학생들은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는 정 인 승부욕과 열정, 운동에 한

의지, 구성원과 함께 동 배려를 배우게 되고, 스포츠맨십을 배우게 되며,

모든 기술을 고루 갖추었을 때 한층 더 발 가능한 학생으로 성장한다.

④ 여가 문화 공간

청소년들 시기에 있어 여가생활은, 즐거움과 해방감을 마음껏 만끽하고,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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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기정체성 자기실 , 자기존 감 등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을 뜻한다.

청소년기의 여가생활은 개인 차원에서 건강과 체력의 증진, 기분 환 자아

형성 등 정서 ·사회 보상의 역할과, 사회 차원에서 사회 학습과 문화·사회의

통합, 사회 문제 해결의 역할을 한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6).

한 건 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해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로

그램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주시교육청’에서는 청소년들의 건

한 여가생활을 해 생활교육의 일원으로 다양한 상가를 방문하여 유해환경으로부

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바른 여가생활을 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올 길 걷기 캠페인, 교육장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회 등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건 하고 건강한 여가생활을 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3) 학교스포츠클럽의 운

학교스포츠클럽은 자율체육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 분 기

조성 스포츠 친화 학교문화 소통 지향 스포츠 환경의 조성, 인 인간

의 성장을 한 선진형 학교 스포츠클럽 운 시스템 기반 구축 등의 목 을 갖는

다.

학교스포츠클럽의 운 계획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학생들의 신체활동

하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개선하여 건강한 체력을 기르게 한다. 둘째, 학생 참

여도 제고를 한 스포츠 친화 인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셋째, 체육 동아리의 체

계 인 리를 통한 심동 ·인지 ·정의 측면의 통합인 인교육의 효과를 증진

시킨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교스포츠클럽의 운 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

도록 한다. 둘째, 1학생 1스포츠클럽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최 2종목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셋째, 가정-학교-지역사회 모두가 연계되는 스포츠클럽 활동을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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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스포츠를 ‘보는’스포츠 던 기존의 방식에서 ‘하는’스포츠로의 환을 꾀하며,

학교 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 다섯째, 심시간 방과 후 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조직·운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림 3>.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지역스포츠클럽 비교

<표 3>.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지역스포츠클럽 비교

구 분 내 용

1인 1스포츠클럽

- 방과 후 학교 로그램, 개인별․ 동아리별

- 체육 활동 등 자율체육활동 활성화

학교스포츠클럽

* 자율체육활동의 조직화/발

- 1학생 1스포츠클럽

- 학교에서 소용 산 일부 지원

학교운동부

(1교 1기)

* 엘리트선수육성( 문체육)

- 코치, 산 지원

지역스포츠클럽
* 성인+학생으로 구성, 주말에 주로 운동

- 문화 부(체육공단), 지자체에서 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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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 효능감

1)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어떠한 일 혹은 문제를 성공 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기 와 신념을 의미하는 용어로, 심리학자 Albert Bandura(1977)에 의

해 정의되었다.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이 개인의 존재 가치보다 특정의 구체 인 장면에서

의도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행 를 만들고 실행하는 능력과 기술에 한

개인 인 믿음이자, 성공 인 결과를 해 필요한 행동을 계획·조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만의 능력에 따른 단이라고 정의하 다.

즉,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다양한 행동을 설명하고 언 측하기 해 고안된

것으로, 분명치 않고 측할 수 없으며, 불안함과 긴장감이 높은 미래의 상황에

처하는데 요구되는 행동의 과정을 개인이 제 로 조직하여 실행 할 수 있는가에

한 단력과 련이 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통제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높이 단하는 것으로 본다(곽호근, 2006).

이 듯 자기효능감은 성공 는 실패 경험을 통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쉬

운 과제로부터 성공 경험을 쌓고 진 으로 과제의 난이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은

자기효능감 향상을 한 효과 인 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타인의 실패 혹

은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리 경험도 자기효능감에 향을 미치며, 모델이 자

신과 비슷할수록 경험이 주는 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개인

의 고정된 특성이 아닌 특정한 상황마다 유동 이기 쉬운 상황 개념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높다고 그것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고 성공 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곽호근, 2006).

자신감이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해선, 개인이 과제수행능력 과제와 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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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식과 기술, 기능 등을 소유해야하며, 과제 수행이 가져다주는 한 유인체제

가 존재해야 한다(Bandura, 1977). 유인이 없다면 과제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행동을 할 것이라 기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제수행능력

지식, 기술 등을 갖추고 한 유인체제가 존재할 때, 비로소 자신감은 개인의

실제 수행을 측 할 수 있게 된다.

Bandura(197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은 크기, 강도, 일반성의 3가지 차원에서 개념

화되었다. ‘크기’는 개인이 성취 가능한 행동수행수 으로써 ‘과제 난이도’와 같은 개

념으로 설명된다. ‘강도’는 개인의 수 에 맞는 과제에 한 자기효능감이 다른 상

황 혹은 색다른 과제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Bandura(1977)는 자기효능감을 3가지 차원에서 개념화함으로써 자신감을

용이하게 수량화할 수 있게 고안하 고, 성취 장면에서의 개인의 기 를 효능기

와 결과기 라는 서로 비되는 개념으로 구분하 으며, 그 차이는 <그림 4>와 같

다 .

<그림 4>. 효능기 와 결과기 에 한 조작 개념의 틀 (Bandura, 1977)

의 <그림 4>에서 보듯, 자기효능감은 지식과 행동을 연결시키는 요한 요인

하나로 작용하며, 자기조 과 인내심 그리고 실패에 한 반응은 내재 흥미, 동기



- 19 -

의 성장, 문제의 해결을 통해 얻는 성취감에 한 노력, 직업의 추구 등 행동에

해 처 가능한 행동을 유발시킴으로써 수행에 향을 다(Anderson, Robert, Gre

ene, Myrne, Loewen, Pamela, 1988). 따라서 성취상황에서 효과 인 행동의 유발은

충분한 결과기 와 함께 자기효능감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며,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신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신감의 바탕이 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도 능력 있는 태도와 함께 수행에 한 성취도결과 한 높아

지게 된다(박 미, 2006).

효능기 (Efficacy expectation)는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기 해서 필요한 모든 행

동들을 성공 으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자신만의 확신을 의미한다. 즉, 무엇을 반드

시 이루겠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질 때, 효능기 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이다.

결과기 (Outcome expectation)의 개념은 특정 행동을 행하면 그 행동에 따른 특

정한 독립 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상이며, 개인 인 기 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

기효능기 라는 것은 성공 으로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자기 능력

에 한 개인 인 확신을 의미한다.

김아 (1998)은 Bandura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이 ‘결과기 ’와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 다. 인간은 결과기 에 의한 특정 행동이 확실한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믿을 수 있으나, 정작 자신이 추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해 의문

에 갖게 된다면 특정 행동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결과기 와 효능기 는 그 기능

이 서로 상이하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효능감과 결과기 의

계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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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다양한 유형의 효능감과 수행결과의 기 가 행동과 정서 상태에 미치는

향 (김의철, 박 신, 양재민, 2003)

효능감과 결과에 한 기 와 상호 향은 사람들을 냉담하게 하는 환경과 낙심하

는 환경을 구별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효능감이 낮으면서 스스로 혹은 자기와 유사한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결과를

얻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냉담해지고 포기, 무 심 등에 빠지게 되

며, 효능감은 낮은데 사회에서 거는 결과기 가 높으면 자기비하와 망을 하게 된

다.

반면, 효능감은 높으나 사회 으로 나타나는 결과에 낮은 기 감을 가진 개인은

항의와 불만, 사회 운동, 환경의 변화 등에 극 인 응을 하고, 효능감 사

회 으로 개인의 일에 한 결과기 가 높으면 활동에 해 생산 인 참여와 포부

를 가지고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김아 , 1998).

Bandura(1977)는 결과기 보다 효능기 가 동기와 많은 련이 있음을 주장하

다. 이는 어떤 행동에 한 결과를 수반한다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행동수행능력

에 한 회의를 가진다면 그 정보는 행동을 유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효능기 가 정 이고 클수록 개인은 과제의 수행이나 과제수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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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희망과 확신을 갖고 극 으로 임할 것으로 보이며, 악조건의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에도 많은 노력을 투여하고 끈기 있게 매달릴 것이다(김아 , 1998).

반면, 효능기 가 낮고 부정 인 사람일수록 실패를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생긴

것으로 귀인 하는 경향이 있어, 마음속에 두려움과 망감을 가지고 마지못해 과제

를 수행하거나 혹은 과제 자체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김아 , 1998).

따라서 과제 수행의 결과는 개인의 능력보다 자기 효능기 에 의해 결정되어질 것

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2) 신체 자기효능감 (Physical Self-efficacy)

신체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의 신체를 이용하여 신체 과제와 연 된 운동과제

를 수행하는데 있어, 스스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자신의 능력

수 을 의미하며, 자기효능감과 자아성찰감 등과 같은 내면 인 만족과는 다른 의

미로 해석된다.

Ryckman, Cantrell, Thornton, Robbins(1982) 등은 신체 자기효능감을 하 요인

2가지로 구분지어 각각 '신체 자기표 자신감(physical self efficacy confidence)'

과 '인지된 신체 능력(perceived physical ability)'으로 설명하 다.

'신체 자기표 자신감'이란, 운동 신체 으로 기술을 표 하여 타인에게 기

술에 한 정직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의 수 이며, '인지된 신체 능력'은

수행자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신체능력을 신체 기술과제에 용하여 수행하는 인

지 인 능력을 뜻한다(Ryckman, 1982).

Ryckman(1982)은 자신이 내린 정의를 토 로 다양하게 제시되어진 과제 간 특성

척도의 문제를 이고 신체 자신감을 제 로 측정하기 해 신뢰성 있는 도구 사

용을 해 ‘신체 자기효능감 척도’라는 측정 척도를 고안하 다(Ryckman, 1982).

신체 자기효능감 척도의 두 가지 하 척도에는 ‘신체 자기표 자신감 척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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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신체능력 척도’이며, 각각 자신의 기술을 보여 때의 개인 인 자신감을

반 하는 항목들과 신체 능력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항목들로 구

성되었다.

신체 자기효능감은 스포츠 활동 참여에 따라 활동 간에 발생되는 것으로, 구

체 인 특정 환경 상황에서 의도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해 상황에 맞는 행동

을 조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것에 한 단이며, 자기효능감은 인간이 특정 활동

을 선택하고, 노력하며, 어려움에 직면하 을 때, 그 행동을 얼마나 지속시킬 것인

가에 한 향을 의미하며, 신체활동을 통해 발달되는 자기효능감은 움직임의 증

가와 행복에 한 만족감에 해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 낸다(Gill, Kelly, Martin, W

illiams, 1994).

3) 사회 효능감 (Sense of Social-Efficacy)

Bandura(1977)가 제안한 사회 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하 역 하나로, 인간

이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는 사회 인 장면 속에서 원만한 인 계를 유지하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정 인 신념을 의미하며, 이러

한 사회 효능감은 사회 자기효능감 는 사회 유능감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

어진다(Ryckman, 1982; 김의철, 박 신, 1999).

사회 효능감은 사회인지이론의 측면에서 3가지의 주요특성 즉, 환경특성·개인특

성·행 특성 간의 상호작용 계(Triadic Reciprocality)라고 정의되어지며, 이는 개

인의 인지 인 특성 환경과 그 밖의 다른 요인에 의해 특정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 행동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Bandura, 1977).

한 사회 효능감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가 더욱 구체 으로 제시되어졌

다. Krasnor와 Rabin(1881)은 사회 효능감이 원만한 인 계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화를 주도하는 총체 인 행 로 정의하 으며, Anders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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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ik(1974)은 사회구성원과의 계를 유지하는 것을 주 목 으로 하며, 그 속에

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 고, Zimmerman과

Bandura(1995)는 개인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올바르고 정확한 수행을 할 수 있

는가에 한 각자의 단으로 정의하 다.

따라서 사회 효능감이란 사회에서 주어진 상황에 한 행동이나 활동을 제 로

수행할 것이라는 자신의 능력에 한 확신이자 기 이며, 특정 행동에서 요구되어

지는 기술뿐만 아니라 개인이 지닌 다양한 측면의 능력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개

인의 행 를 결정하는 주 인 요인으로 해석되어진다(Caprara, Steca, 2005).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사회 효능감은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 사회

인 상호작용을 통해 효율 인 사회의 목 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 자 개인 으

로 가지고 있는 행동수행 가능성에 한 기 와 신념 그리고 단이라고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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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행연구 고찰

1) 학교스포츠클럽에 한 연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윤진(2013)의「청소년기 신체활동을 통한 신체이미지가 평생 스포츠 참여에 미

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는, 평생 스포츠 참여 동기를 유발하기 하여 신체활

동과 스포츠에 참여 할 수 있는 자신의 신체능력에 한 유능감을 지각하게 하며,

신체활동과 스포츠에 련된 건강문화의 의미를 교육하고, 규칙 이고 지속 인 신

체활동에 의한 정상 인 신체이미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박 억·박상섭·정재원(2015)의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신체 자기

개념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향」의 연구결과에서는 청소년들은 외모 주의

신체 건강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지만, 신체 자기개념이 확고할수록 학

교생활에 한 만족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권장하여

신체 건강과 함께 정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2) 신체 자기효능감에 한 연구

신체 자기효능감과 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윤기(2013)의「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신체 자기효능감과 운동지속의

계」의 연구 결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서 참여기간, 참여빈도, 참여강도, 운동

수 등이 높을수록 신체 자기효능감과 운동지속이 높게 나타났으며, 신체 자

기효능감은 운동지속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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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효능감에 한 연구

사회 효능감과 련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Capara(2005)는 사회 효능감을 개인의 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한 변인이

자, 개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타인 사회 인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 요소라고 정의하 다. 사회 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한 독립변인으로서 신

뢰성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설명되어졌다(김의철,

박 신, 1999).

자기효능감과 련한 김의철, 박 신(1999)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사회

효능감은 생활만족도의 약 25%를 설명하는 가장 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생활만족도에 한 사회 효능감이 향력이 높다는 것은 만족스러운 생활이

곧 성공 인 인간 계와 한 계를 형성하는 능력의 수 이 높다는 것을 측

할 수 있다.

한 사회 효능감은 지각된 사회 지원과 연 성이 있으며, 이는 사회 지원

이 개인의 외부에 있는 자원이라면, 사회 효능감은 개인 내부의 자원으로 볼 수

있다(Bovier, Chamot, Perneger, 2004). 즉, 자기효능감은 주요한 타인에 의한 모델

과 언어 설득에 의해 발달되기 때문에, 개인에 한 친구, 가족, 교사 등의 주요

한 타인으로부터 칭찬과 격려, 정서 정보 지원은 개인의 정 인 자기 개

념 형성에 지 한 향을 미치며, 사회 효능감 향상에 기여하는 행동 모델이 된

다고 보았다(Bandura,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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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상자

본 연구의 상자는 제주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4곳의 고등학교 학생 총 360명을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Purposive sampling)인 ‘ 단 표본 추출법’으로 선정하

으며, 측정요인의 정확한 분석을 해 설문지를 연구 목 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참여 학생들에게 배부하 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60부(100%) 으나, 그 설문에

불성실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지 124부(34.4%)를 제외한 총 236부(65.6%)의

유효 표본 설문지를 확보하여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 다.

참여자의 특성 성별은 남자 129명(54.7%), 여자 107명(45.3%)이며, 학년은 1학

년 93명(39.4%), 2학년 123명(52.1%), 3학년 20명(8.5%)로 나타나고 있다. 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여부에 따른 분석으로는 참여 119명(50.4%), 비참여 117명(49.6%)로

나타났다.

연구 상자의 인구통계학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4>.

<표 4>. 연구 상자 분석 (단 : n, %)

특 성 집 단 사 례 수 백 분 율

성별
남자 129 54.7

여자 107 45.3

학년

1학년 93 39.4

2학년 123 52.1

3학년 20 8.5

참여 여부
참여 119 50.4

비참여 117 49.6

체 23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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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신체 자기효능감 사

회 효능감에 미치는 향 계를 알아보기 한 자료수집 도구로 설문지를 이용

한 양 연구 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련 변수 설정은 여러 학자들의 선행논문 결과에 근거

하 다.

1) 신체 자기효능감의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신체 자기효능감’ 조사도구는 Ryckman(1982)이 개발, 홍

선옥(1996)이 번안하여 사용한 바 있다. 한 이 설문지를 바탕으로 서차원(2012), 이

철화(2013), 박윤기(2013) 등의 연구에서 이미 신뢰도가 입증되어 사용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 다.

신체 자기 효능감 척도는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의 하 요인

인 ‘신체 자기표 자신감’ 12문항과 ‘인지된 신체능력’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검사지의 형태는 ‘5 리커트(Likert)척도’를 사용하여 ‘ 아니다’에서 ‘매우 그

다’까지 1 에서 5 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신체 자기효능감의 요인구조 악을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요인

추출은 고유치, 분산비, 공통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 으며,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 으며, 추출된 요인의 행렬을 설명하는 데 유의한 요인 부하량은

값이 .40 이상인 요인만을 채택하 다. 타당도 검증 결과,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신

체 자기효능감은 인지된 신체능력과 자기표 자신감의 2개 하 요인으로 구분되었

으나 체 22문항 5개 문항이 이론 구조에 합하지 않아 제거하여 최종 으로 17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 다. 신체 자기효능감의 탐색 요인분석에서 분산률은

52.58%로 나타났으며, 한 변수간의 상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 28 -

나타내는 KMO측도는 0.923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요인분석의 합성 여부를 나타내

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χ²=1818.129, 유의확률(P)=.001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KMO 측도는 일반 으로 .90이상이면 상당히 양호한 수치인 것으로 단하며,

.50미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단한다. 한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요인분

석에 이용될 변수들의 상 행렬이 단 행렬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검증으로, P값

이 기 치인 .05보다 은 값을 나타낼 경우 요인분석의 사용이 합한 것으로 결

론을 내릴 수 있다. 결과 으로 신체 자기효능감의 KMO측도와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치는 기 과 비교하 을 때, 매우 양호한 결과를 도출하 기 때문에 설문지

의 타당도 검증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요인분석을 통해 수렴된 문항을 심으로 내 일 성을 측정하 다. 일반

으로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60 이상의 결과는 신뢰도가 양호한 것으로 본다(송지

, 2009). 분석 결과, 신체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의 Cronbach' a값은 인지된 신

체능력 a=.842, 자기표 자신감 a=.893으로 나타나 설문지의 기 을 충족하여 신체

자기효능감의 신뢰도는 반 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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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 재치

1 2

자기표 자신감

신체 16 .756 .209

신체 10 .737 .097

신체 9 .723 .365

신체 7 .712 .271

신체 11 .708 .145

신체 15 .681 .285

신체 14 .673 .158

신체 3 .630 .314

신체 5 .623 .231

신체 20 .597 .275

인지된 신체능력

신체 13 .191 .717

신체 6 .027 .736

신체 19 .163 .716

신체 22 .374 .639

신체 1 .404 .599

신체 2 .383 .577

신체 4 .405 .497

고유치 5.381 3.559

분산(%) 31.653 20.936

(%) 31.653 52.589

신뢰도(Cronbach' Alpha) 0.893 0.842

KMO 측도 = .92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χ²=1818.129, df=136, P=.001

<표 5>. 신체 자기효능감의 타당도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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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효능감의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 효능감’ 조사도구는 김의철과 박 신(1999)이 개발한

자기 효능감 척도에서 본 연구에서 필요한 항목인 사회 효능감을 2가지 하 요인

으로 나 어 재구성한 것으로, ‘ 계성 효능감’ 요인과 ‘사회성 효능감’ 요인으로 구분

되어있다. 서차원(2012)은 이 사회 효능감 조사도구를 고등학생이 응답할 수 있도

록 재구성하여 제작하여 사용한 바 있다.

‘사회성 효능감 척도’는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계성 효능감 요인’

6문항‘, 사회성 효능감 요인’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와 마찬가지로 검사지의 형태

는 ‘5 리커트(Likert)척도’를 사용하여 ‘ 아니다’에서 ‘매우 그 다’까지 1 에서

5 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사회 효능감의 요인구조 악을 해 탐색 요인분석을 실시하 으며, 요인추출

은 신체 자기효능감과 동일하게 고유치, 분산비, 공통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

다. 와 마찬가지로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만을 추출하 으며, 추출된 요인의 행

렬을 설명하는데 유의한 요인 부하량은 값이 .40 이상의 요인만을 채택하 다. 사

회 효능감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사회성 효능감과 계성

효능감의 2개 하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분산률은 57.52%로 나타났다. 한 변

수간의 상 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KMO측도는 0.921이

며, 요인분석의 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χ²=1409.856, 유

의수 (P)=.001으로 나타났다.

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KMO 측도는 일반 으로 .90이상이면 상당히 양호한 수치

인 것으로 단하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은 P값이 기 치인 .05보다 은 값을

나타낼 경우 요인분석의 사용이 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결과 으로

사회 효능감의 KMO측도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는 기 과 비교하 을 때, 양

호한 결과를 도출하 기 때문에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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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요인 재치

1 2

계성 효능감

사회 13 .779 .200

사회 10 .735 .222

사회 12 .719 .209

사회 8 .692 .339

사회 11 .665 .260

사회 9 .632 .270

사회성 효능감

사회 1 .166 .837

사회 2 .200 .780

사회 3 .192 .774

사회 6 .471 .630

사회 7 .411 .602

사회 5 .421 .595

사회 4 .394 .505

고유치 3.814 3.664

분산(%) 29.338 28.185

(%) 29.338 57.524

신뢰도(Cronbach' Alpha) 0.846 0.870

KMO 측도 = .921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χ²=1409.856, df=78, P=.001

신체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탐색 요인분석 과정을 통해 수렴된 문항을

심으로 사회 효능감의 내 일 성을 측정하 다. 신뢰도의 기 은 .60으로 설정

하여 사회 효능감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사회 효능감의 Cronbach' a값은 사

회성 효능감 a=.870, 계성 효능감 a=.846로 나타나 설문지의 기 을 충족시키고

있어, 사회 효능감의 신뢰도는 반 으로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표 6>.

<표 6>. 사회 효능감의 타당도 신뢰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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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7>.

<표 7>. 설문지 주요 구성 내용

구성 지표 구성 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인구통계학

특성

학년 1 1

참여 여부 2 1

신체

자기 효능감

인지된 신체능력
1,(2),4,(6),8,

(12),(13),19,21,22
22

자기표 자신감
3,(5),(7),(9),(10),(11),

14,(15),(16),17,(18),20

사회

효능감

사회 효능감 1,2,3,4,5,6,7

13

계 효능감 8,9,10,11,12,13

( ) - 역으로 채 되는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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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차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자료 수집을 해 연구자가 직 학교 장을 찾아가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학

생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 설문지를 배부하 다. 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응답요령 등 부가 인 설명을 학생에게 하 으며, 연구 목 이외에는 사

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 비 보장에 한 내용을 설명하 다. 설문 참여자들

은 자기 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지를 작성하 으며, 설문

지를 완료한 시간은 평균 으로 략 15분~2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총 배부된 설

문지는 각 학교 당 60부(참여군 30명, 비참여군 30명) 으며, 남녀공학 2곳, 남학교 1

곳, 여학교 1곳으로 총 36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다.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는 연구

자가 직 회수하 다. 총 360부의 설문지 불성실하거나 불응답한 설문지 124부

를 제외한 236부의 자료를 토 로 최종 분석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 으며, 연구의

진행 차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연구 차

학교 장 방문

연구의 취지 설명 동의여부 확인

설문지 배부

자기 평가 기입법을 이용한 설문지 작성

설문지 회수

자료처리 결과 분석

연구 결과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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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처리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연구의 참여자를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인 ‘

단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수집 하 으며, 효과 인 연구결

과 도출을 해 불성실하거나 불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자료를 정리하 으며, 정

리된 자료를 토 로 결과 분석을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의 모든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2.0 통계 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 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 다.

1) 연구 상자의 인구 통계학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빈도분석(Frequency)을 실

시하 다.

2) 문항 간 내 일치도를 검증하기 한 신뢰도 분석을 해 Cronbach’α 값을 산출

하 다.

3) 측정요인의 타당도 검증을 해 탐색 요인분석(Expl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4)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 사회 효능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하여 독립표본 T-test (Independent t-test)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 다.

5) 변인들 간의 계를 분석하기 해 상 계 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

다.

6) 자료처리를 한 모든 통계 유의수 은 a = .05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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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

1) 성별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

연구 상자의 성별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표 8>.

신체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인지된 신체능력은 남학생(3.35)이 여학생(3.29)보

다 높게 나타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p<.001, p<.01), 자기표 자신

감은 남학생(3.44)과 여학생(3.44)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성별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

구 분

성별

T P남학생

(n=129)

여학생

(n=107)

M ± SD M ± SD

인지된

신체능력
3.35 ± 0.77 3.29 ± 0.78 .534 .594

자기표

자신감
3.44 ± 0.85 3.44 ± 0.80 .042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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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년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

연구 상자의 학년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표 9>.

신체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인지된 신체능력과 신체 자기효능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9>. 학년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

구 분

학년

F P1학년

(n=93)

2학년

(n=123)

3학년

(n=20)

M ± SD M ± SD M ± SD

인지된

신체능력
3.21 ± 0.73 3.37 ± 0.79 3.57 ± 0.77 2.194 .114

자기표

자신감
3.48 ± 0.75 3.40 ± 0.89 3.48 ± 0.75 .290 .748

1 : 1학년 2 : 2학년 3 :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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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사회 효능감

1) 성별에 따른 사회 효능감

연구 상자의 성별에 따른 사회 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사회 효능감의 하 요인인 사회성 효능감은 남학생(3.83)이 여학생(3.53)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계성 효능감 역시 남학생(4.10)이 여학생(3.71)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성 효능감과 계성 효능감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p<.001, p<.01).

<표 10>. 성별에 따른 사회 효능감

구 분

성별

T P
남학생

(n=129)

여학생

(n=107)

M ± SD M ± SD

사회성 효능감 3.83 ± 0.64 3.53 ± 0.74 3.3318 .001

계성 효능감 4.10 ± 0.52 3.71 ± 0.78 4.52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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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년에 따른 사회 효능감

연구 상자의 학년에 따른 사회 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1>.

사회 효능감의 하 요인인 사회성 효능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p<.05)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3학년(3.95)이 1학년(3.79)과 2학

년(3.57)에 비해 높은 수 을 나타냈으며, 계성 효능감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05).

<표 11>. 학년에 따른 사회 효능감

구 분

학년

F P Scheffe1학년

(n=93)

2학년

(n=123)

3학년

(n=20)

M ± SD M ± SD M ± SD

인지된 신체능력 3.79 ± 0.66 3.57 ± 0.70 3.95 ± 0.77 4.135 0.017 2<1<3

자기표 자신감 3.96 ± 0.58 3.87 ± 0.73 4.11 ± 0.78 1.193 0.305

1 : 1학년 2 : 2학년 3 :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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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여부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여부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표 12>.

신체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인지된 신체능력은 참여군(3.79)이 비참여군(2.8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표 자신감 역시 참여군(3.96)이 비참여군(2.91)보

다 높게 나타나, 신체 자기효능감의 인지된 신체능력과 자기표 자신감 모두 통

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p<.01).

<표 12>.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여부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

구 분

활동 여부

T P참여

(n=119)

비참여

(n=117)

M ± SD M ± SD

인지된

신체능력
3.79 ± 0.58 2.85 ± 0.65 11.549 .001

자기표

자신감
3.96 ± 0.73 2.91 ± 0.53 12.38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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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여부에 따른 사회 효능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여부에 따른 사회 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3>.

사회 효능감의 하 요인인 사회성 효능감은 참여군(3.79)이 비참여군(3.59)보다

높게 나타났고, 계성 효능감 역시 참여군(4.01)이 비참여군(3.84)보다 높게 나타나,

사회 효능감의 하 요인인 사회성 효능감과 계성 효능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p<.01).

<표 13>.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여부에 따른 사회 효능감

구 분

활동 여부

T P참여

(n=119)

비참여

(n=117)

M ± SD M ± SD

사회성 효능감 3.79 ± 0.68 3.59 ± 0.71 2.166 .031

계성 효능감 4.01 ± 0.69 3.84 ± 0.66 1.991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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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2 3 4

인지된 신체능력
r

1
p

자기표 자신감
r 0.665**

1
p 0.001

사회성 효능감
r 0.208** 0.169**

1
p 0.001 0.009

계성 효능감
r 0.157** 0.169** 0.691**

1

p 0.016 0.009 0.001

M 3.3432 3.4561 3.6967 3.9308

SD .70536 .78589 .70624 .68445

5. 신체 자기효능감과 사회 효능감의 상 계

본 연구의 측정요인인 신체 자기효능감과 사회 효능감의 상 계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표 14>.

본 연구에서는 신체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과 사회 효능감의 하 요인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의 상 계수를 산출하 다. 신체 자기효능감

의 하 요인 첫 번째인 인지된 신체능력은 자기표 자신감(r=0.665, p<0.01), 사

회성 효능감(r=0.208. p<0.01), 계성 효능감(r=0.157, p<0.01)과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의 방향은 정(+)의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자기효

능감의 하 요인 두 번째인 신체 자기표 자신감은 사회성 효능감(r=0.169, p

<0.01), 계성 효능감(r=0.169, p<0.01)과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의 방향은 정(+)의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효능감의 하 요인 첫 번째

인 사회성 효능감은 계성 효능감(r=0.691, p<0.01)과 유의한 상 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계의 방향은 정(+)의 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신체 자기효능감과 사회 효능감의 상 계 (N=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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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신체 자기효능감 사회 효능감의 계를

규명하 으며, 분석한 결과를 토 로 선행연구에서 밝 진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종

합 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

1) 성별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

본 연구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을 비교한 결과, 신체 자기효

능감의 하 요인인 인지된 신체능력과 자기표 자신감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 자기효능감은 신체 수행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만의 확신을 의미한다. 생물학 측면과 신체 활동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태도가 소

극 이고 정 이다. 이에 비해 남학생들은 신체활동에 있어 극 인 태도와 활동

인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여학생에 비해 높은 수 의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선행연구(김문명, 2011; 박윤기, 2013)의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철화(2013)의 연구에서는 신체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신체 자기

표 자신감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인지된 신체능력에 있어

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결과 으로 와 같은 연구 결과는, 남학생의 신체활동 능력이 여학생보다 높은

수 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이유는 신체활동 참여에 있어 참여

하는 학생의 자세가 극 혹은 소극 인지에 따라 수 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

각되어진다. 즉, 남학생은 신체활동의 참여에 있어 극 이며 자발 인 참여를 실

천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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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남학생들에 비해 신체활동 참여에 소극 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신

체 자기효능감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교 장에서는 신체활동에 극 인 학생들을 보다 활발하게 수업에 참

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학생들의 소극 인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육 로그램 환경을 수업 장에 입하여 학생들의 극 인

참여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2) 학년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

학년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신체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인지된 신체능력과 신체 자기표 자신감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유찬미, 최연재, 정연택, 2015)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처럼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이유는 청소년기에 주로 일어나는 성장과 발

육·발달의 경험과 함께 신체활동에 극 으로 참여하는 빈도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신체 자기효능감의 수 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범 한 범 로 신체 ·인지 ·정의 측면의 경험을

제공받게 된다. 하지만, 신체활동에 있어서는 학생 모두에게 권장되어지는 사항이지

만, 실제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는 학년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

며, 이로 인해 학년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

로 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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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사회 효능감

1) 성별에 따른 사회 효능감

본 연구의 상자의 성별에 따른 사회 효능감을 비교한 결과, 사회 효능감의

하 요인인 사회성 효능감과 계성 효능감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수 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김희 , 양미경, 곽수란(2015)의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포츠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어 높은 수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 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의 한 역으로, 인간이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는 사

회 인 환경 속에서 원만한 인 계를 유지하고,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

정받을 수 있다는 정 인 신념을 뜻한다.

신체활동은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신체 인 발달과 함께 사회구성원으로써 지켜야

할 법정신과 다양한 사회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의식과 더불어 사회

인으로 성장 발 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체 자기효능

감과 유사하게 신체활동에 극 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일수록 사회 효능감 한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학년에 따른 사회 효능감

학년에 따른 사회 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 효능감의 하 요인인

사회성 효능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집단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으며, 그 3학년의 사회 효능감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계성 효능감에서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청소년들은 신체 경험과 함께 인지 ·정서 ·사회 측면에

서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받게 된다. 이로 인해 학년의 학생과 고학년의 학생을

비교해보았을 때, 경험의 차이와 더불어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있어 서로 유의한 차

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3학년 학생들의 사회 효능감이 1,2

학년 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 을 나타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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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여부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

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을 비교 분

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비참여 학생들

보다 신체 자기효능감의 인지된 신체능력, 신체 자기표 자신감 수 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비교해보았을 때, 박윤기(2013)의 연구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집

단이 비참여 집단보다 신체 자기효능감이 높은 수 을 나타낸다는 결과와 본 연

구결과는 일치한다.

이는 학교스포츠클럽이 내포하고 있는 정 인 효과와 연 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학교스포츠클럽의 기능은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각종 성인병을 방할

수 있도록 한다. 한 학교스포츠클럽의 신체활동 환경 속에서 스포츠클럽에 참여

하는 모든 청소년들은 타인을 존 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며, 자기감과 자

기통제 능력을 신장시켜 사회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 능력을 학습하게 된

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는 신체 능력과 더불어 인지 ·사회

측면을 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

는 학생들의 신체 자기효능감은 비참여 학생들보다 높은 수 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결과 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참여군 학생들이 비참여군 학생들보다 운동수행능력

이 높다고 단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신체 인 능력 자신감을 높게 지각하고

있어 신체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정 인 향을 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즉, 청

소년기의 규칙 인 신체활동의 참여는 건강한 신체의 발달을 지향할 수 있으며,

인 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발 이 되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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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여부에 따른 사회 효능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회 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참여 학생이 비참여 학생보다 사회 효능감의 하 요인인 사회성 효능

감, 계성 효능감 모두 높은 수 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박 미(2006)의 연구에서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사회

효능감은 비참여군 학생보다 높은 수 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와 본 연구가 일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따른 사회 효능감의 수 이

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스포츠를 수행함

에 있어, 개인만의 노력도 요하지만 타인과의 상호작용 한 매우 요한 부분이

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스포츠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직 으로 경기에 임하

는 선수뿐만 아니라, 코치와 감독, 심 , 등 다양한 사람들이 복합 으로 개개

인의 임무를 히 수행하 을 때, 최고의 경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선 개개인의 신체 인 능력과 함께 상 방 혹은 상 을 배려하고 존 하는 페

어 이 정신, 규범 규칙의 실천, 코치·감독· 구성원· 과의 한 상호작

용이 이루어질 때, 사회 효능감은 높은 수 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결과 으로,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참여군 학생들이 비참여군 학생들보다 사

회 수 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필요한 지식, 능력, 신념

등이 비참여군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클럽 활동 참여는 학생이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 인 환경을 제공하며, 나아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덕목을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제공하는 학습의 장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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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체 자기효능감과 사회 효능감의 상 계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신체 자기효능감과 사회 효능감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상 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체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

은 사회 효능감의 하 요인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정성민(2014)은 규칙 인 신체 활동은 학생으로 하여 자 심 향상에 정 인 기

인을 하고, 신체의 상태와 움직임에 변화를 느끼면서 감각을 키울 수 있게 하며, 사

회성 발달에 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밝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신체 자기효능감과 사회 효능감이 정(+)의 상 계를 보이는 것은 학교스포

츠클럽의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신체 인 측면과 사회 인 측면에서 모두 정 인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극 으로 임하

는 학생일수록 스포츠 기술 기능에 한 표 습득에 해 정 인 확신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타인과의 상호작용 한 원만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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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신체 자기효능감 사회 효능

감의 계를 규명하여 학교스포츠클럽의 스포츠 활동의 요성과 효과를 인식시키

고,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 을 갖는다.

이를 해 연구 상은 제주도 시내 J고등학교, N고등학교, O고등학교, 시외 H고

등학교 학생을 선정하 다. 실험집단은 2017년·2018년 재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

되어 꾸 히 활동을 하는 학생 180명, 통제집단은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지 않으

며,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 180명을 상으로 선정하 다. 총 36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 으나,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단되는 답

변을 제외한 236명(실험=119명, 통제=117명)의 설문자료를 토 로 본 연구를 진행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

첫째, 성별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신체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인지된 신체능력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 으로 높은 수 을 나타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신체 자기표 자신감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학년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신체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인지된 신체능력에서는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3학년>2학년>1학년) 보다 높은 수

을 나타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신체 자기표 자신감에서는 1

학년과 3학년이 2학년(1,3학년>2학년) 보다 높은 수 을 나타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1학년과 3학년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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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통계학 특성에 따른 사회 효능감

첫째, 성별에 따른 사회 효능감의 차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사회 효능감의

하 요인인 사회성 효능감과 계성 효능감에서 높은 수 을 나타내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학년에 따른 사회 효능감의 차이는 사회 효능감의 하 요인인 사회성

효능감과 계성 효능감에서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3학년>1학년>2학년) 보다 높

은 수 을 나타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3)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여부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여부에 따른 신체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자가 비참여자 보다 신체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인지된 신체능력과

신체 자기표 자신감에서 높은 수 을 나타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

4)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여부에 따른 사회 효능감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여부에 따른 사회 효능감의 차이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자가 비참여자 보자 사회 효능감의 하 요인인 사회성 효능감과 계성 효능

감에서 높은 수 을 나타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5) 신체 자기효능감과 사회 효능감의 상 계

신체 자기효능감과 사회 효능감의 각 하 변수간의 계 정도를 살펴보기

하여 상 계를 분석한 결과, 신체 자기효능감의 하 요인인 인지된 신체능력,

신체 자기표 자신감은 사회 효능감의 하 요인인 사회성 효능감, 계성 효

능감과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스포츠클럽의 참여는 학생들의 신체 자기효능감 사회 효능감의

정 인 발달을 도모하며, 학생의 인 인 성장을 지향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로

작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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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신체 자기효능감 사회 효능감

에 미치는 향에 해 규명하고자 연구를 수행하 으며, 수행 여러 요한 결

과와 시사 을 얻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수행과정 몇 가지 연구의 한계

을 수반하게 되었으며, 이 에 한 보완 을 제시하여 차후 연구에서 더욱 발

된 연구의 토 가 될 수 있기를 기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먼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의 종목을 모두 고려하지 못했

다. 스포츠 종목은 매우 다양하며, 특성 한 각양각색으로 존재한다. 즉, 이러한 특

성을 모두 고려해보았을 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마다 신체 자기효능감

사회 효능감에 서로 상이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차후의 연

구에서는 단순히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여부에 국한되지 않고 스포츠 종목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에서 신체 자기효능감 사회 효능감의 차이를 분

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만을 상으로 선정하여 실시하 고, 한 인구통계학

특성은 성별과 학년으로만 구분지어 연구를 실시하 다. 하지만 차후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학생까지 고려하여 조 더 다양한 에서 학교스포츠클

럽 활동에 한 신체 자기효능감 사회 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해보는 것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는 학생들의 신체 자기효

능감 사회 효능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학생들

로 하여 극 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권장하여 청소년시기의 건강한 신체의

발달과 인지·정서 으로 건 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나아가 사회

으로 완성된 인간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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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school sports clubs, physical and social efficiency, and the effectiveness of

participation in school sports clubs.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representational questionnaire for 236 high school students based in Jeju Island

regarding their sense of physical and social efficiency.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performed using SPSS ver.22.0. for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ion

factor analysis,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variance analysis, and the following

key correlation analysis. First, the results of the Cronbach'a values for the reliability

verification of the questionnaire showed that the physical self-efficiency r=916 and

the social efficacy r=909 were high. Second, for verification of differences between

measurement items,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distribu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physical self-efficiency and physical self-efficienc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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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r than Both the perceived physical ability and the confidence in physical

self-expression were higher than the first and second graders. In the verification of

differences in social efficiency by gender, male students showed higher social

efficiency than female students, and the difference in social efficiency was higher in

both grades. In terms of physical self-efficiency and social efficiency in terms of

activity, participants were higher in all factors than women who were miserable.

Third, the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self-efficiency and social efficiency showed

that the direction of the relationship appeared in the direction of emotion (+) and

was influenced by it. As a result, high school students ' participation in the school

sports club could be judged as a positive effect on the physical and social effects of

the physic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the students.



- 57 -

< 부 록 1 >

고등학생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신체 자기효능감과 사회 효능감의 계에 한 설문 조사

안 하 ?

본 에 참여해주  진심  감사드립니다.

본 지는 ‘고등학  학생들  학 스포츠클럽 활동  신체  효능감과 사회  

효능감에 미치는 향’에 하여 알아보  한 사 니다.

지에 해주신 내  학  연  해 만 사  것 , 여러  견  

통계   8  규 에 하여 통계  에는 사 하지 않 , 개 에 한 

사항   비  보  약 드립니다.

본 지  각 항 내  답 나 고 그  없 니 느낀 그  직하게 답 

해주시  니다. 

여러   는 답변  한 연  료  활 어 질 것 니다.

감사합니다.

2018  8월

주 학  학원 체 공

연  주

Ⅰ. 다음 질문을 읽고 답해주십시오.

- 학년 ( )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경험 ( )

① 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②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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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다음은 신체 자기효능감에 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뜻을 충분히 악한

후 해당되는 칸에 V 표 해주십시오.

 

호
        항

1 2 3 4 5

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다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운동  할  빠 게 움직 는 편 다.

2
나는 운동  할  민첩하지 않고 동  확

하지 않다.

3 나는 리가 크고 다.

4 나는 체격  다.

5 나는 스트 스   견 지 못한다.

6 나는 달리 에 신  없다.

7
나는 운동  할  몸에 한  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친 들과  계에 어  당당하게 한

다.

9 나는 나  신체  능 에 신  없다.

10
사람들  나   지 못하다고 말한

다.

11
나는 나보다 체격    사람과 내가  

다 다는 것  한다.

12 나는 근  약하다.

13 나는 체 활동에 신  없다.

14
운동 수라고 해  나보다  많  매  가

지고 지 않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나보다 생 거나 쁘게 생  사람들  

럽다.

16
나는 에 맞지 않게 웃거나, 당황할 가 

다.

17
나는 나  체격에 해 다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고민하지 않는다.

18
나는  차고 습하  에 악수하는 것  

아하지 않는다.

19
나  달리  빠 는 운동 경 에 도움  

다.

20 나는 실수   어지거나 다치지 않는다.

21 나는  는 (악 )  강하다.

22
나는 동  빨라  다  사람들  어 워하는 

 할 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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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다음은 사회 효능감에 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뜻을 충분히 악한 후

해당되는 칸에 V표 해주십시오.

 

호
        항

1 2 3 4 5

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다

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사람들   ,  재미 게 

도할 수 다.

2
나는 사람들   ,  편안하게 

할 수 다.

3
나는 사람들   ,  연스럽

게 끌어 갈 수 다.

4
나는 활동에  갈등   ,  

게 만들 수 다.

5
나는 학 생활에  갈등   ,  

게 만들 수 다.

6
나는 친 들과 러 갔  ,  게 

만들 수 다.

7
나는 거운 마  친 들과  만들 

수 다.

8 나는 친 들과 진실한 계  지할 수 다.

9 나는 후  친 한 계  지할 수 다.

10
나는 형 , 매  우애   지할 수 

다.

11
나는 님과 가 운 계   지할 수 

다.

12
나는 친척들과 원만한 계   지할 수 

다.

13
나는 담 생님과 람직한 계   지할 

수 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빠진 곳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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