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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5, 6학년의 PAPS 등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의 차이와, PAPS의 체력요인이 신체
적 자기개념의 항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지역
4개의 학교에서 각각 5, 6학년 4개 반을 선택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PAPS 측정결과와 설문지를 가지고 학
년 및 성별 집단별로 PAPS 등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PAPS의 체력요인과 신
체적 자기개념 항목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무관회귀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남학생의 경우
PAPS 2, 3, 4등급에 따라 5학년에서는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지구력, 신체전반 항목에서, 6학년에서는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신체활동, 지구력, 신체전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PAPS
2, 3, 4등급에 따라 5학년에서는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자기존중감에서, 6학년에서는 스포츠 유능감, 지구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APS의 체력요인과 신체적 자기개념 항목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대부분
유의한 관계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신체적 자기개념 중 스포츠 유능감은 성별, 학년에 관계없이 PAPS
등급이 낮아질수록 신체적 자기개념이 낮았으며, 외모, 건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학년과 성
별이 거의 없었고, 지구력은 5학년 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년과 성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신체적 자기개념

Ⅰ. 서론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저하와 비만 문제는 단순히
교육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학생의
건강과 비만에 대한 심각성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체력을 향상시
키고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검사 시스
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서울특별시교육
청, 2012). 학생 개인의 건강 체력 측정에 초점을 두
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생건강체력평가(PAPS)가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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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010년 중학교, 2011년 고등학교로 확대 시
행되고 있다.
외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어린이 비만의 위기를 지적하
면서 대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Action for Healthy
Kids”가 창설되었다. ”Action for Healthy Kids“는 비
만과 운동부족, 영양부족의 어린이들에게 중점을 두고
있고 해결책으로 학교에서 영양과 체육활동을 증진시
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일 1시간 씩 밖에서 여가 시간 보내기'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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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을 전개 중이며, 지난 2005년 2월 첫 학기부터 전
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업을 마친 후 별도의 스
포츠 시간을 마련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일본은 학교
체육의 목표를 21세기에 맞는 인간형을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체육교육으로 정하고, 학생들이 체육활동
의 즐거움을 깨닫고 성인이 되어서도 스포츠를 지속
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여 학교에서는
방과 후 체육활동을 동아리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는 교육부와 보건부가 함께 2005년 “Healthy
Schools”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주에 있는 모든 유
치원･초등･중학교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매일 최소한
20분 이상의 체육･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
었다. 프랑스는 공립학교에 청량음료와 고열량 과자를
파는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비
만식품의 광고까지 전면 금지시켰다. 싱가포르는 학생
들을 대상으로 식이교육, 운동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과체중 소아에게 더 집중하여 교육하였고, 비만 학생
은 의료기관에 보내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였다. 또
한 학생들의 비만도를 낮추고 신체활동량을 증대시키
기 위한 목적으로 “trim and fit" 프로그램을 시작하
였다. 이 비만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11
세-12세)중 비만의 유병률이 1992년에서 2000년 사이
에 16.6%에서 14.6%로 떨어졌다(서울특별시 교육청,
2012). 이와 같은 움직임을 살펴볼 때 초등학교 때부
터 자신의 건강과 운동에 대한 관심과 실행을 위한
국가적인 제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서 시행되고 있는 PAPS 제도는 학교별 PAPS 4, 5
등급 학생 감소율을 학교장경영능력 평가 반영할 정
도로 중요시 여기고 있다(서울특별시 교육청 체육건
강과, 2012).
우리나라의 지나친 외모지상주의는 여러 연구에 의
해 밝혀졌는데 교육대학교 신입생의 체질량지수에 따
른 체력의 차이를 나타낸 연구에서 연구자는 체중과
체형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로 저체중이나 정
상체중에 해당하는 신입생들이 불필요하게 체중을 감
소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체형과 체중에 대
한 왜곡된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엄우섭, 2010). 이처럼 성인들 뿐 아니라 점점 대중매
체의 발달로 인해 최근 초등학생들도 외모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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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무리한 다이어트나 잘못된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어 아이들의 신체적 자기개념
(physical self-concept)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개인의 사고, 가치관, 행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
는 자기개념은 주변인의 인간관계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긍정적인 자기개념이 형성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자기개념이 형성될 수도 있다. 일반적
으로 자기개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기개념이 높은 사람들은 학업
이나 사회생활에서 성취도가 높다는 사실이 많은 연
구에서 입증되어 왔으며, 긍정적인 자기개념을 갖고
있으면 삶의 전반에 걸쳐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이다(김병준, 2001). 자기개념의 하위 요소인 신체적
자기개념은 건강관련 체력 및 운동단계와 밀접한 관
련을 가진다(김경원, 2003; 최선인, 정청희, 김병준,
2005). 이처럼 신체적 성장과 발달 뿐 아니라 심리․
정서적인 발달 과정을 겪고 있는 아동기의 경우, 자기
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
서 내면적 변화와 성숙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
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객관
적으로 평가하여 가지게 되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 놓여 있다(강태원, 2008). 따라서
긍정적인 신체적인 자기 개념을 가진 학생은 본인의
삶을 좀 더 건강하고 밝게 이끌어 갈 수 있게 되며
정신적․신체적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생의
긍정적인 신체적 자기개념을 이끌어내는 일은 중요하
다고 볼 수 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
다.’ 는 말처럼 PAPS를 통해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이에 맞추어 건강한 신체적 자기개념을 가질 수 있다
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동기는 내적긴장과 환
경적 압력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고,
이러한 영향들이 이후 심리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스포츠 활동을 통한 아동들의 신
체적 성장과 발달의 변화와 함께 수반되는 심리․정
서적인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
다. 그리고, 아동의 체력이나, 신체적 자기개념, 그리
고 자아탄력성 등 신체적 능력과 심리적 적응을 증
진 시키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배소라 · 엄우섭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체력과 신
체적 자기개념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강태
원, 2008).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현태(2007)
는 초등학생의 자기신체평가 및 자아존중감에서 부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스포츠 활동과 자기
신체평가 및 자아존중감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박경애(2009)는 운동 강도에 따른 신체적 자
기개념에서 체지방, 건강을 제외하고 모든 요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석희
(2012)는 중학생들의 PAPS 등급이 높을수록 남녀 모
두 전반적으로 신체적 자신감도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체력 평가와 신체적 자기개념에 대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등학생에게 최
근 도입된 PAPS를 반영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PAPS 등
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의 차이를 알아보고, PAPS
의 체력요인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항목과의 관계
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Y구 소재 Y초등학교, S구
소재 A초등학교, G구 소재 G초등학교, S구 소재 N초
등학교 4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단순무선표집(Simple
Random Sampling)으로 5, 6학년 각각 4개의 반을 선
택하여 5, 6학년 남․여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PAPS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지 응답에 무리
가 없는 남학생 364명, 여학생 340명으로 총 704명을
선정하였다. 2012년 12월에 704명에게 설문지를 배부
하여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설문지 654부를 2013년 2월에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특성
구분
인원(명)
남자
350
성별
여자
304
5학년
331
학년
6학년
323
1등급
6
2등급
193
PAPS
3등급
353
등급
4등급
99
5등급
3
전체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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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분율(%)
53.5
46.5
50.6
49.4
0.9
29.5
54
15.1
0.5
100

2. PAPS 자료수집 및 측정항목
본 연구에서 사용한 PAPS의 측정치는 연구대상자
들이 소속된 학교에서 2012년 4, 5월에 측정하였으며
각 학급 담임선생님들이 측정한 결과를 수집하였다.
각 학교의 체육 부장선생님의 허락을 받아 학급별 건
강체력평가 조회 결과를 엑셀파일로 받아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
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PAPS는 1∼5등
급으로 나누고 있지만, 측정 결과 사례수가 적은 1, 5
등급은 제외하였다. PAPS 측정항목은 심폐지구력(스
텝검사, 왕복오래달리기), 유연성(앉아 윗몸 앞으로 굽
히기), 근력⋅근지구력(악력), 순발력(50m 달리기), 체
지방(BMI) 등이었다.
3. PAPS 측정 평가 기준표
4개의 학교의 측정 종목을 비교해보면 심폐지구력
에서 한 학교만 스텝검사를 했고, 나머지 3개의 학교
는 왕복오래달리기를 측정했다. 4개의 학교 모두 유연
성은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근력⋅근지구력은 악력,
순발력은 50m 달리기를 측정했다. 통계자료 분석은
각 학교별로 PAPS 측정 종목이 다른 것도 있기 때문
에 원점수로 분석하지 않고 항목별 점수와 등급으로
분석하였다. 그 기준표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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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PAPS 평가 기준표
체력요인
평가종목
학년 성별
심폐 왕복오래달리기
지구력
스텝검사
앉아윗몸앞으로
유연성
굽히기
근력⋅
악력
근지구력
순발력 50m 달리기 5, 6 남/여

비만

체질량지수

등급
1
2

점수
16～20
12～15

3

8～11

4

4～7

5
0～3
고도비만 0～1
경도비만 2～3
과체중 4～6
정상
8～20
마름
0～6

4. 신체적 자기개념 조사도구
PSDQ (Physical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는
Shevelson, Hubner, 그리고 Stanton(1976)의 자기개념
모형에 따라 Marsh, Richards, Johnson, Roche, 그리
고 Tremayne(1994)가 개발한 신체적 자기개념 측정도
구이다. PSDQ 한국판(김병준, 2001)은 4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고 협응력 요인을 제외한 10개 요인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설문지는 김병준(2001)이 작성한 한
국판 신체적 자기개념 측정도구를 이주석(2012)이 수
정 보완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초등학생 5, 6학년
의 수준에 맞게 쉬운 용어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피험자의 일반적 특성, 신체적 자기개념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일반적 특성 2문항, 신체적
자기개념 40문항으로 전체 42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3>. 또한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등간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되었
으며, 질문내용 중 진하게 표기된 문항은 역문항으로
자료 입력 시 역으로 입력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 조사에 앞서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14일에 서울시 S구 B학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시행하였다. 5, 6학
년 각각 2반씩을 선정하여 남자 55명, 여자 50명 총
1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05명 중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자료를 제외한 설문지 99부를 가지고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통하여 본 연구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응답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초등학생들이 대답하기에 어려운 질문은 없는
지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을 수정ㆍ보완 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체육과 교수 1인, 박사 1인, 체육부장 2인의 검토로부
터 내용타당도 검사를 받았으며, 초등학생 5, 6학년
12명을 대상으로 학업 성적 상, 중, 하로 나누어 문항
이 이해되는지 물어보고 어렵거나 혼란스러운 문항은
수정․보완 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의 신뢰도
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 간 내적 일치도의 검사방법
인 Cronbach‘s α값을 제시 하였으며, 신뢰도 분석의

표 3. 설문지 구성내용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신체적
자기개념

일반적 특성

하위요인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모
건강
신체활동
자기존중감
유연성
지구력
근력
신체전반
학년, 반, 번호
성별

문항번호
1, 11, 21, 31
2, 12, 22, 32
3, 13, 23, 33
4, 14, 24, 34
5, 15, 25, 35
6, 16, 26, 36
7, 17, 27, 37
8, 18, 28, 38
9, 19, 29, 39
10, 20, 30, 40
1
2
계

문항수
4
4
4
4
4
4
4
4
4
4

Cronbach's α
0.933
0.929
0.919
0.800
0.927
0.826
0.890
0.898
0.903
0.764
1
1

계

40

2
42

배소라 · 엄우섭

결과는 신뢰도 척도를 계산한 값을 가지고 판단하는
데 Cronbach‘s α 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08 이상이
면 바람직하고 .06 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다고 하였
다. 이도구의 Cronbach‘s 신뢰도 계수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개 영역에서 0.764～0.933으로 나타
나 내적 일관성이 확인 되었다.
5. 자료 처리
STAT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
을 위해 서울시 S구 소재 B 초등학교의 설문 결과를
Cronbach's α로 분석하였으며, 학년(5, 6학년) 및 성별
(남, 여) 집단별로 PAPS 등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또한, PAPS의 체력요인이 신체적 자기
개념의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무관회
귀분석(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α=.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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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남자 초등학생의 학년별 PAPS 등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학년별 남학생 PAPS 등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PAPS 사례
수가 적은 1, 5등급은 제외하여 분석하되, 2등급을 기
준으로 3, 4등급을 더미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해 본 결
과 3등급 및 4등급으로 내려갈수록 스포츠 유능감, 체
지방, 지구력, 신체전반 요인에서 신체적 자기개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결과표에는 생
략하였지만 학교별 차이, 즉 신체적 자기개념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학교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학교 고
정효과(school fixed effect)를 통제하였다
무관회귀 분석 결과 10가지 신체적 자기개념 측정
항목 중,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지구력과 신체전반의
4개 항목은 기준인 PAPS 2등급에 비해 3등급, 4등급
으로 낮아질수록 하락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

표 4. 학년별 남학생의 PAPS 등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결과
3등급
5학년
6학년
-0.526*** -0.472***
스포츠 유능감
(0.150) (0.170)
-0.570*** -0.563***
체지방
(0.166) (0.180)
-0.151
-0.134
외모
(0.157) (0.167)
-0.226
-0.054
건강
(0.147) (0.143)
-0.460** -0.651***
신체활동
(0.181) (0.202)
-0.166
0.155
자기존중감
(0.122) (0.146)
-0.175
-0.267
유연성
(0.151) (0.164)
-0.795*** -0.719***
지구력
(0.167) (0.174)
-0.126
-0.242
근력
(0.156) (0.170)
-0.251* -0.269*
신체전반
(0.146) (0.156)
( )안은 표준오차 *p<.01, **p<.05, ***p<.001
PAPS 등급

신체적 자기개념

4등급
5학년
6학년
-1.030*** -0.782***
(0.207) (0.228)
-1.205*** -1.276***
(0.229) (0.241)
-0.535** -0.344
(0.216) (0.224)
-0.172
-0.185
(0.201) (0.192)
-0.396 -0.857***
(0.249) (0.271)
-0.729*** 0.319
(0.167) (0.196)
-0.303
-0.319
(0.207) (0.220)
-1.311*** -1.175***
(0.229) (0.234)
-0.021
-0.314
(0.214) (0.228)
-0.422** -0.539**
(0.200) (0.209)

상수
5학년
6학년
3.733*** 3.618***
(0.239) (0.293)
4.493*** 3.972***
(0.265) (0.309)
3.308*** 3.199***
(0.250) (0.287)
4.045*** 4.284***
(0.233) (0.246)
4.051*** 3.914***
(0.289) (0.348)
3.675*** 3.288***
(0.194) (0.251)
2.455*** 3.147***
(0.240) (0.283)
3.412*** 3.844***
(0.265) (0.300)
2.928*** 3.313***
(0.248) (0.292)
3.340*** 3.489***
(0.232) (0.269)

N(인원)
5학년 6학년

R-sq
5학년 6학년

176

171

0.143

0.084

176

171

0.168

0.146

176

171

0.085

0.070

176

171

0.019

0.008

176

171

0.072

0.098

176

171

0.109

0.027

176

171

0.055

0.032

176

171

0.187

0.170

176

171

0.011

0.026

176

171

0.033

0.069

170

가 나타났다.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3등급에서
는 스포츠 유능감(-0.526, p<.001), 체지방(-0.570, p<.001),
지구력(-0.795, p<.001), 신체전반(-0.251, p<.01) 모두
음(-)의 계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4등급에서는 스포츠 유능감(-1.030, p<.001), 체
지방(-1.205, p<.001), 지구력(-1.311, p<.001), 신체전반
(-0.422, p<.05) 모두 음(-)의 계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등급에서는 외모(-0.535,
p<.05), 자기존중감(-0.729,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음(-)의 계수 값이 나타났다. 결국 PAPS 등급이
하락할수록, 신체적 자기개념의 10개 측정항목 중 무
려 4개 항목의 측정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
하는 매우 강력한 인과관계가 관찰되었다. 그 외에 신
체활동, 유연성, 근력 항목도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등
급이 낮아질수록 계수 값은 모두 음(-)으로 추정되었
다. 요약하자면, 5학년 남학생의 경우 PAPS 등급으로
측정된 학생건강체력은 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에 매
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6학년 남학생의 경우도 5학년 남학생의 경우와 크
게 다르지 않았다. 10개 신체적 자기개념의 측정항목
중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신체활동, 지구력, 신체전
반의 5개 항목에서 PAPS 등급의 하락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음(-)의 계수 값이 추정되었다. 각 항목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3등급에서는 스포츠 유능감
(-0.472, p<.001), 체지방(-0.563, p<.001), 신체활동(-0.651,
p<.001), 지구력(-0.719, p<.001 ), 신체전반(-0.269, p<.01)
모두 음(-)의 계수 값으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등급에서는 스포츠 유능감(-0.782, p<.001),
체지방(-1.276, p<.001), 신체활동(-0.857, p<.001), 지구
력(-1.175, p<.001), 신체전반(-0.539, p<.05) 모두 음(-)
의 계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외에 외모, 건강, 유연성, 근력 항목도 유의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등급이 낮아질수록 계수 값은
모두 음(-)으로 추정되었다.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
보면 3등급에서는 외모(-0.134), 건강(-0.054), 유연성
(-0.267), 근력(-0.242) 모두 모두 음(-)의 계수 값으로
나타났다. 4등급에서는 외모(-0.344), 건강(-0.185), 유연
성(-0.319), 근력(-0.314) 모두 3등급 보다 더 높은 음(-)
의 계수 값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6학년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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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PAPS등급으로 측정된 학생건강체력은 학생
의 신체적 자기개념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지구력 및 신체전반은
5, 6학년 모두 남학생의 PAPS 등급이 낮아질수록 신
체적 자기개념도 낮아지는 3등급 및 4등급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보였다.
2. 여자 초등학생의 학년별 PAPS 등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5학년 여학생 PAPS 등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역시 학교
고정효과를 통제하였고, PAPS 사례수가 적은 1, 5등
급은 제외하였다.
5학년 여학생들 역시 전반적으로 PAPS 등급이 하
락할수록 신체적 자기개념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다만 3등급 및 4등급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과 자기존중감의 3개 항
목에 불과하여 남학생에 비해서는 인과관계의 강도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3등급에서는 스포츠 유능감(-0.631, p<.001), 체지방
(-0.588, p<.001), 자기존중감(-0.383, p<.001) 모두 음(-)
의 계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4등급에서는 스포츠 유능감(-0.980, p<.001), 체지방
(-1.338, p<.001), 자기존중감(-0.431, p<.01) 모두 음(-)
의 계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와 다른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신체활동
항목과 신체전반 항목이다. 신체활동 항목에서는 3등
급의 경우 계수 값이 -0.143로 2등급에 비해 하락하는
음(-)의 계수 값이 추정되었으나, 4등급에서는 계수 값
이 0.288로 오히려 2등급보다 높은 양(+)의 계수 값이
추정되었다. 신체전반(-0.387, p<.001) 항목에서도 3등
급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이 추
정되었으나, 4등급에서는 계수 값이 -0.072로 크게 줄
면서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 역시 표본에서 나
타나는 단순한 예외사례로 볼 것인지, 아니면 PAPS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낮아지면서 5학년 여학
생들이 신체활동과 신체전반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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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학년별 여학생의 PAPS 등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결과
PAPS 등급
3등급
4등급
신체적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자기개념
-0.631*** -0.381** -0.980*** -0.454**
스포츠 유능감
(0.153)
(0.152)
(0.253)
(0.215)
-0.588***
-0.145
-1.338*** -0.480*
체지방
(0.168)
(0.174)
(0.278)
(0.247)
-0.153
-0.017
-0.285
-0.239
외모
(0.138)
(0.166)
(0.229)
(0.236)
-0.091
0.145
-0.323
0.123
건강
(0.173)
(0.148)
(0.287)
(0.210)
-0.143
-0.227
0.288
-0.032
신체활동
(0.178)
(0.162)
(0.296)
(0.230)
-0.383***
0.000
-0.431*
0.216
자기존중감
(0.139)
(0.131)
(0.231)
(0.186)
-0.238
-0.338**
-0.270
-0.065
유연성
(0.166)
(0.171)
(0.274)
(0.242)
-0.188
-0.354***
-0.184
-0.415**
지구력
(0.158)
(0.132)
(0.261)
(0.188)
-0.152
-0.343**
-0.343
-0.170
근력
(0.157)
(0.162)
(0.260)
(0.230)
-0.387*** -0.219*
-0.072
-0.198
신체전반
(0.123)
(0.131)
(0.204)
(0.186)
( )안은 표준오차 *p<.01, **p<.05, ***p<.001

상수

표 6. PAPS 체력요인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항목과의 상관관계
PAPS 체력요인
심폐 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신체적 자기개념
스포츠 유능감
0.254
0.151
체지방
0.238
-0.012
외모
0.035
0.017
건강
0.058
0.047
신체활동
0.209
0.088
자기존중감
0.000
0.040
유연성
-0.019
0.388
지구력
0.319
0.051
근력
0.039
0.075
신체전반
0.120
0.107

기대를 급격히 포기하면서 오히려 신체적 자기개념의
측정값이 높아진 것인지 좀 더 면밀한 추후연구가 필
요하다.
6학년 여학생 PAPS 등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역시 학교
고정효과를 통제하였고, PAPS 사례수가 적은 1, 5등
급은 제외하였다. 2등급을 기준으로 3, 4등급으로 내
려갈수록 스포츠 유능감, 지구력 요인에서 등급이 낮
을수록 신체적 자기개념이 낮게 나왔다. 그러나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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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인원)

5학년

6학년

3.435***
(0.280)
4.618***
(0.307)
2.501***
(0.254)
3.777***
(0.318)
2.532***
(0.327)
4.090***
(0.255)
3.221***
(0.304)
2.767***
(0.289)
3.164***
(0.287)
3.515***
(0.226)

2.684***
(0.274)
3.333***
(0.314)
2.528***
(0.301)
3.355***
(0.267)
2.044***
(0.293)
3.532***
(0.237)
2.944***
(0.309)
2.797***
(0.239)
2.975***
(0.293)
3.085***
(0.237)

R-sq

5학년

6학년

5학년

6학년

148

150

0.144

0.104

148

150

0.206

0.092

148

150

0.019

0.152

148

150

0.018

0.041

148

150

0.046

0.031

148

150

0.065

0.026

148

150

0.031

0.037

148

150

0.019

0.14

148

150

0.02

0.046

148

150

0.101

0.127

유연성

순발력

체지방

0.214
-0.177
0.062
0.086
0.090
0.040
-0.042
0.090
0.339
0.125

0.419
0.222
0.157
0.053
0.143
0.072
0.002
0.346
0.198
0.189

0.072
0.537
0.097
-0.028
-0.059
0.070
-0.022
0.106
-0.145
0.060

성, 근력, 신체전반에서는 3등급에서는 유의하였으나
4등급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3. PAPS 체력요인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항목
과의 관계
<표 6>은 PAPS를 구성하는 각 체력요인과 신체적
자기개념 10개의 항목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
를 산출해 본 것이다. 아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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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S의 각 구성항목은 몇몇 신체적 자기개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PAPS의 체
력요인과 신체적 자기개념의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심폐지구력과 신체적 자기개념의 항목과
의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스포츠 유능감은 0.254, 체지
방은 0.238, 신체활동은 0.209, 지구력은 0.319이다. 근
력⋅근지구력과의 상관계수는 스포츠 유능감은 0.151,
유연성은 0.388이다. 유연성과의 상관계수는 스포츠
유능감은 0.214, 체지방은 -0.177, 근력은 0.339이다.
또한 순발력과의 상관계수는 스포츠 유능감은 0.419,
체지방은 0.222, 지구력은 0.346, 근력은 0.198, 신체전
반은 0.189 이다. 마지막으로 체지방과의 상관계수는
체지방은 0.537, 근력은 –0.145이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PAPS의 체력요인을 독립변
수로, 신체적 자기개념을 종속변수로 한 무관회귀분석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선행연
구자들은 대체로 ANOVA를 사용하여 PAPS와 신체적
자기개념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나 신체적 자기개념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몇몇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였다는 한
계점을 갖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년 및 성별,
그리고 학교 고정효과를 통제하고서도 PAPS 점수가 신
체적 자기개념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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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자기개념은 모두 한 학생이 응답한 결과로서 서로 연
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귀분석
보다는 무관회귀분석(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아래 <표 7>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무관회귀분석
은 PAPS 전체 등급보다는 각 측정항목별 점수를 설명
변수로 투입하였다. 그 결과 PAPS의 체력요인 중 심
폐지구력은 10개의 신체적 자기개념 측정항목 중 스포
츠 유능감(0.0366, p<.001) 체지방(0.0325, p<.001), 신체
활동(0.0395, p<.001), 유연성(-0.0185, p<.05), 지구력
(0.0679,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심폐지구력이 상승할수록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신체활동, 지구력은 높아지고
유연성은 줄어든다. 한편, PAPS의 체력요인 중 유연성
은 스포츠 유능감(0.0179, p<.001), 신체활동(0.0138,
p<.01), 유연성(0.0744, p<.001), 신체전반(0.0111, p<.01)
의 4개 항목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 PAPS
의 체력요인 중 근력․근지구력은 스포츠 유능감
(0.0297, p<.001), 건강(0.0179, p<.05), 근력(0.070, p<.001),
신체전반(0.0225, p<.001)의 4개의 신체적 자기개념 항
목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체지방(-0.0491,
p<.001)과 유연성(-0.0181, p<.05)은 유의미한 음(-)의 영

표 7. PAPS의 체력요인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항목과의 관계분석 결과
신체적
스포츠
체지방
외모
건강 신체활동
자기개념
유능감
PAPS 체력요인
-0.241*** -0.086 -0.149** 0.007 -0.238***
6학년
(0.062) (0.065)
(0.069) (0.065) (0.078)
-0.432*** -0.041
-0.107 -0.297*** -0.815***
여학생
(0.062) (0.065)
(0.070) (0.065) (0.078)
심폐
0.0366*** 0.0325*** 0.002
0.006 0.0395***
지구력
(0.009) (0.009)
(0.010) (0.009) (0.011)
0.0179*** -0.001
0.002
0.006
0.0138*
유연성
(0.006) (0.007)
(0.007) (0.007) (0.008)
0.0297*** -0.0491*** 0.011 0.0179** 0.014
근력⋅근지구력
(0.009) (0.009)
(0.010) (0.009) (0.011)
0.0928*** 0.031*** 0.0341*** 0.011 0.039***
순발력
(0.010) (0.011)
(0.011) (0.011) (0.013)
-0.005 0.0820*** 0.009
-0.005 -0.022***
체지방
(0.006) (0.006)
(0.006) (0.006) (0.007)
1.573*** 2.541*** 2.317*** 3.644*** 2.653***
상수
(0.184) (0.192)
(0.206) (0.193) (0.232)
관측치
654
654
654
654
654
( )안은 표준오차 *p<.01, **p<.05, ***p<.001

자기
존중감

유연성

-0.119**
(0.058)
-0.004
(0.059)
-0.005
(0.008)
0.004
(0.006)
0.008
(0.008)
0.014
(0.010)
0.008
(0.005)
3.294***
(0.174)
654

-0.036
(0.065)
0.036
(0.065)
-0.0185**
(0.009)
0.0744***
(0.007)
-0.0181**
(0.009)
0.001
(0.011)
0.001
(0.006)
2.022***
(0.193)
654

지구력

근력

신체전반

-0.185***
-0.124*
-0.152**
(0.066)
(0.063)
(0.060)
-0.484*** -0.210*** -0.160***
(0.066)
(0.064)
(0.061)
0.0679***
0.001
0.014
(0.009)
(0.009)
(0.009)
0.002
0.004
0.0111*
(0.007)
(0.007)
(0.006)
0.005
0.070*** 0.0225***
(0.009)
(0.009)
(0.008)
0.0706*** 0.0432*** 0.0329***
(0.011)
(0.010)
(0.010)
-0.003 -0.0253***
0.003
(0.006)
(0.006)
(0.005)
1.712*** 2.354*** 2.463***
(0.195)
(0.189)
(0.180)
654
654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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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상식적으로도 근육이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체지방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향
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뢰할 만한 추정결과라고 판
단된다. 다음으로 PAPS의 체력요인 중 순발력은 스포
츠 유능감(0.0928, p<.001), 체지방(0.031, p<.001), 외모
(0.0341, p<.001), 신체활동(0.039, p<.001), 지구력
(0.0706, p<.001), 근력(0.0432, p<.001), 신체전반(0.0329,
p<.001)의 7개 신체적 자기개념 항목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
지막으로 PAPS의 체력요인 중 체지방은 신체활동
(-0.022, p<.001), 근력(-0.0253, p<.001)에 모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신체적 자
기개념 체지방(0.0820,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통제변수로 투입된 6학년 더미변수 및 성별 더
미변수를 살펴보면, 6학년 학생들이 5학년 학생들에 비
해 스포츠 유능감(-0.241, p<.001), 외모(-0.149, p<.05),
신체활동(-0.238, p<.001), 자기존중감(-0.119, p<.05), 지
구력(-0.185, p<.001), 근력(-0.124, p<.01) 및 신체전반
(-0.152, p<.05)의 신체적 자기개념을 측정한 7개 항목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서 유연성(0.036)을 제
외한 거의 모든 신체적 자기개념 항목에 대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스포츠 유능
감(-0.432, p<.001), 건강(-0.297, p<.001), 신체활동
(-0.815, p<.001), 지구력(-0.484, p<.001), 근력(-0.210,
p<.001), 신체전반(-0.160,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낮았고, 체지방(-0.041), 외모(-0.107), 자기존
중감(-0.004)은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낮았다.

Ⅳ. 논의
1.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학년별 PAPS 등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의 차이
본 연구에서 남자 초등학생은 사례수가 1, 5 등급
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에서 분석하였는데 5, 6학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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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경우 PAPS 등급으로 측정된 학생건강체력은
학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
로 사례수가 적은 1, 5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에
서 분석하였는데 여학생들 역시 전반적으로 PAPS 등
급이 하락할수록 신체적 자기개념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등급 및 4등급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항목은 2∼3개 측정항목에 불과하여 남학생
에 비해서는 인과관계의 강도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
다. 남학생의 경우와 다른 또 다른 특이한 점은 신체
활동 몇 개의 항목에서 3등급의 경우 2등급에 비해
하락하는 음(-)의 계수 값이 추정되었으나, 4등급에서
는 오히려 2등급보다 높은 양(+)의 계수 값이 추정된
점이다. 결론적으로 초등학생을 성별에 따른 PAPS 등
급에 따라 신체적 자기개념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PAPS 등급의 하락으로 인해 거의 일관된 방향
으로 신체적 자기개념이 하락한다.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일부 신체적 자기개념 항목에서 PAPS 등급이
하락할수록 신체적 자기개념이 하락하다가 반등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PAPS 등급이 하
락함으로 인해 신체적 자기개념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경애(2009)는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스포츠 유능감, 신체활동, 지구
력에서 여학생들보다 높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
였다. 본 연구결과로 나온 스포츠 유능감, 건강, 신체
활동, 지구력, 근력, 신체전반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높게 나온 점과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김선주(2013)는 초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신체적 자기
개념의 차이에서 심폐지구력, 신체활동, 스포츠 자신
감, 건강, 신체전반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PAPS 등급이 높을수록 신체적 자기개
념이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초등학생의
PAPS 등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을 살펴보면 남자
가 여자보다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음을 알 수 있고,
PAPS 등급이 높을수록 신체적 자기개념도 높다는 본
연구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석희
(2012)는 중학생의 경우 남학생의 경우 학년별로 등급
에 따라 신체적 자기개념 요인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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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여학생은 남학생 보
다는 적은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남․녀 모두 중학생들의
PAPS 등급이 높을수록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지만 여
학생 보다는 남학생의 경우가 더 많은 항목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준다. 김학영(2012)은 BMI 수준에
따른 고등학생의 기초운동능력과 신체적 자기개념과
의 관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적 자기개념에
서 스포츠 유능감, 신체 활동, 외모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여자보다 남자의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
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도 여학생들
이 남학생에 비해서 모든 신체적 자기개념 항목에 대
해 대체로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강욱(2010)은 대학생의 운동참가에 따
른 신체적 자기개념과 정서 연구에서 신체적 자기개
념 하위요인 스포츠 유능감, 날씬함, 외모, 건강, 신체
활동, 지구력, 근력 7개의 요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대학생도 초등학생과 마찬가
지로 신체적 자기개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는
사실 또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차명
신(2012)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생활 체육 참가
자의 신체적 자기개념과 자기관리, 운동지속 및 운동
중독과의 관계연구에서 남자 집단이 규칙적 운동, 스
포츠 자신감, 건강, 체지방, 근력, 외모, 지구력 순으로
여자집단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신체적 자기개념이 성인에 이르기까지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부
터 여학생들도 남학생과 다름없이 신체활동을 적극적
으로 하여 자신의 신체에 자신감을 가지도록 교육해
야 할 필요성을 알 수 있다.
2. 학년에 따른 초등학생의 PAPS 등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의 차이
이 연구에서 6학년 학생들이 5학년 학생들에 비해
신체적 자기개념 중 스포츠 유능감, 외모, 신체활동,
자기존중감, 지구력, 근력, 신체전반의 7개 항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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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
학년 학생들 대부분이 사춘기 시기라 본인에 대한 신
체적인 면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예쁘고 멋있는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대중매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는데 이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순희(2008)는 초등학생의
외모 및 신체 만족도와 영향요인 간의 관계분석에서
6학년이 4학년보다 대중매체의 영향 점수가 더 높다
고 하였다. 그리고 고영희(2013)는 사춘기 초기 나이
때인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은 또래 중심
생활로 이동하는 시기로 또래 문화 영향을 크게 받으
며 사회적 압력과 불안감 등을 크게 지각한다고 하였
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5학년 보다 6학년이 신체
적 자기개념에서 더 낮은 경향을 나타내는 원인이 연
구자의 생각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김선주(2013)는 학년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의 차
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요인이 하나도 없다
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박경애(2009)는 초등학교 5, 6학년에 따른 신
체적 자기개념에 대한 검증 결과 외모, 지구력, 신체
전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또한 6학년이 5학년보다 신체적 자기개념이
높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결과에서 5학년이 신체적 자기개념이 더 높은 것
과는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신승주(2007)는 초등학생들의 운동부 활동이 신체
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영향에서 체지방/날씬함에서 5
학년이 6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났으나 모두 평균 이상의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체
지방에서 5학년 보다 6학년에서 낮게 나온 분석 결과
와 어느 정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창열(2008)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학교 체육활동 참여가 신체적 자
기개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분석 결과 5학년이 6학년보다 8개의
신체적 자기개념 요인 전체에서 평균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민숙(2011)은 초등학생의 체육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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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과 수업 만족도 분석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결과에서 5학년이 6학년보다 신체적 자기개념 평균값
이 높게 나타났으며 날씬함, 건강, 스포츠자신감, 유연
성, 외모, 지구력 요인에서 5학년이 높게 나타났으나
스포츠 자신감과 유연성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
함을 알 수 있다. 양준석(2011)은 초등학교 태권도 수
련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에서 학년에 따른 초등학교 태권도 수련생의 신체적
자기개념의 평균값은 5학년이 6학년보다 높게 나타났
으나 건강, 스포츠 자신감, 유연성 요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부분적
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
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뒷받침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초등 교육의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학년별 학생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이에 맞는 체육교
육이나 인성교육을 통해 신체적 자기개념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6학년 학생들
을 이해하고 가르치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3. PAPS 체력요인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항목
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PAPS의 건강체력요인을 독립변수로
신체적 자기개념을 종속변수로 통계분석의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심폐지구력이 높을수록 스포츠 유능감, 체
지방, 신체활동, 지구력은 높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
나 심폐지구력이 높을수록 유연성은 낮아지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또한 근력․ 근지구력이 높을수록 스포츠 유능
감, 건강, 근력, 신체전반 항목이 높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체지방, 유연성은 낮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유연성
이 높아질수록 스포츠 유능감, 신체활동, 유연성,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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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 항목이 높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순발력이 높
아질수록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외모, 신체활동, 지
구력, 근력, 신체전반은 높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
으로 체지방이 높을수록 체지방은 높아지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
으나 신체활동, 근력 항목에서 낮아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박유경(2008)은
운동수행능력과 신체적 자기개념 하위요인 간에는 스
포츠 유능감이 가장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났으며,
근력, 신체전반, 유연성, 지구력, 외모, 신체활동 요인
에서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하
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김원명(2010)은 방과 후 활동 중 무용 활동에 참
여한 초등학생의 오래달리기, 유연성, BMI에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신체적 자기개념은 스
포츠 유능감, 외모, 신체활동, 유연성, 지구력, 신체전
반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체력과 관
련된 요인이 유의미하게 높고 신체적 자기개념도 유
의미하게 높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한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김문명(2011)은 학교스포츠
클럽활동이 학생건강체력, 신체적 자기개념 및 체육수
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학생건강 체력(심폐
지구력, 순발력)이 체육수업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신체적 자기개념의 몇몇 요
소도 체육수업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김학영(2012)은 BMI 수준에 따른 고등학생의 기
초운동능력과 신체적 자기개념과의 관계에서 신체적
자기개념의 체지방, 외모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고 하였다. 이는 PAPS 체력요인인 체지방면에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김선주(2013)는
PAPS 등급과 신체적 자기개념의 변인간의 상관관계
에서 PAPS 등급과 심폐지구력, 유연성, 체지방, 신체
활동, 스포츠 자신감, 신체전반, 자아존중감 요인과 유
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체력요
인과 신체적 자기개념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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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아니지만 PAPS 등급은 여러 체력요인의 결
과물이기 때문에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통해
PAPS의 체력요인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항목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본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
다고 볼 수 있다.
신체가 건강할수록 자신의 신체에 대한 긍정적 생
각이 나온다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요즘처럼 정서적
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체력을 길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학교, 가
정 모두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PAPS 등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의 차이를 구명하고, 건강체력요인과 신체적
자기개념 항목과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여 PAPS와 신체
적 자기개념과의 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
해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남․여 학생 남학생 350명,
여학생 304명으로 총 65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한 대상으로 PAPS 등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
념에 대하여 첫째, 남자 초등학생의 학년별 PAPS 등
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둘째, 여자 초등학생의
학년별 PAPS 등급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셋째,
PAPS 체력요인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 항목과의 관
계를 알아보았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학생의 경우 PAPS 2, 3, 4등급에 따라 5학
년에서는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지구력, 신체전반 4
개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6학년에서는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신체활동, 지구
력, 신체전반 5개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
둘째, 여학생의 경우 PAPS 2, 3, 4등급에 따라 5학
년에서는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자기존중감 3개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며, 6학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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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유능감, 지구력 2개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PAPS의 체력요인에 따른 신체적 자기개념의
항목간의 관계는 유의한 관계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폐지구력은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신체
활동, 유연성, 지구력 5개의 항목과 통계적으로 유의
한 관계가 있었다. 근력․근지구력은 스포츠 유능감,
체지방, 건강, 유연성, 근력, 신체전반 6개의 항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유연성은 스포츠
유능감, 신체활동, 유연성, 신체전반 4개의 항목과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순발력은 스포츠 유
능감, 체지방, 외모, 신체활동, 지구력, 근력, 신체전반
7개의 항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체지
방은 체지방, 신체활동, 근력 3개의 항목과 통계적으
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대체적으로 신체적 자기개념 중 스포츠 유능감은
성별, 학년에 관계없이 PAPS 등급이 낮아질수록 신체
적 자기개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모, 건강
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는 학년과 성별이
거의 없고, 지구력은 5학년 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년과 성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
었다. 본 연구는 다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모습을 온전
히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소수의 교사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면담이나 관찰
을 통해 PAPS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을 면밀히
알아보는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해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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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Physical Self-Concept depending on
the PAP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Bae, So-Ra(Yangdong Elementary School)․Eom, Woo-Sub(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differences in physical self-concept depending on the PAPS rating
and to provide relationships between PAPS factors and sub-factors of physical self-concept of 5th and 6th
grade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four class of 5th and 6th
grade in each four school in Seoul were surveyed. With PAPS measurement results and survey, th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find out the differences in physical self-concept depending on the PAPS rating by grade
and gender. The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 analysis was used to search the relationship between
sub-factors of physical self-concept and each factor of PAP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5th grade male students, depending on the PAPS rating 2, 3 and 4, sport competence, body fat,
endurance and whole body factors were significant statistically. In the 6th grade male students, sports
competence, body fat, physical activity, endurance and whole body factors were significant statistically. Second,
in the case of 5th grade female students, depending on the PAPS rating 2, 3 and 4, sports competence, body
fat, self-esteem were significant statistically. In the 6th grade female students, sports competence and
endurance were significant statistically.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ub-factors of physical self-concept
and factors of PAPS there were lots of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Specifically, cardiovascular endurance
correlates with sports competence, body fat, physical activity, flexibility and endurance. Muscular strength and
muscle endurance correlates with sports competence, body fat, health, flexibility, muscular strength and whole
body. Flexibility correlates with sports competence, physical activity, flexibility and whole body. Agility
correlates with sports competence, body fat, appearance, physical activity, endurance, muscular strength and
whole body. Body fat correlates with body fat, physical activity and muscular strength. Overall, the lower
PAPS rating is, the lower sports competence of physical self-concept is, regardless of grade and gender.
Appearance and health were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in any grade and gender. Endurance is significant
statistically in all grade and gender except 5th grade girl students.
※ Key words :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PAPS), Physical Self-Con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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