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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존중감의 구조관계

강     상     욱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존중감 

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여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발달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체육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운동선수 591

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지지, 애착, 자아존중감 질문

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거친 후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자료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애착의 하위요인 중 소외감(부적관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

미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착이 사회적 지지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존중감의 구조

관계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애착에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에는 애착을 매개하여 간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에 따른 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척도의 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성별, 지역, 학교급, 입상경력에 대하여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어 여러 집단

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청소년 운동선수, 사회적 지지, 애착, 자아존중감

학번: 2012-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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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며, 흔히 과도기적 상태, 질풍노도의 시기, 제 2의 탄

생기라 불린다. 또한 신체 생리적 변화, 인지적 발달 및 학교생활의 변화, 학업,

사회성, 운동 등의 영역에서 수행 압력이 증가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등 중요한 변화에 직면하는 시기이다(McCauley, Richard, Jacqueline, Alexander,

1995). 즉, 청소년은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과제 이외에 발달과정

상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다. 만약, 이때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부적응을 보이기도 하며 혼란

과 불안정 상태를 유발하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정옥분, 2007, Deering & Scahill, 2008).

한편, 청소년 운동선수는 합숙생활과 같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감독 및 

코치와의 관계, 팀원들 간의 화합, 성적에 따른 스트레스, 고된 훈련시간 등과 같

이 일반 청소년과는 다른 환경에 놓여있다(노갑택, 2004; 박순석, 2002; 이희승 

2011). 운동선수에게 있어 청소년기는 선수생활 중 기량을 높이고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Wylleman & Lavallee, 2004)임과 동시에 학업과 운동을 모두 소

화하기 힘들어 좌절하고 심지어 선수생활을 그만두는 시기이기도 하다(Alfermann

& Stambulova, 2007). 이처럼 청소년 운동선수는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겪는 문제

와 더불어 고된 훈련 및 합숙생활 그리고 시합에 대한 스트레스 등과 같은 정신

적, 육체적 압박감까지 가지게 된다. 이는 운동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부정적인 생

각을 키울 수 있으며 심각하게는 탈진, 슬럼프, 자신감 및 경기력 저하라는 사태에 

도달하게 한다(오윤경, 이강헌, 2005; Smith, 1986). 특히, 청소년 운동선수들 중 체

육중고등학교에서 생활하는 선수들은 국가주도의 특수목적 학교 특성상 전원 기

숙생활을 하며, 강도 높은 훈련 및 시합에 참가함과 동시에 학업까지 병행하는 등 

성인들도 이겨내기 어려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소영호, 2009). 따라서 이와 같은 

정신적, 육체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게 되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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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는 일탈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김태훈, 2002).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 운동선수가 발달과정상 겪게 되는 다양한 신체적, 정

신적, 사회적 스트레스와 운동 및 학업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불안, 우울증 극복 및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주요 심리적 특성이 바로 자아존중감이다(이희승, 2011;

정청희, 구우영, 권성호, 김병준, 김영숙, 2009). 자아존중감이란 여러 학자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왔는데, Rosenberg(1965)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

련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라고 하였으며, Coopersmith(1967)는 자신에 대한 평가적 차원이며 개인이 자신

에 대해 알고 있는 태도, 표현되는 가치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

최근에는 자신을 유능하고 성공적이며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태도로써 한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정익중 2006; Branden,

1992) 등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

으로 평가하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선수들은 사회적응력, 리더십,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저

항력, 학업성취도 등이 모두 긍정적이고 높게 나타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선수

들은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사회부적응, 대인기피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정청

희 외, 2009). 이와 같이 선수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이 발생시키는 부정적 결과들은 

실패경험으로 이어지고, 실패경험은 다시 자아존중감을 하락시키는 악순환이 될 것

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청소년 운동

선수의 자아존중감을 긍정적으로 형성시키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에는 자신과 가까이 있는 타인들과 교류하며 자아를 형성하고 발달시

키므로 이들과의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Rosenberg(1965)는 청소년들이 

자아를 인지하는데 있어서 주요타자들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에 영향을 크게 받

는다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아발달에 영향을 주는 관계적 변인 중 지금까

지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부모와의 관계이다(Wilkinson,

2004). 국내 운동선수들을 예로 들면, 과거에는 지도자와의 관계가 중요시 되었으

나, 박세리, 박지성 선수에서부터 최근에 박태환, 양학선, 신종훈 선수에 이르기

까지 유명한 선수들에 관한 성공스토리를 보면 부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늘어

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민순기, 2007; 여성중앙,

2011, 2012). 특히,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시기의 발달 과정에서 긍정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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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형성하는데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며 그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허재

경, 김유숙, 2005; Wilkinson, 2004).

사회적 지지란,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되며, 가치 있다고 여겨지고, 의사소

통의 관계망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자원(Cobb, 1979), 또는 의지할 수 있

는 사람, 돌보아 주고, 사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람의 존재 

(Seeman, Kaplan, Knudsen, Cohen, Guralnik. 1987)로 정의된다. 이철수(2009)는 사회적

지지를 대인관계를 통해 개인의 정서나 행동에 유리한 결과를 갖도록 정보 조언,

구체적인 원조를 포괄한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사회적 

지지란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사가 학생을 

지지하는 학급에서 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밝혀졌으며, 교사와 학생사이에

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Spaulding, 1965). 그리고 가족 지지가 높

을수록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업 성취가 높았으며(Felner, Ginter, & Primavera,

1982),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전반적인 능력과 관련

하여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고 하였다(Hoffman, Ushpiz & Levyshiff, 1988).

또한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첫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시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여러 가족원의 지지적 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김명숙, 1995; 김세원, 2003).

이처럼 청소년 운동선수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방향적인 사회적 지지와는 조금 다르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양방향

적으로 이루어지는 “애착(attachment)” 또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변수

라 할수있다(Greenberg, Siegel & Leitch, 1983). 애착이란,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를 

유지하려는 행동(Bowlby, 1982),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 느끼

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owlby, 1982),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강하고도 지속적인 정서적 결속, 다른 사람에게 접근 및 

접근을 유지하려는 행동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과 애착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및 또래와의 애착 

안정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우울, 불안, 죄의식,

분노, 소외, 자기개념의 혼란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Armsden & Gre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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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청소년기의 애착은 사회적 유능감과 안녕감을 촉진시키며 청소년의 자아발달

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러 학자들에 의해 밝혀졌다(Armsden &

Greenberg, 1987; Bradford & Lyddon, 1993; Kenny & Rice, 1995; Lapsley, Rice, &

FitzGerald, 1990; Rice, FitzGerald, Whaley, & Gibbs, 1995; Rice & Whaley, 1994;

Schultheiss & Blustein, 1994). 또한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로부터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받게 되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준비를 잘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더 잘 견뎌

낼 수 있다고 하였다(최동선, 정철영, 2003).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을 높이는데 사회적 지지 뿐만 아니라 애착 또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지지’라는 말뜻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지지를 주는 사람이 무엇을 주는지는 나타나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

람이 어떻게 느낄지, 또는 주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지를 하는지

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Marrone, 1988). 즉, 사회적 지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

서 일방향적으로 주는 양적인 측면만을 알 수 있다면, 이와는 다르게 애착은 서로

의 관계에 대해서 애정과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세세한 부분(표면적 상태, 내면

적 상태)까지도 알아차리고 양방향적으로 반응하며, 접근 가능성(양적)과 감정적인 

반응성(질적)까지 나타나는 것이다(Wallin, 2007). 예를 들어, 부모가 운동선수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을 지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얼마나 돈을 많이 지원해주

는지와 같은 절대적인 양 만을 파악 하여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지, 또한 

받아들이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의 애정과 마음을 느끼는지 등은 알 수 가 없는 

것이다. 반면, 애착의 측면에서는 이 두 가지 면을 모두 고려했다는 점에서 사회

적 지지와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애착이 형성되려면 지지적인 측

면(양적)도 필요하므로 지지가 애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사

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애착을 형성하는데 영

향을 미치고 이것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운동선수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에서도 자아

존중감이 운동선수에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자아존

중감이 선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였으며, 무엇이 청소년 운동

선수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지와 같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

중감을 측정할 때 사용한 자아존중감 검사도구들이 주로 단일요인(Ros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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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이거나 부분적인 하위요인(Coopersmith, 1967; 최보가, 전귀연, 1993) 또는 아

동용(Coopersmith, 1967; Owens, 2003)이므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데 

무리가 있었으며(김연중, 200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부모

의 사회적 지지와 애착에 관한 연구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한 자아존중감을 다차원적인 요인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김연중, 2009)를 사용하여 사회적 지지와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존중감의 

구조관계를 검증하여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애착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직-간접

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수

들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여 힘든 상황에서도 정신적으로 편안한 상황

에서 선수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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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 운동선수가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애착, 그리고 자아

존중감의 구조관계와 집단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하여 선수

들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정신적으로 편안한 상황

에서 선수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1) 청소년 운동선수가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존중감의 연구모

형을 검증한다.

2)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한다.

3.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해 규명하고자 한다.

1) 청소년 운동선수가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존중감 

의 연구모형은 적합한가?

(1)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존중감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문제에 따라 설정한 <그림 1>의 연구모형이 적합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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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모형이 배경변인별 집단에 따라 측정동일성이 검증되는가?

(1) 성별, 학교급, 지역, 입상경력에 따른 집단의 차이를 고려하여도 연구모형이 

적합한가?

4. 용어의 정의

1) 자아존중감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정도

2) 사회적 지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

3) 애착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연결시키는 강하고도 지속적인 정서적 결속이며, 다른 사

람에게 접근 및 유지하려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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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자아존중감 (self-esteem)

1) 자아존중감의 개념 및 정의

자아존중감(self-esteem)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을 말

한다. 자아존중감은 심리-상담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계속 관심을 가지는 개념 중의 하나이며, 최근의 국내-외 연구자들은 자아존중감

과 관련된 연구가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삶의 질, 정신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였다(이자영, 남숙경, 이미경, 이지희, 이상민, 2009;

DeNeve & Cooper, 1998; 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은 자기존경, 자기신념, 자

기만족, 자기평가 및 자아개념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Wells &

Marwell, 1976)로써 다방면의 분야에서 연구의 주제로 사용되어 왔지만 여러 학

자에 의해서 정의가 다르게 내려지고 있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정의는 크게 평가적 요소를 다룬 것과 감정적 요소를 다룬 

것 그리고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한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평가적 요소에 

중점을 둔 정의들을 살펴보면 Gilmore(1974)는 자아존중감을 타인들과의 비교에

서 또는 절대적인 기준에서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정도로 여

기는 자아의 평가차원으로 보았다. Mirels와 McPeek(1977)은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서 개인의 사회적 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특성이

라고 정의하였으며, Newman(2011)은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 수용이

라는 두 가지 경험에 의한 자기평가의 결과로 정의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로 잘 

알려져 있는 Rosenberg(1965)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라고 정

의하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자기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종합해 보면 자아

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이나 가까운 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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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감정적 요소에 중점을 둔 정의들을 살펴보면, McCandless(1970)는 자

신에 대하여 선호하며 가치 있게 여기는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Weiner와 Lerman

(1978)은 자아존중감을 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인정하는 가치이며 자신이 하는 일

에 대하여 성공을 기대하는 정도라고 하였다. 종합해 보면, 자아존중감이란 자신

이 가진 특성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한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의 능력, 중요성, 성공가치 등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며, 자

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태도로 자신을 유능하고 중요하며 성공적이

고 가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앞서 살펴본 자아존중감에 대한 여러 학자들

의 정의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자아존중감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개념으로 자

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생각하는 정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자아존중감의 형성 및 발달

부모와 생후 초기에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피드백에 의하여 아동의 자아존중

감 발달이 최초로 이루어지며,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약 3세경에 자신에 대한 이

미지가 형성되고 7세 전후 쯤 되면 상당히 안정성을 가진 자아존중감으로 나타

난다(Piaget, 1964; 박아청, 1983). 아동기의 자아존중감은 더 복잡한데, 내적인 특

성에 보다 집중하게 되며 자신의 신념,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의 성격적 특

징 등을 강조하는 감정이나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발달한다(Harter, 1983). 하지만 

아동기에는 자아가치 개념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 사소한 행동을 평가하

는데 그칠 뿐이며 청소년기에 이르러서야 일반적인 자기평가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

Rosenberg(1965)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에 대해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극적인 변

화가 이루어지는 사춘기 때에 신체적, 심리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오는 자아상의 

한층 강화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자아를 인지하는데 있어

서 주요타자들이 자신에게 하는 평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한다.

Maslow(1966)는 외적 자아존중감과 내적 자아존중감으로 자아존중감을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외적 자아존중감은 타인을 기준으로 사회적 성공에 기초를 두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

였다. Purkey(1967)는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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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라고 하며 아동기에 특히 부모나 가족구성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

다. Rosenberg(1986)는 인간은 자아가 발달하게 되면서 주변사람들로부터 긍정적

인 평가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이러한 욕구는 자아에 대한 개인의 인

식의 변화와 함께 발달 한다고 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크게 ‘반영된 평가’, ‘사

회적 비교’, ‘자아귀인’, ‘심리적 중심성’과 같이 네 가지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다고 주장하였다.

첫 번째로는 ‘타인에 의해 반영된 평가’로 사람은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생각에 영향을 받아 타인이 생각하는 대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에 중요치 않은 타자의 평가보다는 본인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맺고 있

는 타인의 평가가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비교’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범주에 속해 있는 사람들

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는 ‘자아귀인’으로 이것은 자신

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를 관찰하고서 이 현상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음과 

동시에 자신의 성향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심리적 중심

성’으로 자아개념의 각각의 요소들은 단순히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위계적 구조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 각 요소들 중 어느 것에 가치와 

중심성을 두느냐와 같은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차선, 1999). 이처럼 인간은 생활 속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과 생각에 대해 지지 받고 싶어 하며, 자기평가를 통하여 자아존

중감을 발달시켜 나간다.

3) 자아존중감의 특징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불안이 높고 대인

관계가 좋지 않으며 자신감, 지도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대는 높으나 실패를 

두려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

신감과 인내력이 많으며, 자기표현과 대인관계 능력이 좋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며 타인이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았을 때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

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한다.

Erikson(1959)은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의 확립에 있어서 높은 자아존중감이 중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였으며, 인생의 발달 주기와 관련하여 청소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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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은 개인 상호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나 낮은 불안과 학업

성취등과 관련지어 많은 연구에서 설명되고 있다.

또한 연문희(1994)는 높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에 대한 긍지와 자

부심을 갖게 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해주며, 새로운 환경

에도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였다. 한편, 자아존

중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으로 인해 매우 불안해하고 초

조해하며 그 결과 새로운 과제에는 도전하지 못하게 되고, 매사에 소극적으로 대

하기 때문에 잠재능력 개발이 어렵다고 보았다.

4) 청소년 운동선수의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에 획득해야 할 중요한 발달 과업 중의 하나이다. 아동

기와는 달리 의존적인 존재에서 독립적인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

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자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자아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전보다는 더 정교화된 형태로 자

아존중감을 키워나간다(박병금, 유은선, 2011).

청소년기의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측면이 바로 자아정체감의 발달

에 관한 것이다.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많은 청소년들은 “나는 누구인가?”, “내

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물

음을 가지고 고민하게 된다. 사회심리학자 Erikson(1968)은 이와 같은 질문들이 

바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이때에 자아정체감을 제

대로 발달시키지 못한 청소년들은 정체감 혼미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청소년들

에게 심리적 부적응 및 비행 등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김하연, 오

경자, 윤진, 1991). 실제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기에 낮은 자아존중감이 약

물남용, 식습장애, 우울증, 자살과 비행등 많은 문제들을 낳는 것으로 밝혀졌다

(Reardon & Griffing, 1983; Robertson & Simons, 1989; Button, 1990; Harter &

Marold, 1992, Fenzel, 1994).

청소년 운동선수에게도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이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것을 증명

해 주듯이 스포츠 영역에서도 자아존중감에 관심을 갖고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정청희 외(2009)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선수들은 사회적응력, 리

더십, 대인관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 학업성취도 등이 모두 긍정적이고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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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선수들은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사회부적응, 대인기피 등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청소년 운동선수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유

도 선수의 자아존중감이 진로의식 성숙에 미치는 영향(조준현, 2008), 고등학교 

골프선수의 운동 몰입과 자아존중감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노재훈, 2011), 고교 

운동선수들의 음주 및 흡연 실태와 중요타자 애착심과 자아존중감이 음주 및 흡

연의도에 미치는 영향(장보영, 2007),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성취목표성향과 자아

존중감이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전현수, 2010), 중-고등학교 태권도 선

수들의 자아존중감과 집단응집력 분석(안효자 외, 2009), 중-고등학교 태권도 선

수들의 자아존중감이 우울, 신체화 및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김현미 외, 2009)

등이 있었으며, 앞선 연구들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진

로의식 성숙, 경기력, 음주 및 흡연의도, 집단응집력, 우울, 신체화 및 사회불안이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선수들은 많

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여러 측면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나타나 

있다.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학교생활과 공부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고된 훈련과 

합숙 생활 속에서 감독, 코치, 동료, 선배와의 갈등까지 겹쳐 운동과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박순석, 2002). 일반적인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적

은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견뎌내지만 이것들이 과해지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탈진이나 슬럼프에 빠지게 되어 자신감뿐

만 아니라 경기력도 저하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운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상

황까지 오게 된다(Smith, 1986; 오윤경, 이강헌, 2005). 따라서 운동선수에 있어 자

아를 형성해 가는 청소년기에 자아존중감은 앞서 말한 스트레스 대처 및 운동지

속, 경기력에 영향을 주며, 후에 이들이 선수로서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사회생

활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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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의 사전적 의미는 대인관계를 통해 개인의 정서나 행

동에 유리한 결과를 갖도록 정보 조언, 구체적인 원조를 포괄한 개념으로 신체적·

정서적인 건강상의 문제, 적응상의 문제, 사회적 분리, 독립 등으로 야기된 무력감

의 문제 등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불가결한 요인이다(이철수, 2009). 사회적 지

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스트레스를 완충시켜줄 수 있다는 것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고 문제 해결능력을 강화하며, 정신질환에 대한 노출에서 

보호해 주는 방패 역할을 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

으며(박지원, 1985), 심리적 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이다

(장선희, 이미애, 2010). 이에 대한 연구는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살아가는 동안 

여러 사람들과 맺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소

(사랑, 도움, 우정 등)로 고려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어떠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학자에 의해서 조작적 정의

를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다.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타인으로부터 사랑받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며, 존중받고 의사소통의 관계망의 일원이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정보라 하였다. House(1981)는 사회적 지지를 도구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

적지지, 평가적 지지 중 한 개 또는 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인 관계적 거래라

고 하였다. 정리하면,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

국내 사회적 지지 연구의 선두주자인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를 인간의 기

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제공하여 인간이 적

응하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이를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평가적 지지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정서적 지지에는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

위가 포함되고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물건이나 돈과 같은 것들을 필요시에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물질적 지지라 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동을 칭찬해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 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종합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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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지지의 가설

(1) 주 효과 가설

주 효과 가설이란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으로 

안정된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 경험이 자신이 관심을 받는 대상이며 사랑 받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지각하도록 지지해 주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가설이다(송종용, 1988)

(2) 완충역할 가설

완충역할 가설이란 개인이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인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긍

정적인 자원이 스트레스의 영향을 경감시켜 준다는 가설이다(송종용, 1988).

House(1981)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가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 수준을 낮게 인지하도

록 도와주며 신경내분비체계를 안정시켜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낮게 인지하

고 반응하도록 도와준다고 했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는 부적응, 우울, 스트레스 등에 대해 완충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송종용, 1988; 고현정, 1990; 김연숙, 1991; 강성희, 1992; 윤혜정, 1993).

3) 청소년기 사회적 지지

청소년기 사회적 지지의 기능은 크게 사회화의 기능과 보호의 기능이 있다. 청

소년기는 사회화의 과정을 밟는 시기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때에 청소년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

고 고립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개인 주변에서 상호작용을 맺고 있는 타

인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이 사회화 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김지혜, 1998).

보호의 기능으로써 사회적 지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보

인다.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겪는 청소년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불행감, 자기 경시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며, 자살, 행동장애, 우울, 약물남용, 섭식장애 등의 

문제를 나타낸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이때에 청소년들 중 큰 혼란과 불행을 

경험하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헤쳐 나가고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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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는 청소년도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사회적 지지이다

(D'Attilio & Richard 1992; Man & Labreche-Gauthier, 1993). 사회적 지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트레스를 완충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Mason et al., 1994).

청소년 운동선수에 있어서도 사회적 지지 역할의 중요성은 존재한다. 과도한 

경쟁적 학원 스포츠 구조 속에서 운동은 물론 학업까지 병행하며 심리적 스트레

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요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

히 발달 단계상 심리적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청소년기의 선수들이 받는 

주요 타자의 사회적 지지는 선수 개인의 발달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볼 수 있다(성창훈, 2011).

4)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Kessler et al., 1985; King, 1972). Cooley는 1992년도에 사회적 수용

이 자아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

감과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이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부, 모, 또래

의 사회적 지지가 상관이 있다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 왔다(Burke and Weir,

1978; Greenberg et al., 1983; O'Donnell, 1976; Siddique and D'arcy, 1984). 부모의 

지지와 또래의 지지간의 관계에 대해 예전부터 여러 학자들이 연구하였고

(Ausubel, 2002; Coleman, 1981; Davis, 1944), 그 결과 부모와 또래의 사회적 지지

는 서로 독립적이라는 연구도 있으며(Hunter and Youniss, 1982), 또래의 지지는 

부모의 지지가 부족할 때에 그 역할이 중요시되며 부모의 지지가 충분할 때에는 

그 영향이 적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Iacovetta, 1975; Larson, 1972; Smith,

1976). 또한 Kalish와 Knudtson (197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와 관계가 좋으면 

탄력적으로 또래 지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결과도 있었다.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 형성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인 중 

첫째로 사회적 지지를 꼽았다. 또한 유아의 자존감을 포함한 전반적인 능력과 관

련하여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고 하였다(Hoffman,

Ushpiz & Levy-shiff, 1988).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김숙경(1986)

은 부모행동이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합리적일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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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였다. 김현정(1997)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지지는 아동의 높은 자

아존중감, 지적 발달 및 원만한 또래와의 관계에도 상관이 있다고 하였고 정문자

와 여종일(2009)의 연구에서도 가족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유의

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종합해보면 청소년 운동선수에게도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또래의 지지보다는 더욱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3. 애착(attachment)

1) 애착의 개념 및 이론

애착(attachment)이란 영국의 아동정신분석학자 Bowlby(1973)가 정의한 용어로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이 자신이 아닌 다른 인간이나 동물을 가까이 하고 이

를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을 뜻한다. 애착의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

이가 있는데. Ainsworth와 Bell(1970)은 사람이 자신과 특정한 개체 사이에 형성하

는 정서적 유대이고 이러한 유대관계는 시간이나 공간을 넘어 지속된다고 정의

하였다. Bowlby(1973, 1982)는 애착을 ‘가장 가까운 사람과 연결되게 하는 강하고

도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 ‘인간 사이의 지속적인 심리적 연계’라고 정의하였다.

애착 이론(attachment theory)은 유아의 애착유형이 보호자가 유아의 요구에 얼

마나 잘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애착을 형성할 무렵 유아는 애착 

대상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

라 자기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하게 되며(Collins & Allard,

2001), 이렇게 형성된 부모와 자식 간의 애착관계가 개인의 대인관계에 있어 생

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준다(Bowlby, 1977; Schneider, Atkinson & Tardif, 2001).

Bowlby와 Ainsworth(1991)는 보호자로부터 형성된 애착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에 대한 믿음인 내적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형성한다고 하며 이것은 

이후 성장과정에서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애착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다고 하였다(Hazan & Shaver, 1987). 내적 작동모델이란 유아가 주된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되는 인지적 표상으로서 자기와 타인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모델을 발달시키며 형성한 자기와 타인과의 관계 및 세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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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신념과 기대를 뜻한다. 이와 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모델은 한번 형성되

면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렇게 성립된 애착은 아동의 인지적인 표상에 

영향을 준다. 즉, 불안정한 수행모델을 가진 아동은 상대방의 부정적인 부분만을 

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Herzberg, Burge, Daley, Davila & Lindberg, 1999).

2) 청소년기 애착

청소년기는 급속한 성장발달로 인해 영아기에 이어 제 2의 성장급등기라고도 

불리며, 특히 성적 성숙이 가속화되고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

가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사회적 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이라 유아기 때

의 애착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인다. 과거에 발달심리학자들은 청소년기에 있

어 애착보다는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였으나, 최근의 발달심리학자들

은 애착이 청년기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였고

(Allen, Hauser, & Borman-Spurrell, 1996; Galen & Luthar, 2000; Kobak, 1999), 부모

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청년후기의 발달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 의해 보고되었다(Armsden & Greenberg, 1987; Lapsley, Rice, &

FitzGerald, 1990; Bradford & Lyddon, 1993; Palladino & Blustein, 1994; Rice &

Whaley, 1994; Kenny & Rice, 1995; Rice, FitzGerald, Whaley, & Gibbs, 1995;). 또

한 애착의 전 생애 발달 이론에 따르면 애착관계가 아동기 이후에도 지속되며,

많은 선행연구들이 청소년기 발달과 적응에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매우 중요하

다고 강조하고 있다(Greenberg, Siegel & Leitch, 1983).

3) 부모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었다. 보통 

부모, 또래, 지도자 애착으로 구분 하는데 청소년기에 있어서 부모의 애착 못지않

게 또래 애착도 청소년기에 중요하다고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어왔다

(Armsden and Greenberg, 1987; Batgos and Leadbetter, 1944; Goosens et al., 1998).

Greenberg(1983)와 그의 동료들은(Siegel & Leitch) 청소년기에서 부모애착과 또래애

착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하였고 그 결과 부모애착과 또래애착 모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연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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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고, Armsden(1990)의 연구에서는 우울집단에서 애착이 더 낮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또래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Cotterell,

1992)가 있었다. Raja(1992)의 연구에서는 부모애착이 또래애착보다 심리적 건강

을 예측하는데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연구된 바 있으며, Wilkinson과 

Walford(2001)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건강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것에서 부모 애착

의 효과를 제외하면 또래 애착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었다.

Laible(2000)의 연구에서는 또래 애착이 심리적 건강을 예측하는데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 Paterson(1995)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 애착은 자아존

중감과 상관이 있지만 또래애착은 자아존중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도 하였고,

Noom(1999)은 부모애착이 자아존중감에 있어서 또래애착보다 더욱 큰 상관이 있

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정서적 심리적 적응에 대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의 효과 차이에 관

한 연구결과, 많은 연구에서 부모 애착이 청소년기의 전반적인 적응과 관련하여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Greenberg, Siegel, & Leitch, 1983; Gullone &

Robinson, 2005). 따라서 또래애착보다는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심

리적 건강에 더욱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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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구분 인원 백분율

성별
남 403 68.2
여 188 31.8

지역

서울 132 22.3
강원 189 32.0
경남 125 21.2
광주 145 24.5

학교급
중학교 190 32.1

고등학교 401 67.9

입상경력
없음 92 15.6

시도대회 157 26.6
전국대회이상 341 57.8

종목유형

기록도전 257 44.1
표적도전 43 734
투기도전 233 40.0
동작도전 38 6.5
네트경쟁 12 2.1

표 1. 연구대상자의 집단별 인원비율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 운동선수가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애착, 그리고 자아

존중감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고, 집단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모형의 안정성을 검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표집을 위해 층화표본추출법(stratified sampling

method)을 실시하여 서울⦁강원⦁경남⦁광주 지역의 체육중고등학교 7곳에 재학

중인 운동선수 64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중 응답내용이 편중되거

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인해 연구 분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54부를 제외한 

591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탐색적 요인분석 295명, 확인적 

요인분석 296명으로 무선반분할당),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자의 일

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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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김연중(2009)이 개발한 한국 청소년 자아존중감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전문가 회의를 통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40문항이며 

운동자아 8문항, 외모자아 8문항, 사회자아 8문항, 성격자아 8문항, 도덕자아 8문

항, 긍정적인 진술 30문항과 부정적인 진술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에 대

한 점수는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수정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

를 검사한 결과 최저 .737에서 최고 .85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스포츠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과 연구원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문항(자아11, 자아26, 자아28), 문항반응비율이 50%가 넘는 문항(자아20,

자아22) 등 총 5 문항을 삭제하였다. 총 591부의 설문지 중 295부의 설문지를 바탕

으로 35문항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EFA 3.04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LM: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고, 요인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각회전

(Oblique Rotation)방식 중 Target Rotation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요인계수의 크

기가 .30이상일 때 측정변수와 요인의 관련성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고 하여(탁진국, 2011), 본 연구에서는 .30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차 탐

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30보다 낮은 운동적 자아 요인 

4문항(자아5, 자아6, 자아7, 자아8), 외모적 자아 요인 2문항(자아13, 자아14), 사회

적 자아 요인 1문항(자아17), 성격적 자아 요인 2문항(자아25, 자아29), 도덕적 자아 

요인 4문항(자아33, 자아35, 자아36, 자아37)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운동적 자아 

4문항, 외모적 자아 5문항, 사회적 자아 5문항, 성격적 자아 4문항, 도덕적 자아 4

문항 등 총 5요인 22문항으로 확정지었으며,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가 243.989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RMSEA 값은 .054로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

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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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외모 사회 성격 도덕 α

자아1 .72 .05 -.09 -.02 .02

.826
자아2 .77 .03 -.04 -.08 .01

자아3 .77 -.06 -.01 .12 .01

자아4 .71 .03 .14 .04 -.03

자아9 -.12 .76 .01 .09 -.01

.737

자아10 .17 .44 .11 -.10 .04

자아12 .01 .46 .02 -.20 -.06

자아15 .04 .76 -.03 -.08 .10

자아16 .04 .76 -.03 -.08 .10

자아18 .03 -.12 .58 -.10 -.01

.742

자아19 -.06 .00 .66 -.05 .09

자아21 -.02 .05 .46 .21 .11

자아23 .05 .04 .68 -.07 -.10

자아24 .00 .03 .64 .16 .00

자아27 .03 -.01 .02 .49 .14

.740
자아30 .08 -.07 .05 .62 .00

자아31 .00 .08 .25 .48 .00

자아32 .02 .07 -.06 .65 .09

자아34 .00 .11 .04 .23 .36

.853
자아38 -.02 .01 .00 .00 .85

자아39 .04 -.04 .01 -.04 .94

자아40 -.01 .01 .00 -.02 .83

표 2. 자아존중감 척도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이상과 같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8.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총 591부의 설문지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295부를 제외한 나

머지 296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

림 2>와 같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χ2가 420.451, 자유도는 

199으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CFI는 .907, TLI는 .892, RMSEA는 .061로 

나타났다. χ2검정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모형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χ2검정의 특징으로 인해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다. Browne & Cudeck(1993)은

RMSEA 값이 .05이하는 좋은 적합도, 05-.08사이는 괜찮은 적합도, .10이하는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부적절한 적합도라고 하였으며, CFI와 TLI는 .9이상이면 적합

하다고 할 수 있다(홍세희, 2000). 본 연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FI는 .9이상

으로 나타났으나 TLI값이 .9이하로 나타났다. 하지만 TLI값이 만족할 만한 적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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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아존중감 질문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지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그 외의 적합도 지수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

타났기에 자아존중감 최종 문항을 운동적 자아 4문항, 외모적 자아 5문항, 사회적 

자아 5문항, 성격적 자아 4문항, 도덕적 자아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척도는 성창훈(2011)이 개발한 한국형 스포츠 부모지지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문항이며 정서적 지지 3문항, 건강 지지 3문항, 정보적 

지지 3문항, 물질적 지지 3문항, 행동적 지지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에 대

한 점수는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성창훈(2011)이 개발한 척도의 신

뢰도(Cronbach's a)를 검사한 결과 최저 .702에서 최고 .935로 나타났다.



- 23 -

정서 건강 정보 물질 행동 α

지지1 .60 .11 -.09 .05 .17

.807지지2 .82 -.03 .00 -.06 .04

지지3 .83 .04 .08 .00 -.03

지지5 .24 .45 .14 .15 -.17
.702

지지6 -.06 1.05 -.03 -.05 .04

지지7 .02 .03 .80 .02 -.05

.796지지8 -.13 .09 .60 -.03 .30

지지9 .06 -.06 .75 .01 -.09

지지10 .02 .01 .06 .80 .00

.935지지11 -.01 -.03 -.09 1.02 .01

지지12 -.06 .05 .05 .87 .05

지지13 -.02 -.01 .10 -.04 .71

.690지지14 .05 .14 .03 .13 .42

지지15 .20 -.07 .06 .11 .54

표 3. 사회적 지지 척도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EFA 3.04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총 591부의 설문지 중 295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탐

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LM: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고, 요인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각회전

(Oblique Rotation)방식 중 Target Rotation을 사용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30보다 낮은 건강지지 요인 1문항(지지4)을 삭

제하였다. 이에 따라 정서적지지 3문항, 건강지지 2문항, 정보적지지 3문항, 물질

적지지 3문항, 행동적지지 3문항 등 총 5요인 14문항으로 확정지었으며, 구성타

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가 26.779로 영

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RMSEA 값은 .00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상과 같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8.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총 591부의 설문지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295부를 제외한 

나머지 296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χ2가 141.954, 자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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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67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CFI는 .967, TLI는 .955, RMSEA는 .062

로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 

최종 문항을 정서적지지 3문항, 건강지지 2문항, 정보적지지 3문항, 물질적지지 3

문항, 행동적지지 3문항으로 총 5요인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3. 사회적 지지 질문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3) 애착

애착 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부, 모, 또래 애착 척도(IPPA)를 수정

한 개정본(IPPA-R)을 옥정(1997)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5

문항이며 의사소통 8문항, 신뢰감 10문항, 소외감 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

에 대한 점수는 5점 Likert 척도(1: 전혀 아니다, 5: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 애착 척도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스포츠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과 연구원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중복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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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α

애착3 .47 .18 -.03

.851

애착4 .64 .13 -.09

애착5 .85 -.23 .01

애착6 .69 .11 -.05

애착7 .67 .12 -.02

애착8 .53 .19 -.02

애착10 .10 .62 -.04

.737애착12 .22 .52 .02

애착18 .10 .43 -.23

애착20 -.41 .17 .48

.673애착23 .16 .03 1.10

애착24 .02 -.21 .59

표 4. 부모 애착 척도 최종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나, 적합하지 않은 7 문항(애착1, 애착13, 애착14, 애착15, 애착16, 애착17, 애착19)

과 문항반응비율이 50%가 넘는 2 문항(애착9, 애착11) 총 9 문항을 삭제하였다.

16문항을 바탕으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EFA 3.04 프로그램을 사용하

였으며, 총 591부의 설문지 중 295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MLM: 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사용하였

고, 요인간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각회전(Oblique Rotation)방식 

중 Target Rotation을 사용하였다. 1차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이 .30보다 낮은 의사소통 요인 1문항(애착2), 소외감 요인 3문항(애착21,

애착22, 애착25)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의사소통 6문항, 신뢰감 3문항, 소외감 

3문항 등 총 3요인 12문항으로 확정지었으며,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가 94.843으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RMSEA 값은 .080으로 모형의 적합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이상과 같은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AMOS 18.0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총 591부의 설문지 중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된 295부를 제외한 

나머지 296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χ2가 140.374, 자유도

는 51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만(p=.000), CFI는 .938, TLI는 .919, RMSEA는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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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 애착 최

종 문항을 의사소통 6문항, 신뢰감 3문항, 소외감 3문항으로 총 3요인 12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그림 4. 애착 질문지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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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IRB)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

으며, 청소년 운동선수 100인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내용과 용어에 대한 이

해도를 확인한 뒤 설문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본 조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조

사는 2013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체육중학교 3곳과 체육고등학교 4곳을 대상

으로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전 조사 대상 학교의 담당 지도 교사

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 의뢰를 부탁하여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조사 일정을 상의하였다. 방문조사 시에는 연구자가 직접 학

교에 방문하여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해 설명한 다음 부모확인 동의서를 받아

온 학생들에 한에서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조사방법은 설문 내용에 대하

여 응답자 자신이 설문지를 작성하는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완성된 설문지를 회수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설문지의 응답이 완성된 자료를 회수하여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

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코딩 지침에 따

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전산처리 하였다. PASW Statistics 19.0, CEFATool

3.04,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처리 하였다.

1) 수집된 자료의 전반적 특성(평균, 표준편차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인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사용한 척도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고, 신뢰도 분석을 위해 내적합치도 분석(Cronbach' a)을 실시하였다.

4) 변인 간 영향관계,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고 집단에 따른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5) 본 연구에서 통계적 유의 수준은 α = .05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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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윤리적 검증

본 연구에서는 윤리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모집에서부터 연구진

행과정, 연구방법 등에 대해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로부터 검토 후 승인을 받았다(IRB No.

1305/001-018). 이후 연구참여자들과 보호자에게 IRB의 승인 내용과 연구참여자 

동의서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SNUIRB에서 제시한 연구윤리 준수 규

정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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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아존중감

운동적(4) 2.80 .76 1.00 5.00

외모적(5) 2.93 .68 1.00 5.00

사회적(5) 3.60 .61 1.40 5.00

성격적(4) 3.25 .61 1.25 5.00

도덕적(4) 3.64 .68 1.25 5.00

사회적 

지지

정서적(3) 4.06 .62 2.00 5.00

건강적(2) 3.85 .86 1.00 5.00

정보적(3) 3.45 .85 1.00 5.00

물질적(3) 3.96 .82 1.00 5.00

행동적(3) 2.90 .86 4.00 5.00

애착

의사소통(6) 3.62 .68 1.50 5.00

신뢰감(3) 4.01 .66 2.00 5.00

소외감(3) 2.04 .72 1.00 4.67

표 5.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애착의 기술통계량 (n=591)

Ⅳ. 결과

본 연구는 청소년 운동선수가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애착, 그리고 자아

존중감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고, 집단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모형의 안정성을 검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

본 연구에서 분석할 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다. 자아존중감 5요인, 사회적 지지 5요인, 그리고 애착 3요인에 대

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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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애착의 기술

통계량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자아존중감은 5개의 하위요

인중 도덕적 자아(M=3.64, SD=.68)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자아

(M=3.60, SD=.61), 성격적 자아(M=3.25, SD=.61), 외모적 자아(M=2.93, SD=.68), 운

동적 자아(M=2.80, SD=.76)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5개

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지지(M=4.06, SD=.62)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

질적지지(M=3.96, SD=.82), 건강적지지(M=3.85, SD=.86), 정보적지지(M=3.45,

SD=.85), 행동적지지(M=2.90, SD=.86)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애

착은 3개의 하위요인 중 신뢰감(M=4.01, SD=.6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M=3.62, SD=.68), 소외감(M=2.04, SD=.72)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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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2. 연구모형 검증

<연구문제 1>에 제시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 18.0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 추출 방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

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관찰변수의 상관계수가 원자료(raw data)이므로 

자아존중감 5요인, 사회적 지지 5요인, 애착 3요인으로 구성된 관찰변수 간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관찰변수들 간 상관관계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애착, 그리고 애착과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1)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존중감의 영향관계

(1)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Estimate)는 .41(p=.000)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중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는 .171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을 17.1%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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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그림 7. 사회적 지지와 애착의 관계 

(2)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52(p=.000)로 나타나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중상관치가 

.270으로 나타나 애착은 자아존중감을 27%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사회적 지지가 애착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가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사회적 지지와 애착의 관계를 보면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75(p=.000)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가 애착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중상관치가 

.565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는 애착을 56.5%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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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검증

선행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가 애착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애착의 형성이 양적인 것과 질적인 

측면 모두가 고려되어야(Wallin, 2007) 하므로 양적인 측면은 사회적 지지와 연관

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연구문제 1>에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

아진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높은 쪽이 자아존중감 형성과 발달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숙, 1995; 김세원, 2003; Coopersmith,

1967; Felner, Ginter, & Primavera, 1982). 그리고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

펴본 연구에서 애착이 높을수록 자녀가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받게 되고 청소

년의 자아발달과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동선, 정철

영, 2003; Armsden & Greenberg, 1987; Bradford & Lyddon, 1993; Greenberg et al.,

1983; Kenny & Rice, 1995; Lapsley et al., 1990; Rice et al., 1995; Rice & Whaley,

1994; Schultheiss & Blustein, 1994).

이러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의 결과 및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설정한 연

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591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림 8>은 연구모형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대우

도법을 사용하여 요인부하량을 추정한 결과 χ2값이 242.525, 자유도 62로 영가설

은 기각되었지만(p=.000), CFI=.920, TLI=.899, RMSEA=.071, RMR=.029로 모형의 

적합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와 애착의 경로계수는 

.75(p=.000), 애착과 자아존중감 간 경로계수는 .46(p=.000)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간 경로계수는 .07(p=.552)로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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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χ2 p CFI TLI RMSEA RMR

연구모형 242.979 62 .923 .903 .070 .028

매개모형 244.156 63 1.176 .278 .922 .904 .070 .029

표 6. 연구모형과 매개모형 적합도                                       (n=591)

그림 8. 연구모형의 요인관계 구조 

3) 매개모형 검증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애착이 매개하고 있는지를 검증하

기 위하여 연구모형과 매개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각 경로에 아무

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적 지지의 직접 경로를 ‘0’으로 제약한 매개모형의 적합도는 <표 6>과 같다.

p<.05*, p<.01**, p<.001***

연구모형과 매개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매개모형과 연구모형 간 χ2

값의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χ2=1.176, ⊿df=1, p=.278) 이 차이가 유

의하지 않다고 나왔으므로, 애착이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매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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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직접(β) 간접(β) 총효과

사회적 지지→애착 .749* .000 .749*

사회적 지지→자아존중감 .101 .320** .421*

애착→자아존중감 .428* .000 .428*

표 7. 연구모형의 직접, 간접, 총효과

는 것을 알 수 있다(Zhao, Lynch & Chen, 2010). 이에 따라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 방법을 통한 간접효과 분석을 90%신뢰구간에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표 7>과 같이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β=.320,

p=.007로 유의수준(α=.001)에서 애착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05*, p<.01**, p<.001***

3. 집단에 따른 연구모형의 안정성 검증

연구모형에 대해 통계적 검증을 한 결과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아

지며 이것이 자아존중감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성별(남

성, 여성), 지역(서울, 지방), 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입상경력(없음, 시⦁도대회,

전국⦁세계대회) 등의 집단에 따른 구성요인 간 평균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집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Simpson의 역설을 비롯한 상관에

서 나타나는 집합의 오류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김청택, 이소영, 2001).

Simpson의 역설이란, A와 B집단에서 각각 a라는 관련성이 있다고 나타났지만, 실

제 A와 B집단을 합쳐서 분석하였을 때에는 a라는 관련성이 나오지 않고 b라는 

새로운 관련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Simpson, 1951). 상관에서 나타나는 집합

의 오류는, 집단들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을 구분하지 않

은 채 분석을 하였을 경우 각 집단이 본래 가지고 있던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사

라지거나 또는 반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기도 하는 현상을 말한다(Nunnally &

Bernstein,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남성, 여성), 지역(서울, 지방), 학교(중

학교, 고등학교), 입상경력(없음, 시⦁도대회, 전국⦁세계대회) 등의 집단에 따른 차

이를 고려한 연구모형의 측정 단위 동일성 검증(metric invariance)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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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형 χ2 df ⊿χ2 p CFI TLI RMSEA

성별
형태 동일성 모형 346.504 124 .907 .882 .055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361.811 134 15.308 .121 .904 .889 .054

표 8. 성별에 따른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1) 배경변인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검증

(1) 성별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검증

분석하기에 앞서 상관관계를 먼저 살피기 위해 관찰변수들 간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 2>와 <부록 3>에 제시되어 있고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측정도구가 성별에 따른 집단에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척도의 측정 동일성 검증을 한 결과 집단 간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형태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χ2=346.504, df=124, p<.001로 영가설은 기각되었지

만 CFI=.907, TLI=.882, RMSEA=.055로 비교적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인들이 잠재변수로부터 받는 영향을 동일한 것으로 제약한 측정 동일성 제약

모형의 적합도는 χ2=361.811, df=134, p<.001, CFI=.904, TLI=.889, RMSEA=.054로 

나타났으며,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표 

8>과 같이 ⊿χ2=15.308, ⊿df=10, p=.121로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모형

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존중

감의 구조관계가 성별 간 측정 동일성이 검증된 것을 확인하였다.

p<.05*, p<.01**, p<.001***

(2) 지역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검증

분석하기에 앞서 상관관계를 먼저 살피기 위해 관찰변수들 간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 4>, <부록 5>에 제시되어 있고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측정도구가 지역에 따른 집단에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척도의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형태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는 χ

2=302.282, df=124, p<.001, CFI=.920, TLI=.899, RMSEA=.049로 검증되었다. 요인들

이 잠재변수로부터 받는 영향을 동일한 것으로 제약한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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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형 χ2 df ⊿χ2 p CFI TLI RMSEA

지역
형태 동일성 모형 302.282 124 .920 .899 .049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315.269 134 12.986 .224 .919 .905 .048

표 9. 지역에 따른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집단 모형 χ2 df ⊿χ2 p CFI TLI RMSEA

학교
형태 동일성 모형 282.561 124 .932 .915 .047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295.361 134 12.799 .235 .931 .920 .045

표 10. 학교급에 따른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적합도는 χ2=315.269, df=134, p<.001, CFI=.919, TLI=.905, RMSEA=.045로 나타났

으며, 형태 동일성 모형과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표 9>와 같이 ⊿χ2=12.986,

⊿df=10, p=.224로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써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p<.05*, p<.01**, p<.001***

(3) 학교급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검증

분석하기에 앞서 상관관계를 먼저 살피기 위해 관찰변수들 간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 6>와 <부록 7>에 제시되어 있고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측정도구가 학교급에 따른 집단에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

기 위하여 척도의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형태 동일성 모형의 적합도

는 χ2=282.561, df=124, p<.001, CFI=.932, TLI=.915, RMSEA=.047로 검증되었다. 요

인들이 잠재변수로부터 받는 영향을 동일한 것으로 제약한 측정 동일성 제약모

형의 적합도는 χ2=295.361, df=134, p<.001, CFI=.931, TLI=.920, RMSEA=.045로 나

타났으며, 형태 동일성 모형과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표 10>과 같이 ⊿χ

2=12.799, ⊿df=10, p=.235로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써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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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모형 χ2 df ⊿χ2 p CFI TLI RMSEA

입상
형태 동일성 모형 398.499 186 .910 .886 .044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417.715 206 20.814 .752 .910 .898 .042

표 11. 입상경력에 따른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

(4) 입상경력에 따른 측정 동일성 검증

분석하기에 앞서 상관관계를 먼저 살피기 위해 관찰변수들 간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 8>, <부록 9>, <부록 10>에 제시되어 있고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측정도구가 입상경력에 따른 집단에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

보기 위하여 척도의 측정 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형태 동일성 모형의 적합

도는 χ2=398.499, df=186, p<.001, CFI=.910, TLI=.886, RMSEA=.044로 검증되었다.

요인들이 잠재변수로부터 받는 영향을 동일한 것으로 제약한 측정 동일성 제약

모형의 적합도는 χ2=417.715, df=206, p<.001, CFI=.910, TLI=.898, RMSEA=.042로 

나타났으며, 형태 동일성 모형과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표 11>과 같이 ⊿χ

2=20.814, ⊿df=20, p=.752로 형태 동일성 모형과 측정 동일성 제약모형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로써 측정 동일성이 검증되었다.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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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운동선수가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

존중감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고, 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논

의에서는 이러한 목적에 따른 연구 결과가 지니는 의미를 고찰해보고 그 의의를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먼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존중감의 경향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각 변인의 기초통계량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과치는 여

러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참고자료로 

쓰여야 될 것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기초통계량을 분석한 결과, 정서적 지지

(M=4.06)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체육중고

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환경적 특성상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기숙사 생활로 인해 

부모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건강, 정보, 물질적 지지는 체

육중고등학교에서 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임을 고려하여, 부모들이 주는 지

지적인 측면에서는 물질적인 것들 보다 정서적인 측면의 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

한 것으로 사료된다. 애착에서는 신뢰감(M=4.01)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서 말한 환경적 특성에 의해 부모를 자주 접

할 수는 없어, 의사소통보다는 원래 부모에게 가지고 있던 신뢰감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에서는 도덕적 자아(M=3.64)가 가

장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적 자아(M=2.80)가 가장 낮은 경

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운동적 자아 같은 경우 자신들이 전

문으로 하는 분야이며 그 실력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 비교가 가능하며 목표치 

또한 높아 낮게 나올 수가 있지만, 도덕적 자아와 같이 남에게 보이지 않고 객관

화 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중심적 편향에 의해 이기적 혹은 자기중심

적 생각을 하는 경향(Banaji & Prentice, 1994; Wood & Taylor, 1991)이 있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사회적 지지가 애착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구조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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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에 따라 모

형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성별, 학교급, 지역, 입상경력에 따른 측정 동일

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존중감 

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회적 지지는 정서지지, 건강지지, 정보지지, 물질지

지, 행동지지 등 5개 요인, 애착은 의사소통, 신뢰감, 소외감 등 3개 요인, 자아존

중감은 운동자아, 외모자아, 성격자아, 사회자아, 도덕자아 등 5개 요인으로 구분

하여 사회적 지지가 애착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

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운동선수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큰 영향을 준다는 변수임을 밝

힌 일반 심리학의 선행 연구들(김명숙, 1995; 김세원, 2003; Coopersmith, 1967;

Felner, Ginter & Primavera, 1982)과 일치하여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운동

선수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

다.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운동선수들의 성장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 청소년기 운동선수들의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연구는 사실상 전

무하다. 일반 심리학 분야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

한 선행연구에 대해 고찰한 결과,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부모

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

소년기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을 탐색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부모의 애착이 청소년 운동선수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애착은 자아존중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부모의 애착

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준다는 변수임을 밝힌 일반 심리학의 선행 

연구들(최동선, 정철영, 2003; Armsden & Greenberg, 1987; Bradford & Lyddon,

1993; Greenberg et al., 1983; Kenny & Rice, 1995; Lapsley et al., 1990; Rice et al.,

1995; Rice & Whaley, 1994; Schultheiss & Blustein, 1994)과 일치하여 부모의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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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이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부분적으

로 지지해 주고 있다.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애착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매

우 부족한 실정이며, 일반 심리학 분야에서 부모의 애착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해 고찰한 결과,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부모의 애착과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

소년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

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영향에 대해 단편적인 비교를 

통하여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보다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일방향적이고 양적인 측면인 사회적 지지 보다는 상대방

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알아차리고 양방향적으로 양과 질 모두를 고려한 애착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한 선행연구와 일치하며(Marrone, 1988), 청소년 운동선수

들에게도 부모의 사회적 지지보다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인해 일반적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사회적 지

지만을 주로 다룬 국내 스포츠 학계에서도 애착이라는 변인에 대해 활발한 연구

가 이루어 져야 함을 시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회적 지지는 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량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회

적 지지와 애착 간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유아기 애착경험이 있는 자녀가 

같은 사회적 지지를 받아도 이를 더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Herzberg et al., 1999;

Larose, 1993)만 있을 뿐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인과관계적인 측면에

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애착이란 접근 가능성(양적)과 감정적인 반응성(질

적)까지 나타나는 것이므로(Wallin, 2007) 애착이 형성되려면 양적인 지지적인 측면

도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탐색하였다는데 연구적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속에서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

타났지만, 실제 부모-자식 관계에서 일방향적인 사회적 지지 만으로 자아존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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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중간 경로에 작용하는 다른 심리적 변인이 존재할 것이라 

예측하여, <연구문제 1>에서 밝힌 것처럼 사회적 지지에 의해 영향을 받고 부모

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어온 애착

을 중간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애착이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

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부모애착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지지가 높아지면 애착이 높

아지고 이것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모 선수 관계에서 선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회적 지지만을 고려한 연

구가 대부분 이였으며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였으나, 실제는 사회적 지지가 애착에 영향을 주어서 애착이 자아존중감을 높이

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기에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집단

에 따라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존중감의 구조관계가 동일한지 모형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집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연구모형의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안정성이 모두 검증되었으며, 집단에 따른 평균차를 

고려하여도 잠재변인에 대한 요인적재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로 인해 본 연구모형이 여러 집단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검증

되어 모형의 안정성까지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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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운동선수가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존중감 

의 구조관계를 검증하고, 집단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강원, 경남, 광주 지역의 청소년 운동선수 591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애착,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 애착, 자아존중감의 측정도구

는 질문내용과 용어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그리고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사용된 측정도구는 사회적 지지 총 

5요인 14문항, 애착 총 3요인 12문항, 자아존중감 총 5요인 22문항이다. 이를 바

탕으로 본 조사에서 얻은 591명의 자료를 PASW Statistics 19.0과 AMOS 18.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 목적에 따라 빈도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과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

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존중감의 경향성을 살펴

본 결과 사회적 지지에서는 정서적지지, 애착에서는 신뢰감, 자아존중감에서는 

도덕적 자아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본 결과, 사회적 지

지는 애착과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착은 자

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지지보다는 애착이 

자아존중감에 더욱 큰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존중감의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모형의 적합

도가 만족할 만한 수준을 보여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 운동선수들의 자아

존중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애착을 통해 자아존중감에 간

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지지와 애착, 자아존중감의 구조관계가 성별, 지역, 학교급, 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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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에 따른 집단에 대해서 측정동일성이 검증되어, 집단에 따른 평균차를 고려

하여도, 잠재변인에 대한 요인적재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본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고 후

속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591명으로 중학생 190명 고등학생 401명으로 구

성되었으며,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수가 현저히 적었으며, 종목유형에 의해 

나누어보았지만, 그 수의 차이가 너무 커 비교를 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인이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을 최

소화하고 표집단위를 확장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애착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서 단편적인 비

교를 통하여 살펴보았지만,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다른 요인들의 영

향력을 고려한 후에 알아볼 필요성이 있으며, 자아존중감 뿐만이 아니라 자아탄

력성, 자기조절능력, 자기 효능감 등과 같은 다른 심리적 변인들에 대해서도 사

회적 지지와 애착의 영향력을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떨어져서 기숙생활을 하고 있는 체육중고등학교 

선수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일반가정에서 생활하며 운동을 하고 있는 청

소년 운동선수들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애착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

교해보는 것도 흥미있는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애착 모두 부모를 통합하여 측정하였지만,

각각의 부모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선행연구에서 부, 모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는 연구결과들을 감안하여 부, 모의 지지와 애착을 따로 측정

하여 그 차이를 볼 필요성도 있다고 여겨진다.

다섯째, 본 연구는 발달과정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애

착의 긍정적인 영향만을 살펴보았는데, 성인기의 운동선수에게는 부모의 역할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지, 또한 청소년기에 부모의 지지와 애착을 잘 받은 선수들이 

성인기에 어떻게 변하는지와 같은 종단적인 연구도 이루어지면 선수에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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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선행연구 고찰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지지와 애착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와 애착의 관계에 대해 확실하게 정하기에는 어

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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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지지 .305** .421** .459** .301** 1 　 　 　 　 　 　 　 　

의사소통 .503** .336** .467** .403** .293** 1 　 　 　 　 　 　 　

신뢰감 .485** .349** .292** .405** .192** .598** 1 　 　 　 　 　 　

소외감 -.406** -.269** -.229** -.323** -.175** -.526** -.561** 1 　 　 　 　 　

운동자아 .233** .148** .114* .117* .244** .224** .156** -.163** 1 　 　 　 　

외모자아 .165** .120* .116* .154** .099* .215** .199** -.199** .329** 1 　 　 　

사회자아 .287** .176** .231** .207** .069 .270** .271** -.190** .122** .261** 1 　 　

성격자아 .255** .248** .215** .162** .118* .243** .291** -.236** .155** .312** .376** 1 　

도덕자아 .263** .176** .155** .164** .116* .295** .321** -.201** .178** .282** .342** .478** 1

부록 5. 지방지역 집단의 사회적 지지, 애착, 자아존중감 상관계수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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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지 건강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행동지지 의사소통 신뢰 소외감 운동자아 신체자아 사회자아 성격자아 도덕자아

정서지지 1 　 　 　 　 　 　 　 　 　 　 　 　

건강지지 .518** 1 　 　 　 　 　 　 　 　 　 　 　

정보지지 .472** .514** 1 　 　 　 　 　 　 　 　 　 　

물질지지 .449** .496** .502** 1 　 　 　 　 　 　 　 　 　

행동지지 .356** .469** .513** .302** 1 　 　 　 　 　 　 　 　

의사소통 .546** .392** .514** .494** .384** 1 　 　 　 　 　 　 　

신뢰감 .509** .416** .445** .439** .262** .688** 1 　 　 　 　 　 　

소외감 -.412** -.219** -.332** -.327** -.207** -.558** -.505** 1 　 　 　 　 　

운동자아 .210** .131 .111 .112 .292** .284** .164* -.088 1 　 　 　 　

외모자아 .168* .175* .202** .117 .255** .185* .166* -.100 .473** 1 　 　 　

사회자아 .245** .189** .304** .188** .128 .301** .267** -.188** .254** .311** 1 　 　

성격자아 .160* .222** .210** .112 .055 .174* .226** -.137 .287** .377** .369** 1 　

도덕자아 .160* .233** .157* .144* .108 .250** .263** -.069 .352** .432** .397** .468** 1

부록 6. 중학생 집단의 사회적 지지, 애착, 자아존중감 상관계수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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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지 건강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행동지지 의사소통 신뢰 소외감 운동자아 신체자아 사회자아 성격자아 도덕자아

정서지지 1 　 　 　 　 　 　 　 　 　 　 　 　

건강지지 .445** 1 　 　 　 　 　 　 　 　 　 　 　

정보지지 .394** .450** 1 　 　 　 　 　 　 　 　 　 　

물질지지 .410** .531** .431** 1 　 　 　 　 　 　 　 　 　

행동지지 .330** .415** .478** .410** 1 　 　 　 　 　 　 　 　

의사소통 .497** .361** .486** .443** .335** 1 　 　 　 　 　 　 　

신뢰감 .488** .355** .300** .474** .220** .618** 1 　 　 　 　 　 　

소외감 -.361** -.276** -.176** -.334** -.106* -.535** -.563** 1 　 　 　 　 　

운동자아 .185** .157** .094 .144** .239** .181** .202** -.162** 1 　 　 　 　

외모자아 .190** .139** .114* .168** .050 .257** .257** -.214** .255** 1 　 　 　

사회자아 .256** .152** .217** .239** .076 .260** .291** -.158** .128* .262** 1 　 　

성격자아 .203** .173** .138** .114* .090 .230** .241** -.246** .158** .288** .361** 1 　

도덕자아 .281** .134** .140** .179** .094 .290** .329** -.180** .158** .257** .328** .433** 1

부록 7. 고등학생 집단의 사회적 지지, 애착, 자아존중감 상관계수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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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지 건강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행동지지 의사소통 신뢰 소외감 운동자아 신체자아 사회자아 성격자아 도덕자아

정서지지 1 　 　 　 　 　 　 　 　 　 　 　 　

건강지지 .492** 1 　 　 　 　 　 　 　 　 　 　 　

정보지지 .353** .484** 1 　 　 　 　 　 　 　 　 　 　

물질지지 .329** .596** .370** 1 　 　 　 　 　 　 　 　 　

행동지지 .355** .360** .508** .309** 1 　 　 　 　 　 　 　 　

의사소통 .386** .368** .413** .445** .291** 1 　 　 　 　 　 　 　

신뢰감 .508** .293** .354** .401** .237* .682** 1 　 　 　 　 　 　

소외감 -.346** -.151 -.302** -.203 -.229* -.521** -.558** 1 　 　 　 　 　

운동자아 .211* .081 .080 .126 .212* .112 .167 -.083 1 　 　 　 　

외모자아 .205* .154 .325** .173 .353** .236* .326** -.255* .407** 1 　 　 　

사회자아 .190 .135 .189 .071 .053 .320** .194 -.240* .078 .258* 1 　 　

성격자아 .244* .182 .249* .127 .283** .357** .399** -.199 .068 .298** .156 1 　

도덕자아 .210* .093 .120 .139 .080 .299** .282** -.183 .195 .316** .155 .378** 1

부록 8. 비 입상 집단의 사회적 지지, 애착, 자아존중감 상관계수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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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지 건강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행동지지 의사소통 신뢰 소외감 운동자아 신체자아 사회자아 성격자아 도덕자아

정서지지 1 　 　 　 　 　 　 　 　 　 　 　 　

건강지지 .471** 1 　 　 　 　 　 　 　 　 　 　 　

정보지지 .427** .375** 1 　 　 　 　 　 　 　 　 　 　

물질지지 .335** .358** .505** 1 　 　 　 　 　 　 　 　 　

행동지지 .242** .427** .332** .297** 1 　 　 　 　 　 　 　 　

의사소통 .493** .282** .506** .299** .204* 1 　 　 　 　 　 　 　

신뢰감 .434** .331** .259** .341** -.004 .492** 1 　 　 　 　 　 　

소외감 -.425** -.267** -.289** -.226** -.160* -.536** -.519** 1 　 　 　 　 　

운동자아 .114 -.009 .179* .098 .181* .258** .013 -.033 1 　 　 　 　

외모자아 .146 .177* .249** .188* .125 .217** .169* -.124 .280** 1 　 　 　

사회자아 .200* .103 .203* .171* -.035 .170* .210** -.113 .198* .205** 1 　 　

성격자아 .143 .195* .220** .151 -.028 .206** .218** -.213** .198* .144 .428** 1 　

도덕자아 .246** .139 .127 .084 -.039 .305** .361** -.254** .115 .260** .384** .491** 1

부록 9. 시도대회 입상 집단의 사회적 지지, 애착, 자아존중감 상관계수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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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지 건강지지 정보지지 물질지지 행동지지 의사소통 신뢰 소외감 운동자아 신체자아 사회자아 성격자아 도덕자아

정서지지 1 　 　 　 　 　 　 　 　 　 　 　 　

건강지지 .471** 1 　 　 　 　 　 　 　 　 　 　 　

정보지지 .427** .375** 1 　 　 　 　 　 　 　 　 　 　

물질지지 .335** .358** .505** 1 　 　 　 　 　 　 　 　 　

행동지지 .242** .427** .332** .297** 1 　 　 　 　 　 　 　 　

의사소통 .493** .282** .506** .299** .204* 1 　 　 　 　 　 　 　

신뢰감 .434** .331** .259** .341** -.004 .492** 1 　 　 　 　 　 　

소외감 -.425** -.267** -.289** -.226** -.160* -.536** -.519** 1 　 　 　 　 　

운동자아 .114 -.009 .179* .098 .181* .258** .013 -.033 1 　 　 　 　

외모자아 .146 .177* .249** .188* .125 .217** .169* -.124 .280** 1 　 　 　

사회자아 .200* .103 .203* .171* -.035 .170* .210** -.113 .198* .205** 1 　 　

성격자아 .143 .195* .220** .151 -.028 .206** .218** -.213** .198* .144 .428** 1 　

도덕자아 .246** .139 .127 .084 -.039 .305** .361** -.254** .115 .260** .384** .491** 1

부록 10. 전국대회이상 입상 집단의 사회적 지지, 애착, 자아존중감 상관계수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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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사회적 지지, 애착, 자아존중감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체육중고등학교 선수가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애

착,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관해 연구하는 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
용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답변은 통계법에 의거하여 개별적으로 분석되거나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작성되어 수집된 
자료는 통합된 결과만이 분석에 사용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습니다.

더불어 본 설문에 대한 응답과 관련해 옳고 그름이 없으며, 응답자 
여러분이 느끼는 생각을 정확하게 표시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자료
가 될 수 있으니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할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대학원 스포츠심리학전공 강상욱
(010-5366-6050 / aikra@snu.ac.kr)

☞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연관 지어 해당
되는 보기에 체크를 해주시거나 내용을 기입해주십시오. 

1.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2. 지역 : ① 서울   ② 강원   ③ 경남   ④ 광주

3. 학교 : ① 체육중학교 ② 체육고등학교                 

4. 학년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5. 종목 : (                      )

6. 입상경력: ① 시대회  ② 도대회  ③ 전국대회 ④ 세계대회 ⑤ 없음

7. 부모의 월평균 소득 

① 100만원미만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500만원 ⑥ 500만원이상 ⑦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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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기 위한 청소년 자아존중감 질문지입니다.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내 운동성적에 만족한다 1 2 3 4 5

2 우리 부모님은 내 운동성적에 만족하신다. 1 2 3 4 5
3 우리 선생님은 내 운동실력을 인정하신다. 1 2 3 4 5
4 친구들은 내 운동실력을 인정한다. 1 2 3 4 5
5 나는 훈련시간에 선생님의 지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1 2 3 4 5

6 나는 훈련 과제가 힘들지 않다. 1 2 3 4 5
7 나는 특별히 좋아하는 훈련이 있다. 1 2 3 4 5
8 나는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이다. 1 2 3 4 5
9 나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졌다. 1 2 3 4 5

10 나는 내 신체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11 나는 내 키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12 나는 내 외모 중에서 고치고 싶은 곳이 많다. 1 2 3 4 5
13 나는 내 건강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14 나는 체중조절을 하고 싶다. 1 2 3 4 5
15 사람들은 나보고 잘 생겼다고 한다. 1 2 3 4 5
16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1 2 3 4 5
17 나는 부모님과 관계가 좋다. 1 2 3 4 5

18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싫다. 1 2 3 4 5
19 나는 친구들과 관계가 좋다. 1 2 3 4 5
20 나는 따돌림을 당해봤다 1 2 3 4 5
21 나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은 즐거워한다. 1 2 3 4 5

2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1 2 3 4 5
23 나는 친구사귀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24 나는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1 2 3 4 5
25 나는 내 성격에 만족한다. 1 2 3 4 5

26 나는 까다롭지 않은 사람이다. 1 2 3 4 5
27 나는 이해심이 많은 편이다. 1 2 3 4 5
28 나는 화를 잘 내는 편이다. 1 2 3 4 5
29 내 친구들은 내 성격이 좋다고 한다. 1 2 3 4 5

30 어른들은 내 성격이 좋다고 하신다. 1 2 3 4 5
31 나는 밝고 명랑한 편이다. 1 2 3 4 5
32 나는 따뜻하고 온화한 편이다. 1 2 3 4 5
33 나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때가 많다. 1 2 3 4 5

34 나는 함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35 나는 조금 더 양심 바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36 나는 내 행동에 만족한다. 1 2 3 4 5
37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1 2 3 4 5

38 나는 착한 사람이다. 1 2 3 4 5
39 나는 정직한 사람이다. 1 2 3 4 5
40 나는 예의바른 사람이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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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파악하기 위한 스포츠 부모지지 질문지입니다. 부모님

에 대한 현재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부모님은 내가 출전하는 시합에 대해 걱정해 주신다. 1 2 3 4 5

2 부모님은 내게 힘든일이 있을 때 인내하라고 해주신다. 1 2 3 4 5

3 부모님은 내게 격려를 해주신다. 1 2 3 4 5

4 부모님은 내게 음식을 챙겨주신다 1 2 3 4 5

5 부모님은 내게 몸보신을 위한 음식을 사주신다. 1 2 3 4 5

6 부모님은 내게 보약을 해주신다. 1 2 3 4 5

7 부모님은 나의 장-단점을 얘기해준다. 1 2 3 4 5

8 부모님은 내게 기술평가를 해주신다. 1 2 3 4 5

9 부모님은 내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신다. 1 2 3 4 5

10 부모님은 내게 필요한 운동복을 충분히 사주신다. 1 2 3 4 5

11 부모님은 내게 필요한 운동용품을 충분히 사주신다. 1 2 3 4 5

12 부모님은 내게 필요한 운동장비를 충분히 사주신다. 1 2 3 4 5

13 부모님은 나의 훈련을 따라 오신다. 1 2 3 4 5

14 부모님은 나의 지도자에게 전화해 주신다. 1 2 3 4 5

15 부모님은 나의 시합장에 응원 오신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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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나는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다. 1 2 3 4 5

2 부모님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 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로 기분이 안 좋을 때 내 기분을 알아차리신다. 1 2 3 4 5

4 우리 부모님은 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1 2 3 4 5

5 나는 부모님께 나의 어려움과 근심거리에 대해 말씀드린다. 1 2 3 4 5

6 부모님은 내가가진 어려움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다. 1 2 3 4 5

7 내가 가진 마음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을 때 부모님께 의지할 수 있다. 1 2 3 4 5

8 내게 고민거리가 있다는 걸 아실 때면 무슨 일인지 물어보신다. 1 2 3 4 5

9 부모님은 나의 감정을 존중해 주신다. 1 2 3 4 5

10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 본분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1 다른 분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1 2 3 4 5

12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신다. 1 2 3 4 5

13 부모님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신다. 1 2 3 4 5

14 어떤 일에 대해 상의할 때 부모님은 나의 의견을 고려해 주신다. 1 2 3 4 5

15 부모님은 나의 판단을 신뢰하신다. 1 2 3 4 5

16 부모님은 나를 이해해 주신다. 1 2 3 4 5

17 부모님은 내가 화가 났을 때 이해해 주시려고 노력하신다. 1 2 3 4 5

18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신뢰한다. 1 2 3 4 5

19 부모님과 문제를 상의할 때 내가 수치스럽고 바보 같다고 생각된다. 1 2 3 4 5

20 나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1 2 3 4 5

21 나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상해 한다. 1 2 3 4 5

22 부모님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문제로 부모님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 1 2 3 4 5

23 나는 부모님에게 분노를 느낀다. 1 2 3 4 5

24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별 관심을 받지 못한다. 1 2 3 4 5

4 532125 우리 부모님은 내가 요즘 어떤 일을 겪는지 이해하지 못하신다.

☞ 다음은 부모의 애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부,모 애착 질문지(IPPA-R)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현재 여러분의 느낌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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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parental social support, attachment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 
athletes to provide a basic report concerning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on young athletes. A total of 591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athletes completed a paper survey and validity and reliability test were 
conducted.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on social support, attachment, and 
self-esteem, all sub factor except alienation (negative) of attachment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of each factor. The results revealed that 
attachment has a greater influence than social support on self-esteem. In research 
models, parental social support was positively and directly related to parental 
attachment, but positively and indirectly influenced self-esteem, which was 
mediated through attachment. Measurement invariance was verified across gender, 
region, school, and award-winning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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