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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111...연연연구구구의의의 필필필요요요성성성

현대인들은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과 복잡한 사회제도로 말미암아 물질적 풍
요를 누리고는 있으나 정신적 빈곤과 가치관의 혼란 등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이겨 낼 수 있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하고,질병과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는 대체로 중년기에 겪는 현상쯤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요

즈음은 연령에 관계없이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게까지 지속되는 삶의 일부라
고 보는 관점이 보편화되고 있다(박유정,1993).
더구나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

하게 된다.특히 청소년들은 성적,진로문제,집단따돌림,폭력 등으로 스트레스
를 받고 있으며,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이 자살 충동을 경험하고 있으며,음주,
흡연,마약복용 등으로 정신 건강이 위험수위에 있다(이경희,1995).
청소년기는 심신의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차만별의 사람들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밑거름이 되
는 의식들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다.운동부족과 입시로 인한 성장기 청소년
들의 사회적 분위기는 정신적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가져와 건강상의 문제로 연
결되어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 시기엔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굳
어 있기가 쉽고,생활 속에서 습관처럼 생긴 경직성은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Lazarus&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개인 신

체적ㆍ심리적 안정이 좌우 되며,심지어는 사회적 안정과도 관련된다고 주장하
였으며,스트레스의 내력과 정신 건강과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과거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는 가족 및 친지,교사나 교우들의 도움으로 어

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별 문제 없이 극복할 수 있었다.그러나 요즈음은 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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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제도,높은 이혼율,경쟁적인 학교분위기,교사 또는 부모와의 대화단절 등으
로 스트레스 유발요인은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와 체력의 유지,향상은 물론 정

신적으로 심각한 병리현상과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수단
으로 건전한 스포츠 활동 참가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건전한 스포츠 활동
참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을 활기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특히 미
래의 중심이 되어야 할 청소년에게 그들의 청소년기를 인정해 주고,생활의 폭
을 넓혀 주며,활동경험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보다 나은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스포츠와 같은 활동을 보장해 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의 중
심과제라 할 수 있다.이는 입시를 끝낸 후가 아닌 청소년기에 필히 이루어져
건전하고 강건한 신체와 의식을 갖춘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이주경,
2004).
신체적ㆍ정서적 발달이 가장 왕성한 중ㆍ고등학교시기에 있어서 스포츠 활동

은 학업 부담의 해소,운동부족의 보충,교우관계의 개선,교육기회의 지속적
제공,창의성 제고,심적 갈등의 해소 및 정서적 안정 등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청소년은 스포츠 활동 참가를 통하여 허용 가능한 행위와 금지된 행위를 학

습하게 된다.따라서 스포츠는 부모나 교사가 가르쳐 주지 않는 사회ㆍ경제 체
계에서의 생활 요령을 획득하게 해 주는 가치가 있다.스포츠 활동에 참가함으
로써 얻어지는 경험은 단순한 운동기술 습득과 향상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에
게 사회 심리적 가치를 학습하는 기회의 제고임을 강조하고 있다(박재찬,
1999).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 참가가 청소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김선관,1998;남선민,1998;박
정현,1999;김찬규,2001;이태헌,2002;이홍구,2003;염두승,2003).
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이 그 가치와 기능이 논의 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 현장에는 이러한 활동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특히,방과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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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스포츠 활동은 학력 위주의 입시교육과 소비 향락적 여가
문화가 가져오는 병폐를 치유하고,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 청소년
상을 구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와 관련된 스트레스 연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연

구되고 있다.그 첫째는,운동선수의 스트레스와 경기력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
며,둘째는 스포츠 참여에 따른 일반인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김봉호,1992;심성섭,1993).스트레스 연구는 대부분 정신의학적인 관심과 임
상 심리학 및 상담 심리학적 관점에서 일반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으며 에어로빅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서인수,1984),
교원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생활체육의 역할에 관한 연구(박태원,1996),운
동 참여와 자긍심이 스트레스 대처 방안에 미치는 영향(박현균,1997)등의 연
구들이었고,중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가와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성인들이 그들 생활에서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종류의 신체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청
소년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벗어나거나 생활의 활력을
찾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신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시기인 중학생의 스포츠 활

동 참가가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 중학생의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함은 물
론 중학생 선도 및 스포츠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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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본 연구는 중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가가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보는데 있다.스포츠 활동참가가 성별,학년별에 따른 차이와 스포츠 활
동참가 실태에 따른 차이,스포츠 활동참가 정도와 스트레스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청소년의 건강문제 및 스포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333...연연연구구구문문문제제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가가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조사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1)성별,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정도의 차이를 알아본다.

2)스포츠 활동 참가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를 알아본다.

3)스포츠 활동 참가 정도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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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이이이론론론적적적 배배배경경경

111...청청청소소소년년년의의의 개개개념념념 및및및 특특특성성성

청소년은 시대와 사회 그리고 학자의 관점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기 때
문에 그 개념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다.청소년(adolescence)이라는 용어는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장’또는 ‘성숙으로의 성장’을 의미
한다.
청소년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여러 학자들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연령에 따

라 구분하거나 혹은 학문적인 취지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나누어진다.청소
년이란 일반적으로 소년기와 청소년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며,
아동 후기(12-13세)부터 청소년 중기(23-24세)에 있는 사람 또는 아동기와 성인
기 사이의 과도기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서충규,1993).
청소년이란 고교생들에게는 가정 및 사회에 대한 관심과 미래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는 시기이며 지적,정서적,신체적인 제반 특성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
숙한 상태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에 있는 자를 말한다(한상철,1998).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여서 다양한 태도,이중적인 가치,이상

과 생활방식 속에서 계속적인 충돌을 경험하며 동료집단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는 사회적 접촉의 미숙을 경험한다.사회ㆍ정치적 과도기가 그러하듯이 청소년
의 과도기에도 불안ㆍ혼란ㆍ갈등ㆍ공포가 따른다.즉 아동으로서는 지나치게
자랐고 성인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주변인이다.주변인의 입장은 사회의
책임이 없는 데서 오는 무책임한 행동을 수반하기도 한다.이 때 이들은 스트
레스와 위기를 경험한다(최충식,2006).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내적 불안정으로 동요가 심하고 정신적 보조화의 모순

이 심하여 낙관과 비관,자긍심과 무력감 등이 반복되며 또 주위로부터의 차단
과 도피의 심리 및 비타협적 태도와 반항성으로 특징지어진다고 하였다(원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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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청소년기의 특성을 일반적인 특성에 국한시켜 생리ㆍ신체적 특성과 사회 심

리ㆍ정서적 특성으로 나타낸다.청소년들의 생리ㆍ신체적 특성으로는 신체의
외형적 발달은 물론 내부적 발달,운동기능과 생식기능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들 수 있다.즉 청소년기에 이르면 신장과 체중,흉위가 급격히 늘어나고 성 의
식의 강화현상이 나타난다.신체 형태나 기능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2차 성징이 나타난다.또한 신체 각 부분의 불균형적 발달로 인해 불안정한 상
태에 놓이게 되는데,이것이 심리적 측면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 적
응 현상을 초래한다.
청소년들의 사회 심리ㆍ정서적 특성으로는 생리적 변화에 따른 자신감의 상

실과 심각한 정서 불안 현상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이러한 신체의 내
적,외적 성장은 운동 기능에 영향을 주며 이는 신경계의 발달과도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어서 행동의 여러 발달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성격발달
에도 영향을 준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부모에 대한 의존과 독립,순종과 반항,안일과 개척,

쾌활과 우울,현실 타협과 이상고수,자만과 자기 비하의 감정 사이를 왕래한
다.어떤 때는 자신감에 넘쳐 활동적이고 이기적이다가도 어떤 때는 그 반대로
의기소침하고 자기비하에 빠지기도 한다.주위의 부모나 어른들은 이 양가감정
의 일면을 보고 청소년들을 오해하고 잘못 지도하는 경우가 많다.독립을 주장
하고 반항을 일삼는 청소년들은 반대로 의존과 순종하려는 심성이 한쪽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강창혁,198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개념과 특징에 기초하여 청소년을 연령적 구

분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를 의미하며,심리적ㆍ신체적ㆍ사회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는 중학생을
지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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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스스스포포포츠츠츠 활활활동동동

1)스포츠의 개념

스포츠의 어원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최초에는 사냥에서 잡은 포획
물을 스포츠라고 불렀으며(임번장,1986),기분전환의 라틴어 Disportare에서 시
작하여 고대 프랑스어로 Desport,그 후 영국으로 건너가서 Desport가 되었고,
그 뜻은 일을 떠나 논다는 것으로 해석되었다.이와 같이 스포츠라는 말은 일
손을 놓고 즐기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은 놀이(Play)에 속한다(강
신복,1985).
오늘날의 스포츠가 확고한 기반을 다진 것은 19세기 이후부터이다.선진 외

국에서는 청소년 교육에 스포츠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특히 현대 생활에서 스포
츠는 개인의 기본적 욕구충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
적인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그 나라 스포츠의 수준은 국력의 척도
라고 할 만큼 스포츠의 종류는 다양하다(정진우,1997).
스포츠는 놀이의 형태를 보다 조직화하여 게임의 단계를 거쳐서 신체기능과

그 능력을 만들어 시행하여 발전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이에 이종길(1992)
은 스포츠는 경쟁적이고,신체 활동적이며,제도화된 규칙에 의해 통제되며,결
과는 전술과 결합된 신체기능과 기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쟁적인 인간의 표현
활동이라 하였다.
사회체육의 강령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스포츠의 의미에 대한 광의의 개

념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스포츠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 시
켜 주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신체활동의 형태를 포함한
다.따라서 에어로빅댄스,조깅,스트레칭과 같은 활동도 넓은 의미에서의 스포
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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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스포츠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을 통합해 보면,스포츠란 생존을 위
한 수단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목적으로 존재한다.그리고
스포츠는 인간의 자유로운 감정과 의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자연적인 운동이
라고 말할 수 있다.

2)스포츠 활동 참가 개념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참가’는 스포츠 활동 상황 또는 환경과 일련의 관계를
맺는 행위로서,단순한 물리적인 또는 능동적,행동적인 참가만을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 참가는 청소년의 불안과 긴장을 건전하게 해소하고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으며 스포츠 활동 참가를 통해 건강 및 체력 증진은 물론 심리적,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며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한태룡,1998).
스포츠 활동 참가는 다양한 스포츠 현상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동

으로서 참가의 방법,참가 기간,참가 장소 등에 의해 참가 형태가 상이해지며
스포츠 참가의 유형에 따라서 스포츠를 통한 역할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참가
형태를 여러 측면에서 세분화 시킬 수 있다(한태호,1999).
스포츠 활동 참가는 스포츠 현상과 관련지어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동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각 개인이 체계적이고 계획적
인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가하는 일차적 참가이고,둘째는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지만 경기장에 가서 운동경기를 직접 관람하거나 일상생활 중에
타인과 스포츠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 TV나 라디오를 시청하거나 신문을 보
는 것 등을 포함하는 간접 참가 즉,이차적 참가가 있다(김상철,2001).
스포츠 활동 참가 정도는 참가의 빈도,기간,강도를 의미하며 각 요인에 따

라 참가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참가 빈도는 특정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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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참가하고 있는 횟수를 의미한다.참가 기간은 특정 개인이 스포츠 활동에
참가한 시기의 경과 정도를 나타내며 얼마나 오랫동안 참가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참가 강도는 특정 개인이 스포츠에 일회 소요하는 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한편 참가의 빈도,기간,강도의 배합 정도는 특정 스포츠 상황에 대
한 각 개인의 개별적 관여도의 지표로 간주될 수 있다.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
일한 정도의 빈도나 기간,강도를 가지고 스포츠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스포
츠 참가의 유형 또한 달라진다.
스포츠 참가를 일상적 참가,주기적 참가,일탈적 참가,참가 중단 또는 비참

가로 구분하였다.일상적 참가는 스포츠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가하고,스포츠
활동이 개인의 생활 속에 포함된 정규적인 참가 상태를 의미한다.주기적 참가
는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탈적 참가는 오직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에 몰두하는 광적인 상태인 일차적
일탈과 단순한 기분전환을 위한 스포츠 관람의 차원을 넘어 스포츠 관람을 탐
닉하는 이차적 일탈이 있다.참가 중단이나 비 참가는 일탈적 참가의 반대개념
으로 스포츠에 참가하지 않거나 과거에 참가했더라도 기회 부족,무관심 등으
로 인하여 현재에는 스포츠 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이창
주,2001).
이철화(1995)는 스포츠 참가 유형을 참가 동기에 의한 5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건강 지향형은 스포츠 활동 참가 이유 및 목적을 개인의 건강과 체력의
유지 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에 두고 있다.둘째,자기 개발형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튼튼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고 운동의 기술을 습득하여 자아실현의 요
구 충족에 두고 있다.셋째,사교 지향형은 스포츠 활동이 새로운 사람을 사귀
거나 동료들 간의 대인관계 개선에 도움을 주는데 있다.넷째,취미ㆍ오락 지향
형은 스포츠 활동을 여가 선용,기분전환 등의 욕구 충족에 두고 있다.다섯째,
가족 지향형은 스포츠 활동 참가가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가족들과 함께 스포츠
활동을 하며 건강과 화목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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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1)스트레스의 정의

스트레스의 어원은 라틴어의 ‘stringer’에서 유래된 것으로 ’팽팽하게 죄다’.에
서 유래되어 14세기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이종목,1991).스트레스란
용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정의가 변화되고 되어 왔으며 17세기에서 있어
서는 어려움,고난,역경,또는 고생을 의미 했으나,18세기와 19세기에 있어서
는 스트레스라는 말은 힘,압력 또는 긴장을 의미하는 물리학과 공학의 용어로
쓰였으며,19세기 및 20세기 초에 이르러서는 스트레스의 개념은 의학적 의미
를 첨부시키게 되었다.즉 좋지 않은 건강상태나 정신질환의 의미가 내포되기
시작하였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더욱 가

증시키고 있다.그리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과 인식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
으며,스트레스라는 용어도 일상생활에서 매우 널리 쓰이고 있다.
학회에서도 30년간 스트레스 연구의 선구자인 Selye(1956)가 “Thestressof

Life”를 발표한 이후 병리학,생리학,정신의학 등 거의 모든 의학 분야에서 12
만개의 논문과 저서가 출판되었으며,최근 스트레스학(Stresslogy)은 학문의 한
영역으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다(한순아,1996).
스트레스가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적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한

Lazarus& Folkman(1984)은 “스트레스란 인간과 환경 사이의 작용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관계가 자신의 자원을 요구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자원의 양
을 넘어서기 때문에 자기의 행복이 위협받는다고 스스로 평가될 때 느끼는 심
리적,신체적 긴장상태”라고 정의 하였다.
특히 이들은 스트레스의 개념을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반응으로서의 스트

레스,상호역동으로서의 스트레스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오늘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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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스트레스의 개념을 확립시켰다고 볼 수 있다.
Selye(1976)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신체적 질병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서술하

고 있다.그는 실험실 내에서 동물 실험을 통해 일정한 기간 동안 다양한 스트
레스를 부과함으로써 스트레스의 효과를 실험했는데,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동
물들은 정신적인 피곤뿐만 아니라 신장,심장,그리고 근육긴장과 같은 문제들
을 야기한다고 보고했다.
스트레스란 우리가 대처하거나 견딜 수 있는 능력 밖의 갈등이나 위협을 느

끼는 상황에 대한 정서적,생리적 반응이라고 정의했다(이명주,1993).
현대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개념은 인간이 환경요건에 의한 어떤 자극을 받음

으로써 일어나는 신체의 여러 가지 반응 즉,마음에 상처를 입거나 정신적으로
위축되어진 상태를 말하며,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의 생물학적인 반응으로서
개인과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였다.
상호작용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에서 개인은 자극에 반응하는 동시에 자극에

영향을 준다는 상호결정주의로 포괄적 개념의 의미로 쓰인다.즉,개인과 환경
과의 관계를 강조하여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환경적인 요소를 중요시
한다.각 개인의 스트레스를 개인-환경을 매개하는 중요한 과정인 인지적 평가
와 대응책을 검토함으로써 이해하려고 한다(최해림,1986).
여기서 인지적 평가란,개인과 환경의 구체적인 상호역동 또는 일련의 상호

역동 과정이 어떻게 스트레스 경험이 되며,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되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그러므로 어느 정도 관점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생활
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상호작용적인 측면에서 개인에 의해
인지적으로 평가된 스트레스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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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와 스트레스
청소년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그 성격도 독

특하다고 할 수 있다.중ㆍ고등학교 학생이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유형의 범
주에는 학교문제,가족 문제,친구문제,신체적 문제가 있으며,상위 10위까지의
생활사건 중 ‘형제간의 싸움’,‘선생님에게 꾸중’,‘벌’,‘매 맞음’,‘학업 성적의
부진’,‘친구가 약속을 어김’,‘나와 부모사이의 의견 충돌’등이 공통된 부분이
었다.
특히 중학생은 가족 관계에서 고등학생은 친구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경

험하며,스트레스 강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진다고 한다(박명재,1993).
김정겸(1987)은 청소년이 가장 많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친구와의 관계,성

적,시험,자신,부모와의 관계 순서라고 하였으며,김창기(1992)는 청소년들은
사회문제,진학문제,이성문제,가정문제,용돈문제 등의 순서로 스트레스를 많
이 경험하며,남자가 여자에 비하여 진학문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였
다.결국 스트레스는 생활의 일부로서 모든 개인은 생존하는 한 스트레스에 노
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스트레스는 인간의 삶 그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부터 완전히 도피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스트레스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통하여 각자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자기 나름의 방법을 연구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인 운동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우

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함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운동
참여에 커다란 자극제가 되고 있다.많은 선행연구들이 정규적인 운동 활동 참
여자가 운동 후 기분 좋은 정서 상태를 경험하며,자긍심과 활력감이 증진되고,
다양한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켜,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에 임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다(유진,1993;최용주,1997).
따라서 청소년이 스포츠 활동 참가를 하게 되면 자신의 정서를 순화하고 인

내와 노력에 의한 성취감 등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적극적이며 활동적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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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로 바뀌게 되어 정서적 안정과 진취적 기상의 원동력이 된다.
Burke& Weir(1978)는 체력과 건강 및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스트레스는 개

인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스포츠를 통한 체력수준의 향상은 건강을
양호하게 할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그는
체력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여도 질병의 수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체력수준이 낮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질병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이는 스포츠를 통한 체력의 향상이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여
도 저항력이 커진다는 사실과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예방에 긍정적으로 작용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실제로 달리기와 같은 신체운동은 카테콜라민과
몇몇의 펩티드호르몬 분비와 같은 다양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녕,자긍심 등 정신건강의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그리고 운동을 하면 뇌 조직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뇌에
산소공급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땀에 의한 체내 염
분 배출에 도움을 주고 수면도 좋게 하므로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어 스트레스
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비록 많은 스포츠관련 문헌들이 연구 설계에 있어서 통제성 부족과 표준화된

절차의 결여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스포츠 활동 참가가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
을 낮추고 건강을 향상시킨다는 실증적인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으며,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청소년 건강의 중요성은 한층 더 중

요시되고 있으며,청소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식하고 타인에 대한 친밀감을 가지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더 나아가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으면서 스트레스
에 대한 유연성을 길러 나가야 한다.규칙적인 스포츠 활동은 정신질환을 예방
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건강을 증진시키는데도 도움을 준다(김경일,
2001).
미국의 국립 정신건강 연구소는 스포츠 활동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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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적ㆍ치료적ㆍ향상적 수단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과학적 증거에 입각하여 다
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Morgan&Goldston,1987).
① 스포츠 활동은 걱정,근심과 같은 스트레스성 감정의 해소와 관련이 있다.
② 오랜 기간의 스포츠 활동은 노이로제나 걱정,근심 등을 경감시키는데 관
련이 있다.
③ 적당한 스포츠 활동은 신경 ㆍ근육 피로나 심장 박동 수 조절,스트레스
호르몬과 같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경감시킨다.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는 일반적으로 긴장,공격성,좌절과 같은 파괴 본

능을 인정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출을 위한 수용력을 지니고 있다.청소년들이
만일 긴장이나 갈등의 감정을 무해한 방향으로 분출시키지 않는다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정서적ㆍ심리적ㆍ신체적 가해를 유발할 잠재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데 스포츠는 바로 이와 같은 극단적 감정의 희열,미움,슬픔 등과 같은 정서적
앙금을 발산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축구,농구,배구,복싱,유도
등과 같은 구기 및 투기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욕구불만이나 갈등 혹은 긴장을
발산시킴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
다.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에너지를 발산시킴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활동

욕구를 채울 수 있으며,심신의 정화를 경험할 수 있다.스포츠 활동을 통한 체
력의 강화는 신체가 외부의 자극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뜻
하므로 장기간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체력이 강화되면 스트레스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체의 질병을 극복 할 수 있는 저항력이 커지게 된다(정도
언,1990).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볼 때,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

된 학생들에게 스포츠 활동 참가를 권유하면 이들은 스포츠 활동 참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며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
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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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연연연구구구방방방법법법

111...연연연구구구대대대상상상

본 연구대상은 J시 소재 S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 ․ 녀 학생을 무작위추
출법을 통하여 860명을 선정하였으나 응답자의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시킨 후 822부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연구대상 (%)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453 55.1
여 369 44.9

학 년
1학년 277 33.7
2학년 294 35.8
3학년 251 30.5

주거 형태

아파트 490 59.6
주택 145 17.6

다세대주택 163 19.8
기타 2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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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조조조사사사도도도구구구

1)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은 27문항으로 <표 2>와 같다.
표 2.설문지의 구성 내용

(1)스포츠 활동 참가

중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가 강도를 묻는 1문항과 참가 종목을 묻는 1문항 그
리고 참가 빈도,참가 기간,불참 이유를 묻는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스트레스

본 연구에서의 스트레스 관련 설문지는 한현숙(1996)이 학생의 스트레스 분
석에서 사용한 것을 기초로 하여 박노혁(2003)의 신체활동이 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에 사용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
의 반응은 5단계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정하였다.

구분 문항 내용 문항수

개인적 특성 성,학년,주거형태 3

스포츠 활동 참가 참가강도,불참이유,참가기간,참가빈도,참가종목 5

스트레스 인간관계,자기조절,학교문제,신체행동,문제해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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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스트레스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

333...설설설문문문지지지의의의 타타타당당당도도도 및및및 신신신뢰뢰뢰도도도

구성된 설문지의 적용에 앞서 설문문항의 내용 타당성을 검정하기 위해 먼저
설문지의 내용 및 문항 적합성에 대한 예비조사와 전문가 집단의 구성타당도
검정을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factoranalysis)을 통해 요인 설명을 위한 정보손실을 최소화하면
서 요인에 대한 반응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문항을 검정하였다.그리고 설
문지의 신뢰도 검정을 위하여 Cronbach's⍺방법을 사용하였다.예비조사는 이
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정하고자 하는 하위요인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1)타당도
(1)예비조사
설문문항에 대한 예비조사는 중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탐색적 요

인분석은 이론상으로 체계화되거나 정립되지 않는 연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파
악하기 위한 탐색적인 목적을 가진 분석으로(조현철,1999)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제시한 스트레스에 대한 하위요인의 재탐색과 다중공선성
이 많으며 설명력이 부족한 문항추출을 위해 이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요인 적재치는 일반적으로 .40이상을 기준
으로 하였을 때 타당한 것인데,요인 적재치가 .40이하의 문항은 나타나지 않았

영 역 문 항 수 문 항 번 호
인간관계 3 1,2,3
자기조절 4 4,5,6,7
문제해결 3 8,9,10
학교문제 5 11,12,13,14,15
신체행동 4 16,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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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한편 추출된 문항 이외의 문항의 요인설명을 위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
하기 위하여 2차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그 결과 1차 탐색적 요인분
석보다 문항 전체 설명력과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본 조사연구에 이용할 최종
설문 문항으로 선정하였다.

(2)조사도구의 타당도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 구성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실시한 본 연구 조사 자료
에 대해 수집 자료의 적합성과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분석하였으며,
모집단의 정규분포성과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별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과 표준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값이 5964.18,p<.001
로 나타났다.표준적합도는 .91로 나타났다.김계수(2004)는 단위행렬 검정결과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요인분석을 시도할 가치가 있음을 밝혔으며,표준
적합도는 일반적으로 .50이상에서 1에 가까운 높은 값일수록 요인분석이 적합
하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이
에 본 연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그 결과
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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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스트레스요인은 5개의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인간관계요인은 .50~.80,자기조절 요인은 .52~.70,문제해결 요인은 .59~.75,학
교문제 요인은 .54~.83,신체행동 요인은 .50~.71로 나타났다.이상의 결과에서
모든 요인에 있어서 다중공선성이 .40이하의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
하위 요인들의 구성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의 신뢰도검사는 Cronbach's⍺값을 도출함으로써

검증하였다.Cronbach's⍺ 검사는 검사 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 “내적 합치도”를 구하는 신뢰도 검사 방법 중의 하나이다.본

문항 학교문제 신체행동 자기조절 문제해결 인간관계 공통성
1 .83 .70
2 .73 .61
3 .66 .55
4 .60 .51
5 .54 .41
6 .71 .57
7 .67 .60
8 .65 .47
9 .50 .45
10 .70 .58
11 .61 .53
12 .58 .55
13 .52 .42
14 .75 .63
15 .74 .64
16 .59 .51
17 .80 .68
18 .71 .62
19 .50 .47

고유치 7.01 1.98 1.43 1.37 1.29
분산(%) 26.96 7.61 5.53 5.30 4.97
누적(%) 26.96 34.57 40.11 45.41 50.38

표 4.스트레스에 관한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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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측정도구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측정도구의 신뢰도

444...연연연구구구절절절차차차

본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와 문헌적 자료를 수집하여 본 연구의 논문자료로
확보하였다.스포츠 활동 참가와 스트레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자는 조
사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배부된 설문지는 자기 평가기
입법(self-administrated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설문지를 완성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정확하고 완성된 자료를 수집하고자 설문 실시 전 소
요시간을 사전에 알려 충실히 응답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처처처리리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하여 수집된 설문지의 자료를 입력시킨 후 SPSS
Ver.12.0Window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s⍺값을 검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으며,참가정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
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다.각 분석에서의 통계적인 유의수준
은 p<.05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구 분 문항수 Cronbach's⍺

스트레스

인간관계 3 .63

.85
자기조절 4 .68
문제해결 3 .63
학교문제 5 .77
신체활동 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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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연연연구구구결결결과과과

본 연구는 중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가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으며 스포츠 활동참가가 성별,학년별에 따른 차이와 스포츠 활동참가 실
태에 따른 차이,스포츠 활동참가 정도와 스트레스 하위영역과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중중중학학학생생생의의의 스스스포포포츠츠츠 참참참여여여 실실실태태태

중학생의 스포츠 참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포츠 참가 횟수는 비 참가(351명),1회(166명),

5회 이상(127명),2회(89명),3회(72명),4회(17명)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참가 기간은 6개월 미만(115명),3년 이상(66명),6개월-1년(59명),1

년~2년(39명),2년~3년(26명)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참가 시간은 30분~1시간(119명),1시간~2시간(89명),30분(47명),2시

간~3시간(31명),3시간~4시간(8명)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를 참가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122명),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144명),스포츠 활동이 싫어서(67명),기타(38명),주위에 기구나 시설 부
족 때문에(28명),몸이 약해서(9명)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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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명) 비율(%)

참가횟수

0회 351 42.7
1회 166 20.1
2회 89 10.8
3회 72 8.8
4회 17 2.1

5회 이상 127 15.5

참가기간

비참여 517 62.9
6개월미만 115 14.0
6개월-1년 59 7.2
1년-2년 39 4.7
2년-3년 26 3.2
3년 이상 66 8.0

참가시간

비참여 517 62.9
30분 47 5.7

30분-1시간 119 14.5
1시간-2시간 89 10.8
2시간-3시간 31 3.8
3시간-4시간 8 1.0
4시간이상 11 1.3

참가하지
않는 이유

참여 305 37.1
시간이 없어서 222 27.0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144 17.5

경제적 부담 때문에 5 0.6
스포츠 활동이
싫어서

67 8.2

몸이 약해서 9 1.1
주위에 기구나 시설
부족 때문에

28 3.4
부모님이 말리기

때문에
4 0.5

기타 38 4.6

표 6.중학생의 스포츠 참여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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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스스스포포포츠츠츠 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정정정도도도

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성별에 따른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 여부
성별에 따른 규칙적인 활동여부에 대한  검증의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

다.

표 7.성별에 따른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 여부 (%)

*********p<.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규칙적 참가(78.7%),비 규칙적

참가(41.2)의 순으로 나타났고,여학생의 경우는 비 규칙적 참가(58.8%),규칙적
참가(21.3%)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기간
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기간에 대한  검증의 분석 결과는 <표 8>

과 같다.

구
분

규칙적 참가 비 규칙적 참가 계 df  p

남 240(78.7) 213(41.2) 453(55.1)
1 108.981*** .000

여 65(21.3) 304(58.8) 369(44.9)

계 305(100) 517(100) 8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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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기간 (%)

**p<.01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6개월 미만(25.2%)이 가장 많았고

여학생의 경우도 6개월 미만(12.5%)이 가장 많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
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에 대한  검증의 분석 결과는 <표 9>

와 같다.
표 9.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 (%)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강도
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강도에 대한  검증의 분석 결과는 <표 10>

구
분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2년 2～3년
3년
이상

계 df  p

남 77 53 32 20 58 240
4 17.442** .002(25.2) (17.4) (10.5) (6.6) (19.0) (78.7)

여 38 6 7 6 8 59
(12.5) (2.0) (2.3) (2.0) (12.1) (21.3)

계 115 59 39 26 66 305
(37.7) (19.4) (12.8) (8.5) (21.6) (100)

구 분 2회 3회 4회 5회 이상 df  p

남 72 47 24 97
3 .756 .860(23.6) (15.4) (7.9) (31.8)

여 21 15 6 23
(6.9) (4.9) (2.0) (7.5)

계 93 62 30 120
(30.5) (20.3) (9.9)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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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표 10.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강도 (%)

***p<.001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30분~1시간 참가자(30.5%)가 가

장 많았고 여학생의 경우도 30분~1시간 참가자(8.5%)가 가장 많아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검증의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구
분 30분 30분～1

시간
1～2
시간

2～3
시간

3～4
시간

4시간
이상 계 df  p

남 25 93 75 29 8 10 240
5 27.122*** .000(8.2) (30.5) (24.6) (9.5) (2.6) (3.3) (78.7)

여 22 26 14 2 0 1 65
(7.2) (8.5) (4.6) (0.7) (0.0) (0.3) (21.3)

계 47 119 89 31 8 11 305
(15.4) (39.0) (29.2) (10.2) (2.6) (3.6) (100)

구
분

시간이
없어서
(학원
및
공부)

스포츠
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경제
적
부담
때문
에

스포츠
활동이
싫어서

몸이
약
해서

주위에
시설
부족

부모님
이

말려서
기타 계 df  p

남
100 54 3 17 4 13 1 21 213

7 13.716 .056
(19.3) (10.4) (0.6) (3.3) (0.8) (2.5) (0.2) (4.1) (41.2)

여
122 90 2 50 5 15 3 17 304
(23.6) (17.4) (0.4) (9.7) (1.0) (2.9) (0.6) (3.3) (58.8)

계
222 144 5 67 9 28 38 38 517
(42.9) (27.8) (1.0) (13.0) (1.7) (5.4) (0.8)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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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종목
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종목에 대한  검증의 분석 결과는 <표 12>

와 같다.

표 12.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종목 (%)

***p<.001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의 경우 단체스포츠(43.3%)가 가장 많았

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개인스포츠(17.4%)가 가장 많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333...학학학년년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스스스포포포츠츠츠 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정정정도도도

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실시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학년에 따른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 여부
학년에 따른 규칙적인 활동여부에 대한  검정의 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구
분

단체
스포츠

개인
스포츠

대인
스포츠 계 df  p

남 132 85 23 240
2 46.202*** .000(43.3) (27.9) (7.5) (78.7)

여 7 53 5 65
(2.3) (17.4) (1.6) (21.3)

계 139 138 28 305
(45.6) (45.2) (9.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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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학년에 따른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 여부 (%)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 여부는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기간
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기간에 대한  검정의 분석 결과는 <표 14>

와 같다.
표 14.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기간 (%)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기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
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에 대한  검정의 분석 결과는 <표 15>

와 같다.

구 분 규칙적 참가 비규칙적 참가 계 df  p
1학년 114(37.4) 163(31.5) 277(33.7)

2 2.967 .2272학년 104(34.1) 190(36.8) 294(35.8)
3학년 87(28.5) 164(31.7) 251(30.5)
계 305(100) 517(100) 822(100)

구 분 6개월
미만 6개월～1년 1～2년 2～3년 3년

이상 계 df  p

1학년 39 25 15 11 24 114

8 2.155 .976
(12.8) (8.2) (4.9) (3.6) (7.9) (37.4)

2학년 40 19 12 9 24 104
(13.1) (6.2) (3.9) (3.0) (7.9) (34.1)

3학년 36 15 12 6 18 87
(31.3) (4.9) (3.9) (2.0) (5.9) (28.5)

계 115 59 39 26 66 305
(37.7) (19.3) (12.8) (8.5) (21.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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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 (%)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강도
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강도에 대한  검정의 분석 결과는 <표 16>

과 같다.
표 16.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강도 (%)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 df  p

1학년 33 25 10 46 114

6 9.269 .159
(10.8) (8.2) (3.3) (15.1) (37.4)

2학년 27 27 13 37 104
(8.9) (8.9) (4.3) (12.1) (34.1)

3학년 33 10 7 37 87
(10.8) (3.3) (2.3) (12.1) (28.5)

계 93 62 30 120 305
(30.5) (20.3) (9.8) (39.3) (100)

구 분 30분 30분～
1시간

1～2
시간

2～3
시간

3～4
시간

4시간
이상 계 df  p

1학년 19 47 32 10 4 2 114

10 9.436 .491

(6.2) (15.4) (10.5) (3.3) (3.3) (0.7) (37.4)

2학년 18 41 31 8 3 3 104
(5.9) (13.4) (10.2) (2.6) (1.0) (1.0) (34.1)

3학년 10 31 26 13 1 6 87
(3.3) (10.2) (8.5) (4.3) (0.3) (2.0) (28.5)

계 47 119 89 31 8 11 305
(15.4) (39.0) (29.2) (10.2) (2.6) (3.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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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검정의 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종목
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종목에 대한  검정의 분석 결과는 <표 18>과 같

다.

구
분

시간이
없어서
(학원
및
공부)

스포츠
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스포츠
활동이
싫어서

몸이
약
해서

주위에
시설
부족

부모
님이
말리
서

기타 계 df  p

1
학
년

70 46 1 27 4 7 1 7 163

14 15.073 .373

(13.5) (8.9) (0.2) (5.2) (0.8) (1.4) (0.2) (1.4) (31.5)

2
학
년

78 54 2 24 0 10 2 20 190

(15.1) (10.4) (0.4) (4.6) (0.0) (1.9) (0.4) (3.9) (36.8)
3
학
년

74 44 2 16 5 11 1 11 164

(14.3) (8.5) (0.4) (3.1) (1.0) (2.1) (0.2) (2.1) (31.7)

계
222 144 5 67 9 28 4 38 517

(42.9) (27.8) (1.0) (12.9) (1.8) (5.4) (0.8) (7.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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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종목 (%)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종목은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44...성성성별별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정정정도도도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으로 분석한 결
과는 <표 19>와 같다.
표 19.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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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문제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여학생(2.68±.82)
이 남학생(2.50±.9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행동 스트레스의 경우 여

구 분 남(n=453) 여(n=369) t pM SD M SD

스트레스

학교문제 2.50 0.94 2.68 0.82 -2.971** .003
신체행동 1.93 0.77 2.30 0.85 -6.322*** .000
자기조절 2.06 0.68 2.08 0.64 -.455 .649
문제해결 2.22 0.84 2.36 0.83 -2.444* .015
인간관계 1.87 0.73 2.03 0.66 -3.323** .001

구 분 단체스포츠 개인스포츠 대인스포츠 계 df  p
1학년 41 61 12 114

4 8.501 .075
(13.4) (20.0) (3.9) (37.4)

2학년 51 46 7 104
(16.7) (15.1) (2.3) (34.1)

3학년 47 31 9 87
(15.4) (10.2) (3.0) (28.5)

계 139 138 28 305
(45.5) (45.3) (9.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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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2.30±.85)이 남학생(1.93±.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문제해결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여학생(2.36±.83)이 남학생(2.22±.8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인간관계 스트레스 역시 여학생(2.03±.66)이 남학생(1.87±.73)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555...스스스포포포츠츠츠 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여여여부부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 정정정도도도의의의 차차차이이이

스포츠 활동 참가 여부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0>과 같다.

표 20.스포츠 활동 참가 여부와 스트레스와의 관계

***p<.001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문제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비규칙적 참가
(2.79±.87)가 규칙적 참가(2.23±.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행동 스트
레스의 경우 비규칙적 참가(2.31±.84)가 규칙적 참가(1.74±.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자기조절스트레스는 비규칙적 참가(2.23±.65)가 규칙적 참가
(1.80±.60)보다 높았으며 문제해결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비규칙적 참가(2.41±.83)
가 규칙적 참가(2.06±.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인간관계 스트
레스에서도 비규칙적 참가(2.11±.72)가 규칙적 참가(1.65±.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규칙적참가(n=305) 비규칙적참가(n=517) t pM SD M SD

스트레스

학교문제 2.23 0.81 2.79 0.87 9.175*** .000
신체행동 1.74 0.66 2.31 0.84 10.721*** .000
자기조절 1.80 0.60 2.23 0.65 9.293*** .000
문제해결 2.06 0.81 2.41 0.83 5.866*** .000
인간관계 1.65 0.57 2.11 0.72 10.024***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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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스스스포포포츠츠츠 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정정정도도도에에에 따따따른른른 스스스트트트레레레스스스의의의 차차차이이이

1)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의 결과에 따르면,학교문제,신체행동,자기조절,문제해결,인간관계
모두 참가 빈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M±SD df F Duncan

학교
문제

(A)2회(n=93)
(B)3회(n=62)
(C)4회(n=30)
(D)5회 이상(n=120)

2.18±.78
2.16±.79
2.41±.86
2.25±.84

3 .776 -

신체
행동

(A)2회(n=93)
(B)3회(n=62)
(C)4회(n=30)
(D)5회 이상(n=120)

1.67±.57
1.79±.77
1.80±.69
1.75±.66

3 .509 -

자기
조절

(A)2회(n=93)
(B)3회(n=62)
(C)4회(n=30)
(D)5회 이상(n=120)

1.85±.57
1.86±.59
1.70±.58
1.76±.63

3 .906 -

문제
해결

(A)2회(n=93)
(B)3회(n=62)
(C)4회(n=30)
(D)5회 이상(n=120)

2.06±.76
2.10±.90
2.02±.76
2.06±.82

3 .068 -

인간
관계

(A)2회(n=93)
(B)3회(n=62)
(C)4회(n=30)
(D)5회 이상(n=120)

1.70±.57
1.73±.54
1.44±.56
1.63±.59

3 1.958 -

표 21.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 33 -

2)스포츠 활동 참가기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스포츠 활동 참가기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일원분산분

석결과는 <표 22>와 같다.

*p<.05

구 분 M±SD df F Duncan

학교
문제

(A)6개월 미만(n=115)
(B)6개월-1년(n=59)
(C)1-2년(n=39)
(D)2-3년((n=26)
(E)3년 이상(n=66)

2.25±.73
2.37±.86
2.17±.79
2.07±.82
2.16±.91

4 .880 -

신체
행동

(A)6개월 미만(n=115)
(B)6개월-1년(n=59)
(C)1-2년(n=39)
(D)2-3년((n=26)
(E)3년 이상(n=66)

1.72±.62
1.91±.71
1.64±.60
1.70±.88
1.69±.60

4 1.275 -

자기
조절

(A)6개월 미만(n=115)
(B)6개월-1년(n=59)
(C)1-2년(n=39)
(D)2-3년((n=26)
(E)3년 이상(n=66)

1.80±.54
1.99±.65
1.77±.56
1.85±.69
1.62±.60

4 3.041* B>E

문제
해결

(A)6개월 미만(n=115)
(B)6개월-1년(n=59)
(C)1-2년(n=39)
(D)2-3년((n=26)
(E)3년 이상(n=66)

2.03±.73
2.23±.87
2.17±.83
2.00±.56
1.94±.79

4 1.199 -

인간
관계

(A)6개월 미만(n=115)
(B)6개월-1년(n=59)
(C)1-2년(n=39)
(D)2-3년((n=26)
(E)3년 이상(n=66)

1.74±.55
1.70±.62
1.64±.59
1.75±.71
1.46±.47

4 2.561* A >E

표 22.스포츠 활동 참가 기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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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기조절 요인(p<.05),인간관계 요인(p<.05)은
참여기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학
교문제,신체행동,문제해결 요인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가기간에 따른 자기조절 스
트레스 요인은 6개월-1년 참가자(1.99±.65)가 3년 이상 참가자(1.62±.60)보다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인간관계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6개월 미만 참가자
(1.74±.55)가 3년 이상 참가자(1.46±.47)보다 스트레스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기간이 길수록 자기조절 스트레스,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3)스포츠 활동 참가강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스포츠 활동 참가강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일원분산분석
결과는 <표 23>과 같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문제,신체행동,자기조절,문제해결,인간

관계 모두 참가강도에 따른 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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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M±SD df F Duncan

학교
문제

(A)30분(n=47)
(B)30분-1시간(n=119)
(C)1-2시간(n=89)
(D)2-3시간(n=31)
(E)3-4시간(n=8)
(F)4시간 이상(n=11)

2.18±.81
2.20±.76
2.16±.78
2.41±.93
2.12±.88
2.80±.13

5 1.576 -

신체
행동

(A)30분(n=47)
(B)30분-1시간(n=119)
(C)1-2시간(n=89)
(D)2-3시간(n=31)
(E)3-4시간(n=8)
(F)4시간 이상(n=11)

1.68±.66
1.76±.67
1.75±.61
1.70±.79
1.75±.59
1.77±.73

5 .128 -

자기
조절

(A)30분(n=47)
(B)30분-1시간(n=119)
(C)1-2시간(n=89)
(D)2-3시간(n=31)
(E)3-4시간(n=8)
(F)4시간 이상(n=11)

1.72±.51
1.86±.58
1.76±.61
1.99±.69
1.50±.55
1.80±.60

5 1.924 -

문제
해결

(A)30분(n=47)
(B)30분-1시간(n=119)
(C)1-2시간(n=89)
(D)2-3시간(n=31)
(E)3-4시간(n=8)
(F)4시간 이상(n=11)

1.93±.83
2.07±.79
2.06±.75
2.13±.86
1.79±.73
2.63±.12

5 1.567 -

인간
관계

(A)30분(n=47)
(B)30분-1시간(n=119)
(C)1-2시간(n=89)
(D)2-3시간(n=31)
(E)3-4시간(n=8)
(F)4시간 이상(n=11)

1.65±.53
1.63±.57
1.71±.61
1.68±.57
1.29±.37
1.60±.59

5 .858 -

표 23.스포츠 활동 참가 강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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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논논논의의의

중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가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근
거로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단계에 있는 중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가를 통해 건

강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지만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 활동을 등한시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이다.청소년의
경우 학업 성적이 좋지 못할 때에는 심한 좌절감과 불안감을 겪게 되고 공격성
이 축적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 참가

여부,스포츠 활동 참가강도,참가 빈도,참가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규칙적 참가가 많았으며,여학생은
비 규칙적 참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과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더 높고 스포츠 활동을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류동훈(1999)이 초등학생의 스포츠 활동참여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와
이용순(2002)이 중ㆍ고등학생의 스포츠 참여와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서 남자는 행동적 참여를 좋아하고 여자는 정의적인 영역을 선호한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 활동 종목에서는 남학생은 단체스포츠,여학생은 개인스포츠를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여부는 3학년이 1,2학년에 비해 규칙적 참가가 적

었으며,스포츠 활동 참가기간은 6개월 미만이 1,2,3학년 전체적으로 많았다.스
포츠 활동 참가 빈도는 1,2,3학년 5회 이상이 많았으며,스포츠 활동 참가강도
는 30분에서 1시간이 가장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스포츠 활동을 하
지 않는 이유는 1,2,3학년 모두 시간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스포츠
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스포츠 활동이 싫어서 순으로 나타났다.학년별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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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종목은 1학년은 개인스포츠,2,3학년은 단체스포츠에 많이 참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학년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중학생들
이 학업으로 인하여 스포츠 활동에 참가 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그동안 체육학 분야에서 스포츠 활동참가가 비 참가에 비해 사회현상이나 경

향에 있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스포츠 활동 참가 집단 내의 참가
빈도,참가기간,참가강도 등의 변인이 스포츠 활동 참가에 의해 발생되는 결과
에 대한 설명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사실은 중학생을 대상으
로 한 후속연구에서는 사회현상을 예측하고 중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가정도의
의미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참가 빈도,참가기간,참가강도를 측정하는 내용이
나 성격을 재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스트레스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

다 학교문제,신체행동,문제해결,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포츠 활동 참가여부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는 규칙적 참가자가 비 규칙
적 참가자 보다 자기조절 스트레스,문제해결 스트레스,학교문제 스트레스,신
체행동 스트레스,인간관계 스트레스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
는 신희숙(2001)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 참여와 스트레스 연구에서
정기적인 운동에 참가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준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
하고 있다.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와 스포츠 활동 참가강도에 따른 스트레스는
모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와 부분적으로
다른 이유는 본 연구가 조직적인 상황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중학
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없거나 비교육적 상황에서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스포츠 참가 기간에 따른 스트레스에서는 6개월~1년 참가자가 3년 이상 참

가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간관계 스트레스에서는 6개월 미만 참가
자가 3년 이상 참가자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결과는



- 38 -

유진(1993)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주의 분리가 운동부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서 단기적인 운동보다 장기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강화시키거나 운동
부하에 대한 내성을 기를 경우 사회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대해 내성을 증가시켜
준다고 한 결과와 일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범(1998)역시 초등학생의 신체 활동과 정신건강 및 사회ㆍ정서 발달의

관계 연구에서 스포츠 활동 참가자가 비참가자에 비해 친구와의 상호작용,학
교에서의 안정감,성취동기,호기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또한 이희창(2003)이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활
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과 양은혜(2006)의 대학생 스포츠 활동 참가가 스
트레스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결과에서 스포츠 활동 참가가 스트
레스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
여주고 있다.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은 스포츠 활동에 대한 욕구 충족뿐만 아
니라 자기 정체성 및 타인과의 갈등 처리,대인관계 형성 등 사회적으로나 심
리적으로 성숙한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가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정부,학교,여러 관련 단체에서는 청소년의 스포
츠 활동이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시설 및
공간 확충,지도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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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ⅥⅥ...결결결론론론 및및및 제제제언언언

111...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중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가가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보는데 있다.스포츠 활동참가가 성별,학년별에 따른 차이와 스포츠 활
동참가 실태에 따른 차이,스포츠 활동참가 정도와 스트레스 하위영역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청소년의 건강문제 및 스포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2007년 현재 J시 소재 S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남 ․ 녀 학생을

대상으로 무작위추출법을 통하여 822명을 선정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

으며,참가정도에 따른 스트레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분산분
석(onewayANOVA)을 실시하였다.이상과 같은 연구방법 및 절차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성별에 따른 스포츠 활동 참가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규칙적 참
가가 많았으며 스포츠 활동 종목에서는 남학생은 단체스포츠,여학생은 개인스
포츠에 많이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성별에 따른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문제,신체행동,문

제해결,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스포츠 활동 참가 여부에 따른 스트레스는 비 규칙적 참가자가 규칙적

참가자보다 학교문제,신체행동,자기조절,문제해결,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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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스포츠 활동 참가 정도에 따른 스트레스는 6개월~1년 참가자가 3년 이
상 참가자보다 자기조절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6개월 미만 참가
자가 3년 이상 참가자보다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높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22...제제제언언언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보완책 및 앞으
로의 연구과제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J시에 소재하고 있는 남� 녀 중학생을 모집단으
로 설정하였다.따라서 이에 대한 일반화의 한계가 있는바 연구대상을 전국의
중� 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하겠
다.

둘째,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가정,학교,사회 등 모
든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다.따라서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환경에서
의 변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기간,강도는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매우 미흡하였다.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스포츠 활동을 측정하는 내용이나 성
격을 더 명료하게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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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urposeofthisstudywastoinvestigatewhateffectstheparticipation
ofmiddleschoolstudentsinsportsactivitieswouldhaveonstress.Itwas
alsoaimed toprovidebasicdatafortheawarenessofadolescents'health
issuesand theactivation ofsports,by examining thedifferencesin the
participationofsportsactivitiesbygenderandschoolyear,thoseaccordance
with its actualcondit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participatinginsportsactivitiesandsubordinatedomainsofstress.
Thesubjectsofstudyincludedmaleandfemalestudentsfrom SMiddle

SchoollocatedinJCitythroughrandom samplingand822questionnaires
wereanalyzed.
CollecteddatawereanalyzedusinganSPSSVer.12.0Window Program

and weretestedthroughexploratoryfactoranalysis(EFA)and Cronbach's
value forverifying the feasibility and reliability.In addition,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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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wasconducted to find outtheactualconditionsofadolescents'
participation in sportsactivitiesand t-testand one way ANOVA were
performedtofigureoutthedifferenceinstressaccordingtothedegreeof
participation.
Throughthesaidresearchmethodsandprocedures,thefollowingresults

wereobtained.
First,withregardstothedegreeofparticipationinsportsactivitiesby

genderinmiddleschoolstudents,malestudentsparticipatedmoreregularly
thanfemalestudentsandtheformertendedtoparticipateingroupsports
andthelatterinindividualsportsintermsoftheeventsofsportsactivities.
Second,intermsofstressofmiddleschoolstudentsbygender,ithas

beenfoundthatfemalestudentshadhigherstressinschoolissues,physical
behavior, problem solving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an male
counterparts.
Third,speaking ofstressaccordancewith thepresenceofparticipating

sports activities ofmiddle schoolstudents,ithas been observed that
irregularparticipantshad higherstressinschoolissues,physicalbehavior,
self-control,problem solving and interpersonalrelationship than regular
participants.
Fourth,stress depending on the degree of middle schoolstudents'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ies did notshow significantdifferences in
participation frequency & intensity.Meanwhile,in termsofparticipation
period,the participantswith 6 monthsto a yearhad higherstressin
self-controlthanthosewithmorethan3yearsandthosewithlessthan6
monthshadhigherstressininterpersonalrelationshipthanthosewithmore
than3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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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 록록록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중학생의 중학생의 중학생의 중학생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 활동 활동 활동 활동 참가가 참가가 참가가 참가가 스트레스에 스트레스에 스트레스에 스트레스에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영향영향영향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응답의 내용은 통계법 8조에 의하여 학문

적인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개

인 신상에 대한 사항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질문 내용에서 본인의 생각과 가깝다고 느끼는 부분에 표시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응답이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리더십 발전을 위한 소

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학생 여러분의 솔직하고 솔직하고 솔직하고 솔직하고 정성스러운 정성스러운 정성스러운 정성스러운 답변 답변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전공체육교육전공체육교육전공체육교육전공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석사과정 정 정 정 정 명 명 명 명 숙숙숙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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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여러분의 개개개인인인적적적 사사사항항항에 관한 질문입니다.해당되는 번호의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으신 후,해당하는 번호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생의 성별은? ①남 ②여
2.학생의 학년은?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3.학생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는?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단지 ③ 연립주택 ④ 기타

스스스포포포츠츠츠 활활활동동동 참참참가가가 관관관련련련 사사사항항항
다음은 여러분이 스포츠 활동하는데 있어 참가 여부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해당되는 번호에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생은 현재 체육시간 외에 스포츠 활동(30분 이상)을 규칙적으로
일일일주주주일일일에에에 몇몇몇 회회회 정도 참가하고 있습니까?
① 0회 ② 1회 ③ 2회 ④ 3회 ⑤ 4회 ⑥ 5회 이상

2.학생이 스포츠 활동(규칙적으로 주2회)에 참가하고 있지 않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111번번번 문문문항항항 ①①①,,,②②②에에에 체체체크크크한한한 학학학생생생만만만 합합합니니니다다다)))
① 시간이 없어서(학원 및 공부 때문에)②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없어
③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④ 스포츠 활동이 싫어서 ⑤ 몸이 약해서
⑥ 주위에 기구나 시설 부족 때문에 ⑦ 부모님이 말리기 때문에
⑧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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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스포포포츠츠츠 활활활동동동을을을 하하하고고고 있있있는는는 학학학생생생만만만 작작작성성성하하하기기기 바바바랍랍랍니니니다다다...
(((111번번번 문문문항항항 ③③③,,,④④④,,,⑤⑤⑤,,,⑥⑥⑥에에에 체체체크크크한한한 학학학생생생만만만 합합합니니니다다다)))
3.학생은 6개월 전부터 현재 체육시간 외에 스포츠 활동 참가 시간이 일주일
에 몇몇몇 시시시간간간,,,몇몇몇 회회회 정정정도도도 됩니까?

                

                                    시간시간시간시간

횟수횟수횟수횟수

30303030분분분분
30303030분분분분~1~1~1~1시시시시

간간간간

1111시간시간시간시간~2~2~2~2시시시시

간간간간

2222시간시간시간시간~3~3~3~3시시시시

간간간간

3333시간시간시간시간~4~4~4~4시시시시

간간간간

4444시간 시간 시간 시간 

이상이상이상이상

2222회회회회 1 2 3 4 5 6

3333회회회회 7 8 9 10 11 12

4444회회회회 13 14 15 16 17 18

5555회이상회이상회이상회이상 19 20 21 22 23 24

4.학생이 현재 참가하고 있는 스포츠 활동은 얼마나 오랫동안 해 왔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년
③ 1년~2년 ④ 2년~3년

 ⑤ 3년 이상

 5. 현재 참가하고 있는 스포츠 활동 종목은 무엇입니까?

<아래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주세요-가장 많이 참가하는 종목으로> 

 ( 종목:                        번 )   

단체스포츠단체스포츠단체스포츠단체스포츠
1.축구 2.농구 3.배구

4.핸드볼 5.야구 6.족구

개인스포츠개인스포츠개인스포츠개인스포츠

7.육상 8.인라인스케이트 9.줄넘기

10.자전거 11.등산 12.수영

13.헬스 14.볼링 15.골프

16.사격 17.에어로빅(댄스) 18.스키(스케이트)

대인스포츠대인스포츠대인스포츠대인스포츠

19.배드민턴 20.테니스 21.태권도

22.검도 23.합기도 및 무술 24.탁구

25.유도 26.씨름 27.권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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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트 레 스

다음은 생활 중에 느끼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의 느낌을 해당 번호에 √표 하십시오

질 질 질 질 문 문 문 문 내 내 내 내 용용용용
매우매우매우매우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그렇다그렇다그렇다그렇다

보통보통보통보통

이다이다이다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전혀전혀전혀전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다않다않다않다

 1. 학교에 있을 때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⑤ ④ ③ ② ①

 2. 친구들이 활동에서 나를 끼워주지 않는다. ⑤ ④ ③ ② ①

 3.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한다. ⑤ ④ ③ ② ①

 4.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명령하도록 내버려 둔다. ⑤ ④ ③ ② ①

 5.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을 해결할 능력     

    을 나는 갖고 있지 않다.
⑤ ④ ③ ② ①

 6. 학교에서 내 잘못이 아닌 일로 비난을 받는다. ⑤ ④ ③ ② ①

 7. 다른 친구가 힘든 일은 떠맡도록 내버려둔다. ⑤ ④ ③ ② ①

 8. 학교에서 종종 흥분을 한다. ⑤ ④ ③ ② ①

 9. 학교에서 종종 화가 나서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다. ⑤ ④ ③ ② ①

 10. 학교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낼 때가 있다. ⑤ ④ ③ ② ①

 11.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⑤ ④ ③ ② ①

 12.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⑤ ④ ③ ② ①

 13.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다. ⑤ ④ ③ ② ①

 14. 너무 많은 숙제 때문에 나는 늘 부담스럽고 짜증난다. ⑤ ④ ③ ② ①

 15.학교에 있으면 다른 곳에 가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⑤ ④ ③ ② ①

 16.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⑤ ④ ③ ② ①

 17. 슬프고 우울해 진다. ⑤ ④ ③ ② ①

 18.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 ⑤ ④ ③ ② ①

 19.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 ⑤ ④ ③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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