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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의 스포츠영재를 선발하는 방법에는 검사 지원자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선수자원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차원의

건강체력종합 평가시스템인 학생건강체력평가 자료는 학생들의 스포츠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스포츠영재 선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건강체

력평가의 측정자료를 이용하여 교사가 스포츠영재 선발을 일차적으로 스크리닝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측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그

리고스포츠잠재력지수를개발하여효율적인스포츠영재선발방법을개선한다.

주요용어: 근력, 순발력, 스포츠영재, 스포츠잠재력지수, 심폐지구력, 유연성, 체질량지수, 학생건강

체력평가.

1. 서론

학생건강체력평가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PAPS)는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유

연성, 순발력, 신체구성등건강체력요소별검사항목을체계적으로평가한결과에맞추어신체활동처방

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맞춤형 종합체력평가시스템이다 (Oh, 2007).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의의는 기

존의 학생체력장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건강체력 평가결

과및맞춤식신체활동처방전을조회해볼수있으며가정에서스스로건강관리를하도록유도한다.

학생건강체력평가에 적용한 Angoff 방법은 준거설정자가 최하위 건강체력수준 집단으로 구성된 가상

적 집단에서 문항의 정답확률을 확인한 후 각 문항의 정답비율의 합을 분할점수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Angoff, 1971). 최하위 집단을 가정한 경우 그 집단에서 각 문항에 대한 난이도를 합한 값이 분할점

수가 된다. 그리고 확장된 Angoff 방법 (extend Angoff method)은 검사중심방법에 해당하며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패널이 준거 (standard criteria) 설정자의 복수 평정 (round)을 통해 최소성취능력수

준학생 (student with minimal competence level) 이 각 검사항목에서 발휘되는 수행수준을 판정한다

(Hambleton과 Plake, 1995). 패널 간의 평정결과를 상호 토론과정을 통해 자신의 평정을 조정할 수 있

고검사수행결과와유사한경험적정보를참고하여기준을설정할수있는장점이있다 (Kim 등, 2008;

Kim, 2005; Plake, 1995; Vos, 2004).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도부터 확장된 Angoff 방법을 적용하여

전국의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학생들에게학생건강체력평가를실시해왔으며중학생은 2010년그리고

고등학생을대상으로 2011년부터전면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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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동이 특정한 스포츠에 탁월한 잠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조기에 확인하여 발굴 육성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Kim, 2005; Kim 등, 2007; Kim 등, 2010; Seong, 2009).

2009년부터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실시된 스포츠영재 선발은 Ko 등 (2003)에 의해 개발된 스포츠탤런

트발굴시스템 (Korea sports talent search system; KOSTASS)을 적용하여 육상, 수영, 체조 세 종목

의 적합성을 추정해 왔다 (Park과 Lee, 2011). KOSTASS점수 추정은 골연령과 체격 등과 같은 신체적

발육발달의 변화폭이 큰 초등학교 2-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골연령과 여러 전문체력검사를 실시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현장에서 운동능력 우수자를 손쉽게 스크리닝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실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아동들에게 자신의 스포츠잠재력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일관성

있는측정평가시스템의정착이필요하다.

학생건강체력평가는 전국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차원의 건강체력종합

평가시스템이다. 또한 학생들의 스포츠잠재력 즉 운동능력을 예측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검사항목이 포

함되어있다. 스포츠영재가 일반적인 아동들에 비해 높은 건강체력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학생건

강체력평가를 스포츠영재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선수자원의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과 최근 저출산에 따른 초등학교 아동들의 인구감소를 감안할 때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측정자료는

교사가아동의스포츠영재성을일차적으로스크리닝하는데매우유용할것으로여겨진다.

스포츠영재선발의 방법론적 연구에서 수검자 수의 확보와 이에 따르는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의

H현에서는 매년 2만명 이상의 스포츠영재검사 지원자 중에서 스포츠영재를 선발하는데, 한국 K대학의

사례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00명 이하의 검사 지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육상, 수영, 체조영

재 50 명을선발하는실정이다. 스포츠영재선발을위하여기존의초등학교에서측정한학생건강체력평

가 자료를 활용하면 초등학교 교사들이 재측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비용 고효율적인 측면에서 장점

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측정한 학생건강체력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스포츠영

재를스크리닝하는방법을제안하고기존의스포츠잠재력지수이외새로운지수를제안하는데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학생건강체력평가 방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평가기준과 절

차를 설명한다. 그리고 건강체력을 평가하기 위한 스포츠잠재력지수에 대하여 설명하고 새로운 잠재력

지수를 3절에서 제안한다. 4절에서는 실증예제를 위하여 한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건강체력평

가 자료를 이용하여 스포츠영재 선발방법을 실시한다. 5절에서는 기존의 영재 선발방법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방법을비교하여토론하고 6절에서결론을내린다.

2. 학생건강체력평가의 평가기준 절차

학생건강체력평가의 평가기준은 Figure 2.1에 제시한 것처럼 총 3단계에 걸쳐 최종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1단계는 확장된 Angoff 방법을 이용한 최소건강체력 수준 설정이다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8). 표본학교의 교사 3명과 측정에 참가했던 연구원 3명으로 패널을 구

성한 뒤, 1차 평정과 2차 평정을 통해 최종기준을 산출한다.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목은 측정

결과자료를 요약하여 제공하였으며, 표본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은 종목은 학생체력검사, 국민체

력실태조사, 청소년 체력향상지침 등의 기준자료를 제공하였다. 2 단계는 표본학교에서 실시한 결과자

료를 활용하여 Figure 2.2와 같이 최고기준과 최하기준을 설정하였다. 최고기준은 표본학교 결과자료

의 백분위 상위 5% 에 해당하는 측정치로, 최소기준은 표본학교 결과자료 백분위 하위 5%에 해당하는

측정치로설정하였다. 3단계는최소건강기준, 최대기준, 최고기준의완곡화 (smoothing)이다. 1단계에

서 설정된 최소건강기준과 2단계에서 설정된 최대기준, 최하기준을 완곡화하여 등급간, 점수간 기준치

를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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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Evaluation process of PAPS

Figure 2.2 Each sports’ standard grades and score

3. 스포츠잠재력지수

최근학교현장에서는문제시되고있는건강체력수준저하와비만아동의증가를방지하기위하여심폐

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체지방, 순발력등 5개요인으로구성된학생건강체력평가를실시한다.

학생건강체력평가 개발자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스포츠잠재력지수를 산출하는데 신장과 체중 정보로 현

장에서 손쉽게 활용 가능한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를 선택하고 있다. BMI는 신장에 대

한 체중의 비율로 손쉽게 산출되는 신체구성 지표이며 스포츠잠재성 아동을 판별하는데 심폐지구력과

순발력 요소에 체질량지수 수준을 반영한 것이다. 스포츠잠재력지수들 중에서 C, P, CP 지수는 다음과

같다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8).

C 지수

C 지수 (sports cardiorespiratory index; SCI)는 심폐지구력 점수 (만점 20)를 BMI로 표준화한 지

표이다. 스포츠잠재력을 스크리닝 하기 위하여 C 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심폐지구력이 요구되는 스포츠

종목에소질이있을것으로추정한다.

C 지수 (SCI) = 심폐지구력/체질량지수.

P 지수

P 지수 (sports power index; SPI)는순발력점수 (만점 20)를 BMI로표준화한지표이다. P 지수의

값이높을수록순발력이요구되는스포츠종목에서운동수행능력이높을것으로예측한다.

P 지수 (SPI) = 순발력/체질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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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지수

CP 지수 (sports cardiorespiratory & power index; SCPI)는 심폐지구력 점수 (만점 20)와 순발력

점수 (만점 20) 를합한점수에대하여 BMI로표준화한지표이다. 신장, 체중, 운동체력수준중에서강

조되는심폐지구력과순발력요인을동시에고려한지수로서스포츠잠재력을예측한다.

CP 지수 (SCPI) = (심폐지구력+순발력)/체질량지수.

PAPS 점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은 심폐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근지구력, 그리고 체질량지수를 이용하여 종

합적인건강체력평가점수를제공하는데 PAPS 점수의산출방법은다음과같다.

PAPS 점수 = 순발력 자료점수 + 심폐지구력 자료점수 + 유연성 자료점수

+ 근지구력 자료점수 + BMI.

2009년도부터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실시해 온 스포츠영재성 검사의 요소별 측정항목을 Table 3.1에

제시했다 (Korea Found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Sports Talent, 2009). 학생건강체력평가는

Figure 3.1에 제시한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근지구력, 순발력 요인 중 학교별로 선택하여 실시한다.

각 학교별로 측정항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스포츠영재성 검사항목과 학생건강체력평가 검사항목 중

일부중복되므로스포츠영재를선발하는데현장에서활용가능하다.

Table 3.1 Test variables for sports talents

Physical fitness Measurement items

Length
Standing height

Sitting height

Physique Weight Body weight

Girth Chest girth

Body fat(%) Body fat

Push up

Upper extremity muscle strenth, Pull-up(man)

muscle endurance Hanging on bar(woman)

Upper extremity power Throwing a basketball

Fitness Abdominal muscle endurance Sit up

Lower limbs muscle endurance Half squat jump

Lower limbs power Standing long jump

Cardiorespiratory endurance 20m shuttle run test

Speed 50m running

Exercise capacity Agility Side step test

Flexibility Sit and reach

Physiological function Maturity Bone age test

4. 학생건강체력 측정자료분석

4.1. 자료 설명

본 연구는 경기도 Y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남학생 120명, 여학생 150명) 2012년

5월에 측정한 학생건강체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학생건강체력을 측정한 5 종류의 변수는

Figure 4.1에 나타나있는데 다섯종류에서 각각 오래달리기걷기, 50m 달리기,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그

리고윗몸말아올리기, BMI이며일반적인방법에의하여측정하였다.



Selection method of sports talents using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797

Figure 4.1 Evaluation variables of PAPS

4.2. 스포츠잠재력지수

오래달리기걷기와 50m달리기는 각각 심폐지구력과 순발력을 측정하는 검사항목으로 스포츠잠재력지

수인 C 지수와 P 지수에다음과같이적용한다.

C 지수 : 오래달리기걷기/BMI

P 지수 : 달리기50m/BMI

본 연구에서는 유연성과 근지구력에 관한 스포츠잠재력지수를 제안하고자 한다. 유연성과 근지구력

도 심폐지구력과 순발력과 유사하게 체질량지수를 고려하는 스포츠잠재력지수 F 지수 (sports flexibil-

ity index; SFI)와 E 지수 (sports endurance index; SEI)를제안한다.

F 지수

F 지수 (SFI) = 유연성/BMI.

E 지수

E 지수 (SEI) = 근지구력/BMI.

F 지수와 E 지수는 유연성과 근지구력 (만점 20)을 BMI로 표준화한 지표로 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각

각 유연성과 근지구력이 요구되는 스포츠 종목에서 운동수행능력이 높다고 예측한다. 그리고 앉아윗

몸앞으로굽히기와 윗몸말아올리기는 각각 유연성과 근지구력을 측정하는 변수이므로 F지수와 E지수를

다음과같이설정한다.

F 지수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BMI

E 지수 : 윗몸말아올리기/BMI

네 종류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지구력, 순발력)의 지수 (C, P, F, E)는 모두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네 종류의 운동체력수준을 신장과 체중을 고려하는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PAPS 점수는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지구력, 순발력 점수와 체질량지수를 합하

여 산출하는 종합적인 건강체력 평가하는 점수로 전체적인 건강체력 수준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나 운동

체력수준을 바탕으로 스포츠영재를 선발하는 측도로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폐지

구력, 유연성, 근지구력, 순발력 지수를 사용하여 스포츠영재를 선발하고 선발된 영재들의 특성을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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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료분석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측정변수의 점수와 네 종류 (C, P, F, E) 지수와의 산점도를 통하여 오래달리

기걷기 (심폐지구력)는 C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고, 달리기50m (순발력)는 P 지수와 높은 상관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유연성)는 F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윗몸말아올리기 (근지구력)는 E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이외에

CP 지수와 PAPS 점수와도산점도에서는상관관계정도가약하게나타났음을탐색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측정변수의 점수와 네 종류 지수와의 상관계수를 Table 4.1에 정리하였다. 오

래달리기걷기 (심폐지구력)는 C 지수와상관계수가양의큰값으로나타나고, 달리기50m (순발력)는 P

지수와 큰 상관계수를 가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유연성)는 F 지수

와 상관계수가 큰 양의 값을 가지고, 윗몸말아올리기 (근지구력)는 E 지수와 큰 상관계수를 가진다. 이

들의 강한 상관계수는 모두 0.9 정도의 큰 양의 값을 나타낸다. 이외에 CP 지수와 PAPS 점수와도 상

관계수는다른지수들보다작은값이다.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에서는 종합적인 건강체력 평가를 위하여 PAPS 점수를 사용하였지만, 스포

츠영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평가방법보다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이 존재하고 각 스포츠 종목

에 적절한 영재 선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따라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에서 측정하는 대표적인 심

폐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근지구력 지수를 이용하여 네 종류의 스포츠영재를 선발하는 방법이 적절하

다고파악된다.

Table 4.1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and indexes

variable 1 : 1000m run-walk (cardiorespiratory endurance)

boy student girl student

variable 1 C P F E variable 1 C P F E

variable 1 1 0.947 0.656 0.436 0.359 1 0.939 0.558 0.229 0.319

C 0.947 1 0.740 0.550 0.475 0.939 1 0.632 0.337 0.452

P 0.656 0.740 1 0.454 0.560 0.558 0.632 1 0.346 0.464

F 0.436 0.550 0.454 1 0.480 0.229 0.337 0.346 1 0.475

E 0.359 0.475 0.560 0.480 1 0.319 0.452 0.464 0.475 1

variable 2 : 50m running (power)

boy student girl student

variable 2 C P F E variable 2 C P F E

variable 2 1 0.640 0.932 0.379 0.475 1 0.452 0.914 0.200 0.279

C 0.640 1 0.740 0.550 0.475 0.452 1 0.632 0.337 0.452

P 0.932 0.740 1 0.454 0.560 0.914 0.632 1 0.346 0.464

F 0.379 0.550 0.454 1 0.480 0.200 0.337 0.346 1 0.475

E 0.475 0.475 0.560 0.480 1 0.279 0.452 0.464 0.475 1

variable 3 : Sit and reach (flexibility)

boy student girl student

variable 3 C P F E variable 3 C P F E

variable 3 1 0.307 0.239 0.884 0.285 1 0.109 0.187 0.866 0.298

C 0.307 1 0.740 0.550 0.475 0.109 1 0.632 0.337 0.452

P 0.239 0.740 1 0.454 0.560 0.187 0.632 1 0.346 0.464

F 0.884 0.550 0.454 1 0.480 0.866 0.337 0.346 1 0.475

E 0.285 0.475 0.560 0.480 1 0.298 0.452 0.464 0.475 1

variable 4 : Modified sit up (muscular endurance)

boy student girl student

variable 4 C P F E variable 4 C P F E

variable 4 1 0.252 0.379 0.298 0.906 1 0.248 0.322 0.287 0.884

C 0.252 1 0.740 0.550 0.475 0.248 1 0.632 0.337 0.452

P 0.379 0.740 1 0.454 0.560 0.322 0.632 1 0.346 0.464

F 0.298 0.550 0.454 1 0.480 0.287 0.337 0.346 1 0.475

E 0.906 0.475 0.560 0.480 1 0.884 0.452 0.464 0.47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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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포츠영재선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에서 측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네 종류 (심폐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근지구

력)의 스포츠잠재력지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대표하는 네 종류의 스포츠잠재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각각의 C, P, F, E 지수가 높은 학생들 중에서 C, P 지수는 0.8을 기준으로, F, E

지수는 1을 기준으로 선발하고자 한다. 이 점수는 경기도에서 하나의 초등학교 5, 6학년을 측정한 자료

를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측정변수들의 값을 바탕으로 전체 학생들의 상위 그룹으로 정하는데 적절하

게 설정한 점수이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연구방법에서는 변경될수도 있으나

본연구에서는이기준을적용하여살펴보고자한다.

전체 학생 중에서 C와 P 지수가 0.8을 초과하거나, F와 E 지수가 1.0을 초과하는 스포츠영재들을

Table 5.1에 정리하였다. 네 종류의 지수들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스포츠잠재력지수를 근거로 남

학생은 전체 120명 중에서 50명, 여학생은 150명 중에서 76명을 스포츠영재로 선발하였다. 그리고 각

각의 스포츠영재들의 PAPS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25%를 스포츠영재로 선발되었다고 가정하고 네 종

류의 스포츠잠재력지수를 바탕으로 선발된 스포츠영재들이 PAPS의 상위 25% 점수를 받은 학생들 (남

학생 31명, 여학생 38명) 중에 몇 명이 포함되는지를 Table 5.1 에 나타내었다. 남학생의 경우에는

PAPS 상위 25%점수를받은학생들중에서최소 22.5% 에서최대 48.4%가스포츠영재로선발되고, 여

학생의 경우에는 최소 15.8% 에서부터 최대 73.7%가 선발되었다. 그러므로 종합적인 건강체력을 평가

하는 PAPS의상위점수를받은학생을스포츠영재로선발되는것이무리하다는것을파악할수있다.

또한 네 종류의 스포츠잠재력지수를 바탕으로 선발된 스포츠영재들의 PAPS 점수와 PAPS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 25%를 스포츠영재로 선발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선발된 스포츠영재의 PAPS 점수

를 Table 5.2에 정리하였다. Table 5.2를 통하여 스포츠잠재력지수를 바탕으로 선발된 스포츠영재들

의 PAPS 점수가 조금 낮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심폐지구력, 유연성, 근지구력, 순발력을측정하는네종류의스포츠잠재력지수를바탕으로선발된

스포츠영재들의종합적인건강체력을평가하는 PAPS 점수는낮으므로스포츠영재를스포츠잠재력지수

로선발하는방법을제안한다.

추가적인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군집분석을 실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하여 스포츠영재라고 할 수 있는

군집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군집분석 방법 중에서 최단연결법, 최장연결법, 평균연결법 등

다양한 군집방법의 결과와 네 종류의 지수를 이용하여 선발된 영재들을 비교하면서 살펴본 결과 Ward

방법을 사용한 군집분석이 위에서 선정한 스포츠영재 군집과 제일 유사하였다. 스포츠잠재력지수를 바

탕으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지수에서 우수함을 보여줌으로 스포츠영재로 선발된 남학생은 전체 120 명

중에서 50 명, 여학생은 150 명 중에서 76 명의 명단을 바탕으로 Ward 방법을 사용한 군집분석 결과를

군집별로 정리하여 네 종류의 지수로 선발된 스포츠영재들과 군집분석 결과와의 관계는 Table 5.3과 같

이정리할수있다.

Table 5.3으로부터남학생의경우에군집1은 86건중대부분인 72건이할당되어영재로선발할수있는

적절한군집이없으며, 여학생의경우에도영재로선발할수있는적절한군집을결정하기어렵다. 따라

서 다양한 방법의 군집분석 결과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인 Ward 방법으로부터도 유의한 결론을 유도

할수없기때문에군집분석을이용하는의미를부여하기어렵다는것을파악하였다.

Table 5.1 Sports talents based on sports letent indexes

boy student girl student

C P F E C P F E

selected talents 13 22 21 29 12 35 31 49

upper PASPS 7/31 15/31 9/31 14/31 6/38 16/38 8/38 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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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PAPS scores of sports talents and upper class of PAPS score

boy student girl student

upper PASPS C P F E upper PASPS C P F E

mean 77.35 74.31 74.73 71.05 71.48 78.47 74.75 73.69 67.16 73.37

std. dev 5.631 10.65 9.96 8.42 9.53 5.028 10.51 8.68 8.57 8.25

Table 5.3 Cluster analysis results for sports talents

boy student girl student

cluster
index

Total
index

Total
C P F E C P F E

1 12 19 20 21 72 0 0 6 0 6

2 0 1 2 2 5 2 1 4 24 31

3 1 2 0 6 9 9 21 18 22 70

4 0 0 0 0 0 1 13 3 3 20

Total 13 22 22 29 86 12 35 31 49 127

6. 결론

부모와 특정 지도자에 의해 우연히 선수가 발굴되거나 선발되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전국의 초등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스포츠잠재력지수를 적용하여 아동의 스포츠영재 스크리

닝방법을제시하였다.

현재 전국의 17개 체육영재센터에서 KOSTASS점수를 적용하여 육상, 수영, 체조영재를 발굴하여 육

성 관리해 오고 있지만 해마다 스포츠영재성검사 지원자 수 확보에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

하기 위하여 학생건강체력평가 자료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울적이고 많은 아동들을

대상으로스포츠잠재력을평가가능함이연구의장점이다.

건강체력을 평가하기 위한 스포츠잠재력지수를 보완하고 새로운 지수를 제안하여 네 종류 (심폐지구

력, 순발력, 유연성, 근지구력)의 스포츠잠재력지수를 사용하였다. 초등학교 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 학생건강체력평가 자료를 실증 예제로 하여 스포츠영재 선발방법을 제안하였다. 네 종류의 지수들

중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스포츠잠재력지수를 근거로 심폐지구력 지수와 순발력 지수가 0.8을 초과하

거나 유연성 지수와 근지구력 지수가 1.0 이상인 학생을 스포츠영재로 간주하여 남학생은 전체 120명

중에서 50명, 여학생은 150명중에서 76명을스포츠영재로선발하였다.

PAPS 점수 상위 25%를 스포츠영재로 가정한 학생들 (남학생 31명, 여학생 38명) 중에 네 종류의 스

포츠잠재력지수를 바탕으로 선발된 스포츠영재들은 남학생의 경우에는 최소 22.5%에서 최대 48.4%가

스포츠영재로 선발되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최소 15.8%에서부터 최대 73.7%가 선발되는 것을 탐색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잠재력지수를 바탕으로 선발된 스포츠영재들의 PAPS 점수가 조금 낮으나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적인 건강체력을 평가하는 PAPS의 상위 점수를

받은 학생을 스포츠영재로 선발하는 방법보다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심폐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근지

구력을측정하는네종류의스포츠잠재력지수를바탕으로스포츠영재를선발하는방법이적절하다.

다변량 통계기법인 군집분석을 실시하면서 다양한 방법의 군집분석 결과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인

Ward 방법으로부터도 스포츠영재 군집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군집분석을 이용하는 의미를 부여

하기어렵기때문에향후연구에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는다른통계적방법을모색하여야하겠다.

현재의스포츠영재선발방법을개선하기위하여본연구에서제안한학생건강체력평가자료를활용하

면 현장의 초등학교 교사들에 의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잠재력을 평가 가능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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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국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을 측정 평가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일선

초등학교에서 스크리닝한 운동능력 우수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전국의 체육영재센터에서 정밀검사

를받는등의체계적연계가이루어진다면다른나라보다더많은초등학교학생들을대상으로효율적으

로스포츠영재발굴이가능하다고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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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many problems to single sports talents out of test applicants. The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has been performed to all elements school students of both 5

and 6 grades in order to evaluate overall health and physical activities since 2009. This

system includes some variables which could measure the students’ sports latent power,

so that the system could be used to single out sports talents. In this work, we propose

a primary screening method that element school teachers might evaluate sports talents

based on the data of the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Two more sports talent

indices which are sports flexibility index and sports endurance index are defined. The

selection method of sports talents is developed by using sports latent indices including

sports power and cardiorespiratory indices. This method is efficient from the view of

time and cost aspects, since we do not need to remeasure all elements school students

again.

Keywords: Body mass index, cardiorespiratory, endurance, flexibility, latent power,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sports t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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