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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item goodness-of-fit and the optimal 

categorization of an instrument measuring Korean elite young soccer player’s self-esteem using a 

two-facets Rasch model (item parameters and person parameters). [Methods] 10-item 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S) with five response categories was administered to 366 elite young soccer 

players from the Korea football association. The Rasch analysis was conducted by WINSTEPS 3.65. 

[Results] First, the model fit the data well. Second, 5-category rating scale did function well. Third, a 

item-person map illustrated the distribution of RSES items and person’s level of self-esteem. Fourth, the 

separation reliability of the items and person was shown to be an acceptable degree of confidence, 

respectively. Lastly,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self-esteem between starting players 

and bench players, which supported the known-difference evidence of validity. [Conclusion] These 

findings provided additional support for the suitability of the RSES in assessing self-esteem of Korean 

elite young soccer players.

Key words: category function, elite soccer players, Rasch model, self-esteem   

1)서 론

자아존 감은 개인의 주  경험, 삶의 만족, 그리고 

정신건강과 하게 련된 요한 심리  개념으로, 

Rosenberg(1965)는 자아존 감을 ‘자기 자신이 소 하

고 가치 있는 존재이며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 으로 수

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강한 믿음의 상태’라고 정의하

다. 인간의 성격 발달에 향을 미치는 자아존 감은 교

육(Flouri, 2006), 심리(Chao et al., 2017), 보건

(Park et al., 2019), 체육(Jung et al., 2016) 등 수많

은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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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시기를 통해 형성되고 발달하는 자아존 감

은 청소년기에 획득해야 할 요한 발달 과업으로써, 청

소년기에는 신체  생리  변화, 인지  발달, 학업 스트

스 등 복합 인 요인으로 개인의 정체성이 역동 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Ohannessian et al., 1995). 즉, 

청소년은 다양한 변화에 빠르게 응해야 한다는 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때 올바른 자아존 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심리  부 응을 보일 수 있다

(Deering & Schill, 2008). 한편, 학생과 선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는 코치  

원들과의 계, 성 에 따른 부담감, 고된 훈련 등 많은 

압박감을 느낀다(Goldberg, 1991).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가 발달 과정상 겪게 되는 스트

스를 이겨내고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심리  요인이 

바로 자아존 감이다(Chung et al., 2009). 자아존 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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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는 기본 으로 자신에 해 

정 인 평가를 내리며 자신이 하는 일에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도

하며, 주변 환경이나 사회 계에서도 안정감과 소속감

을 느껴 좋은 인 계를 유지한다. 반면, 자아존 감이 

낮은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는 실패에 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과제에 도 하기를 꺼려하고 자기 자신에 해 부

정 인 평가를 하며 자신의 능력과 미래에 해서도 비

인 생각을 가진다. 한, 우울, 스트 스, 사회 부 응 

등의 여러 정신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Kim et al., 

2014).

국내외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자아존 감의 역할을 강

조하며 자아존 감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한 노력이 이

루어져 왔다(Choi & Cho, 2013; Classen et al., 2007; 

Mannarini, 2010). 자아존 감을 측정하는 도구  가

장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Rosenberg의 

Self-Esteem Scale(RSES)이다. RSES는 다양한 나라

의 언어로 번안되어 사용되어왔고, 비교  안정 인 타당

도와 신뢰도를 보 다(Roth et al., 2008; Schmitt & 

Allik, 2005). 

하지만 고 검사이론(classical test theory)에 근거

하여 RSES를 분석한 연구는 측정학  에서 몇 가지 

문제 을 보 다. 첫째, 평정척도(rating scale)에서 사

용되는 반응범주의 동간성 부재로 수집된 자료로부터 총

을 계산하여 피험자의 수 을 악하는 것은 부 합하

다(Kang et al., 2007). 둘째, 문항의 고유한 특성이 피

험자 집단의 수 에 따라 변하며, 피험자의 수  한 문

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Petrillo et al., 

2015). 셋째, 측정도구의 반응범주 수를 결정하는데 있

어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연구자의 주  경험

과 단에 의존한다(Zhu & Kang, 1998).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해 학자들은 문항반응이론

(item response theory) 의 하나인 Rasch 평정척도 

모형의 사용을 제안하 다(Rasch, 1960; Wright & 

Linacre, 1989). Rasch 모형의 기본 논리는 피험자의 능

력(personal ability)과 문항난이도(item  difficulty)의 

차이에 의해 피험자가 특정 문항에 응답할 확률을 구하여 

그 확률을 로지트(logit) 수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변

환된 로지트는 동간척도의 성격을 갖게 되며 피험자 능력

과 문항난이도 추정치를 단일선형척도 상에서 비교한다. 

한, 불변성 개념에 기 하여 문항의 특성이 피험자 집

단의 특성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피험자의 능력 한 어

떠한 검사를 시행하든 고유한 수 을 유지한다. 반응범주 

수의 성은 각 범주에 한 평균 측정치, 임계치, 그리

고 합도 통계치 등을 통해 평가된다(Kang, 2001). 

한편, 체육 분야에서도 Rasch 모형을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Anshel et al.(2009)는 Rasch 모형을 활용

하여 경쟁 스포츠 상황에서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도구

(Sport Perfectionism Scale; SPS)의 요인구조와 타당

도를 분석하 고, 그 결과 단일차원의 SPS 척도를 개발

하 다. 여성을 상으로 운동방해 측정도구(Women’s 

Exercise Perseverance and Barriers)를 개발한 Zhu et 

al.(2001)은 기존의 5  척도보다 3  척도가 더 합한 

범주임을 확인하 고, 이후 장애아동을 상으로 연구한 

Kang et al.(2007)은 문항난이도 분석에서 시간 부족과 

신체  고통이 장애아동들의 운동참여에 가장 큰 방해요

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국내 체육 분야에서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를 상으

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RSES는 주로 다른 심리  변

인과의 계를 살펴보았을 뿐(Kang et al., 2015; Jung 

et al., 2016), 측정도구 자체의 기능에 해서는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한, 부분의 연구들은 앞서 

언 한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상황  문화  특수

성에 한 고려 없이 일반인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RSES를 오래 부터 그 로 용하여 사용해왔다. RSES

가 연구 상의 특성들에 향을 받는다고 강조한 

Goldsmith(1986)의 주장 로 개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있어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들과 일반 학생들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서 이와 같은 의문을 

제기해 보았다. 그동안 측정학  에서 RSES의 신뢰

도  타당도와 련된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는 많았으나

(Lee et al., 2009)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만을 상으

로 Rasch 모형을 용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축구가 우

리나라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스포츠이자 엘리트 청소년 

선수의 숫자가 많은 종목인 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제공해주는 Rasch 모형을 활

용한 RSES의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식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항반응이론의 Rasch 평정척도 모형을 



664 Myungjin Jung et al.

용하여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자아존 감을 측정

함에 있어 RSES가 합한 기능(문항 합도, 반응범주의 

성, 문항난이도의 성 등)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에게 합한 

자아존 감 척도의 문항과 반응범주 수가 검증된다면, 자

아존 감 척도의 심리측정학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

라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자아존 감을 진단하는 

구체 인 방법을 제공하여 코칭 련 연구에 도움을  것

으로 기 된다.

연구방법

연구 상  연구 차

본 연구에서는 인구 상자의 표집을 해 집략표본추

출법(cluster sampling)을 실시하여 한축구 회에 등

록된 고등학교 남자 축구선수 383명을 상으로 설문을 

하 다. 설문을 진행하기에 앞서 연구의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해 IRB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 으며 연구참

여자의 부모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에 IRB의 연구윤리 수

 규정에 맞춰 연구를 진행하 다. 설문조사는 2014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고, 

그  응답 내용이 편 되거나 불성실한 응답으로 연구 분

석에 합하지 않다고 단된 17명의 자료를 제외한 366

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 으며, 연구 상의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Variables Classification
Players

N %

Selected to 
start or not

Starting player 160 43.7

Bench player 206 56.3

Age (years)

17 126 34.4

18 122 33.4

19 118 32.2

Total 366 100

Table 1. Characteristic subjects

검사도구

청소년 축구선수의 자아존 감을 측정하기 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 감 검사지를 국내 

선행연구들이 변안하여 사용한 단일요인 10문항 도구를 

사용하 다. 자아존 감 검사지는 정문항 5개( , “내 

자신에 해 정 인 태도를 갖고 있다”)와 부정문항 5

개( , “나는 체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는 편이

다”)로 구성되며, ‘  그 지 않다’(1)에서 ‘매우 그

다’(5)의 5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체 수가 

높을수록 자아존 감 수 이 높음을 의미하며, 부정문항

인 3, 5, 8, 9, 10번은 역입력하여 채 된다. 구체 인 문

항 내용은 아래 <Table 2>와 같다.

# Questions

1 I feel that I am a person of worth, at least on an equal 
plane with others.

2 I feel that I have a number of good qualities.

3 I am inclined to feel that I am a failure. (R)

4 I am able to do things as well as most other people.

5 I feel I do not have much to be proud of. (R)

6 I take a positive attitude toward myself.

7 On the whole, I am satisfied with myself.

8 I wish I could have more respect for myself. (R)

9 I certainly feel useless at times. (R)

10 At times I think I am no good at all. (R)

Note. R = reversed-scored item.

Table 2. RSES questionnaire

자료분석

본 연구는 모형-자료의 합성, 반응범주 수의 타당성, 

문항난이도와 피험자 능력의 합성 등을 검증하기 해 

2국면 Rasch 평정척도 모형을 활용하 고, 모든 분석에

서 WINSTEPS 로그램(version 3.65)을 사용하 다. 

국면은 문항난이도와 피험자 능력의 2국면으로 설정하여 

분석하 고 모형 공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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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아존 감 문항 n이 피험자 j로부터 k의 평정

을 받을 확률

 = 자아존 감 문항 n이 피험자 j로부터 k-1의 

평정을 받을 확률

 = 자아존 감 문항 n의 난이도

 = 피험자 j의 자아존 감 능력 수

 = 평정범주 k-1에 한 범주 k의 난이도

Rasch 모형의 용에 앞서 Rasch 분석의 기본 가정인 

측정도구의 일차원성 가정을 검증하기 하여 WINSTEPS 

로그램의 표 잔차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standardized residuals)을 실시하 다. 일

차원성 가정은 (1) 제 1성분의 고유값(eigenvalue)이 3 

미만, (2) 제 1성분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변량이 10% 

미만일 경우에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한다(Cordier et 

al., 2018; Linacre, 2016).

분석 차는 5단계로 구성하 다. 첫째, 모형-자료의 

합성(model-data fit) 검증을 해 문항 내 합도

(infit statistic)와 외 합도(outfit statistic)를 사용하

다. 내외 합도는 카이제곱과 같은 형태를 거쳐 피험자

와 문항에서 발생하는 잔차 제곱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값

을 산출하며 그 범 는 0에서부터 무한 양수이다. 내외

합도는 1에 가까울수록 합하며 .5에서 1.5 사이에 있으

면 내외 합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Kang et 

al., 2007). 합도 지수가 .5 미만일 경우에는 반응의 다

양성이 제한 이며, 1.5를 과할 경우 반응의 다양성이 

지나치게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합도  하나라도 기

범 에서 벗어날 경우, 해당 문항을 삭제하고 모든 문항

이 합도 기 을 만족할 때까지 반복 측정한다(Wright 

& Linacre, 1994). 

둘째, 최 화된 반응범주 수를 측정하기 해 Linacre 

(2002)가 제안한 유도지표  다음의 5가지 지표를 선택

하여 평가에 이용하 다. (1) 각 범주의 선택빈도가 10회 

이상이어야 한다, (2) 각 범주에 속한 피험자의 평균 측

정치는 증가하되, 그 범주가 반 하는 순서에 따라 일

으로 증가해야 한다, (3) 외 합도는 2.0 미만이어야 

한다, (4) 범주 간 경계를 나타내는 임계치가 그 범주가 

반 하는 순서에 따라 서열화 되어야 한다, (5) 5  리커

트 척도의 경우 최소 임계치간 거리가 1.0 로지트 이상씩 

증가해야 하고, 인 한 임계치간 간격은 5.0 로지트 이하

여야 한다.  5가지의 기 을 충족하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범주를 인근 범주와 병합하여 재분석한다. 

셋째, 로지트 수로 변환된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난

이도를 문항-피험자 지도(Item-person map) 에 배열

하여 두 추정치의 분포를 비교하 다. 문항 로지트 수

가 높을수록 피험자가 동의하기 어려운 문항이며, 피험자 

로지트 수가 높을수록 높은 수 의 자아존 감 능력을 

지닌 피험자로 간주한다(Anshel et al., 2009).

넷째, 문항과 피험자의 분리지수(separation index) 

 분리신뢰도(separation reliability)를 측정하 다. 

분리지수의 크기가 2.0 이상이면 양호한 수 이며 그 크

기가 클수록 더 나은 분리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Bond 

& Fox, 2007). 즉, 문항 분리지수가 크다는 것은 측정도

구에 포함된 각 문항의 내용이 서로 복되지 않고 다양

한 난이도 수 에서 측정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피험자 

분리지수가 크다는 것은 측정도구가 피험자 개개인의 능

력 차이를 잘 보여 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문항 분리신뢰

도는 피험자에게 동일한 문항난이도를 재 시키는 정도

를 나타내며, 피험자 분리신뢰도는 문항들이 피험자의 수

을 얼마나 일 되게 재 하는가를 의미한다. 분리신뢰

도의 범 는 0에서부터 1까지이며, 1에 가까울수록 신뢰

도가 높다(Fisher, 1992).

마지막으로 주 선수의 자아존 감이 비주  선수보

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의 결과(Kim & Shin, 

2017; Jung, 2015)에 근거하여 청소년 축구선수의 주

여부에 따른 자아존 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SPSS 

25.0을 활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고, 이를 통

해 차이가 상되는 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타당도

(known-group difference validity)를 검증하 다. 통계

 유의 수 은 α=.05로 설정하 다.

연구결과

모형-자료 합성

모형-자료 합성 결과는 아래 제시된 <Table 3>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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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0개 문항의 내 합도는 .77~1.25 범 를 나타냈으

며, 외 합도는 .76~1.28 분포를 보여 모형-자료 합

도 기 을 만족하 다. 한, 제 1성분의 고유값이 3 미

만(2.3)이고, 제 1성분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변량이 

10% 미만(9.3%)인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가 일차원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 다.

Items Calibration 
(logit) SE (logit) Infit MnSq Outfit MnSq

Item 10 1.04 .08 1.25 1.28

Item 5 .36 .08 .86 .87

Item 7 .31 .08 1.07 1.02

Item 2 .07 .08 .81 .84

Item 8 .02 .08 .91 .71

Item 4 -.25 .08 1.05 1.09

Item 9 -.28 .08 1.11 1.03

Item 6 -.35 .08 .77 .76

Item 1 -.45 .08 1.05 1.06

Item 3 -.48 .08 1.00 1.01

Note. MnSq = mean square residual. 

Table 3. Summary of RSES items (10 fit items)

반응척도 범주기능

자아존 감 검사지의 응답범주 수가 한지 알아보

기 해 Rasch 모형을 활용하여 응답범주의 성을 통

계 으로 검증하 다. 5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자아존

감 검사지의 반응범주 기능검사 결과, <Table 4>와 

<Figure 1>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범주가 선택된 빈도는 

10회 이상이었으며(48~1,435), 각 범주를 선택한 피험

자들의 평균 로지트 수를 나타내는 평균 능력치는 

-.81, -.41, .53, 1.73, 3.15 등으로 크기에 따라 순차

으로 배열되었다. 외 합도의 범 는 .88~1.29로 기

값인 2.0 이내에 포함되었다. 임계치 한 범주 순서에 

따라 크기순으로 배열되었고, 임계치간 간격도 만족할 만

한 수 이었다. 즉, 5  척도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Category Counts used Average 
measure

Outfit 
MnSq

Category 
thresholds

1 48 -.81 1.29 None

2 270 -.41 1.01 -2.43

3 877 .53 .88 -1.06

4 1435 1.73 .95 .59

5 880 3.15 1.06 2.89

Note. MnSq = mean square residual.

Table 4. Summary of rating scale function

Fig. 1. Category probability curves for RSES.

문항-피험자 지도(Item-person map)

<Figure 2>는 자아존 감 검사지의 난이도가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수 을 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를 살펴보기 하여 로지트 단 로 표시된 단일선형척도 

에 문항난이도와 피험자의 능력 수 을 함께 배열한 것

이다. 좌측은 응답자들의 분포이며 우측은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능력에 따른 문항의 치를 나타낸다. 문항

난이도의 범 는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48~1.04의 분포를 보이며, 로지트 수가 높을수록 

피험자가 주어진 진술에 동의하기 어렵다. 10번 문항이 

피험자가 가장 동의하기 어려운 문항으로 확인되었고

(1.04), 가장 동의하기 쉬운 문항은 3번 문항이었다

(-.48). 피험자 능력 수 의 범 는 –2.03~6.2로 나타

났으며, 로지트 수가 높을수록 피험자의 능력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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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피험자 지도에 따르면, 간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

항은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나 로지트 수 1.0 이상에 분

포하는 높은 수 의 피험자를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Note. Each ‘#’ represents 2 participants while ‘.’ indicates a 
single participant.

Fig. 2. Item-person map of RSES.

분리지수  분리신뢰도 

문항 분리지수는 5.29로 측정도구가 각 문항의 차이를 

잘 정의하고 분리하 고, 문항 분리신뢰도는 .97로 체 

피험자에 걸쳐 동일한 문항난이도를 재 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피험자 분리지수는 2.46으로 측정도구의 

문항난이도가 하게 편성되었고, 피험자 분리신뢰도

는 .86으로 피험자의 수 을 일 되게 측정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상되는 집단 간의 비교타당도(known-group 

difference validity) 검증

차이가 상되는 집단과의 비교를 통한 타당도 검증을 

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활용하여 주 여부에 따라 자

아존 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Table 5>를 

살펴보면, 자아존 감에서 주 과 비주  간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서 주

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의 자아존 감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상되는 집단 간 비교타당

도가 검증되었음을 확인하 다.

Person’s level of self-esteem (in logits)

Role level N M SD t

Starting 
player 160 2.03 1.72

2.33*

Bench player 206 1.59 1.82

* p<.05

Table 5. Summary of player’s level of self-esteem by role 
level (starting player or bench player) 

논  의

본 연구는 Rasch 평정척도 모형을 용하여 

Rosenberg의 자아존 감 검사지가 엘리트 청소년 축구

선수에게 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해 모

형-자료 합도, 반응범주의 타당성, 문항난이도와 피험

자 능력 합성 등을 분석하 다.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

수들을 상으로 RSES의 문항 합도를 알아보기 해 

모형-자료 합성을 분석한 결과, 문항 내외 합도가 기

 범 인 .5~1.5 수 을 모두 만족하 고, 문항반응이

론의 기본가정인 일차원성도 충족하여 Rasch 모형을 

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자료인 것으로 단된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 고등학생을 상으로 Rosenberg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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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척도가 일 된 단일요인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Lee 등(2009)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에게 5  리커트 척도로 구성

된 자아존 감 검사도구가 하게 기능하는지를 살펴

본 결과, Linacre(2002)가 제시한 유도지표  5가지 기

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 재의 자아존 감을 측정하는데 있어 4  척도

가 합하다는 Kim et al.(2011)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결과는 연구 상의 문화 , 상황 , 연령

별 특성에 따라 최  반응범주의 수가 달라진다는 본 연

구의 서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로지트 단 로 이루어진 단일선형척도 에서 피험자

의 능력과 문항난이도를 문항-피험자 지도를 통해 비교

하 다. RSES에서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들이 가장 동

의하기 어렵다고 선택한 문항은 10번 문항이었고, 가장 

동의하기 쉬운 문항은 3번 문항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

포츠 재 아동들을 상으로 Rosenberg 자아존 감 척

도의 문항 합도를 분석한 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한다. 

스포츠 재 아동들에게 매우 어려운 문항은 문항 7번과 

8번이었고, 쉬운 문항은 문항 3번과 6번이었다(Kim et 

al., 2011). 연구 상의 특성에 따라 어렵거나 쉽다고 느

끼는 문항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연령

에 따른 언어력과 어휘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Rasch 모형이 제공하는 장   하나인 문항-

피험자 지도는 검사도구 개발단계에서 문항을 재구성하

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Figure 2>를 살펴보면, 

RSES에서 간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항은 고르게 분포

하고 있으나 높은 난이도에 해당하는 문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 재 아동들의 연구에서는 이해하기 어

려운 문항들 즉,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존재하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독해능력이 성인 수 에 가깝게 도달한 고

등학생 축구선수들에게는 쉽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아존 감 수 이 높은 피험자의 능력을 효과

으로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의

미하며,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높은 수 의 자아존 감

을 보이는 피험자를 측정할 수 있는 높은 난이도의 새로

운 문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이러한 문제를 고

려할 때 훈련, 동료  코치와의 인 계, 시합 상황 등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

인 상황을 용한 높은 수 의 문항을 추가하는 문항 재

구성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설문지의 분리  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 재 우리 

의 성 이 좋지 않지만 나는 내 자신에 해 정 인 

태도를 유지한다.” 혹은 “  동료들과 비교할 때, 나는 가

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한편, Rasch 모형의 용은 스포츠 장에서 선수들

의 심리상태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를 들어, <Figure 3>은 연구 상에 포함된 엘

리트 청소년 축구선수  한 명의 상자(고등학교 3학

년, 주 선수)를 선정하여 RSES로 얻어진 원 수와 로

지트 수 간의 계를 곡선 그래 로 나타내 원 수(35)

를 로지트 수(0.74)로 변환시키고, 수직선을 그어 각 

문항에서 개인이 선택한 범주값( , ②)과 Rasch 모형 

결과로 나온 기댓값( , 3)을 비교하고, 개인의 수를 

평균 능력치(logit)와 비교하여 개인과 집단 차원에서 자

아존 감 상태를 진단한 결과이다. 결과를 해석하면, 첫

째, 본 연구 상에서 무작 로 추출한 고등학교 3학년 주

 남자 축구선수의 자아존 감은 평균(1.79)보다 낮은 

수 이다. 둘째, 5개 문항(1번, 2번, 3번, 8번, 10번)에

서 찰값과 기댓값이 동일하 다. 셋째, 4번과 5번 문항

은 기댓값보다 찰값이 더 높았다. 넷째, 6번, 7번, 9번 

문항은 찰값이 기댓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개 문항  9번 문항(“때때로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

이라고 느껴진다”)의 찰값(②)과 기댓값(4)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보아 해당 선수는 에서 주 임에도 자

신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하고 있지 못

하는 상태로 악된다. 따라서 해당 선수의 자신감을 높

이고 정 인 가치  형성에 도움을  수 있는 심리기

술훈련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장

을 제공해 다. 첫째, 일반인의 자아존 감을 측정하기 

해 개발되어 지 까지 리 활용되고 있는 RSES를 엘

리트 청소년 축구선수라는 특정한 상에게 용하여도 

측정학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

증하 다. 둘째, 로지트 수를 활용한 측정진단표를 통

해 개인과 집단 간의 자아존 감 차이를 비교하여 실제 

스포츠 장에 용할 수 있는 구체 인 진단 방법을 제

공하 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장 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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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몇 가지 제한 을 지니고 있다. 첫째, 문항-피험자 

지도를 통해 자아존 감 수 이 높은 피험자의 능력을 효

과 으로 변별할 수 있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 다.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서는 난이도가 높

은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여 Rasch 모형을 다시 용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운동선수를 상으로 Rasch 모형

을 용하여 RSE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한 선행연

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의 비교가 쉽지 않

았다. 

Fig. 3. A proposed diagnostic scoring and reporting sheet 
(Zhu et al., 2001).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들을 상으로 자아

존 감 척도의 문항 합도와 반응범주의 성을 2국면 

Rasch 평정척도 모형을 용하여 척도의 심리측정학  

특성을 확인하는데 목 이 있다. 분석결과 문항의 내외

합도가 만족할 만한 수 으로 나타나 엘리트 청소년 축구

선수들에게 용하여도 문제가 없었다. 반응범주 수에 

한 타당도는 5  척도가 타당한 것으로 단되었고, 문항 

 피험자의 분리지수와 분리신뢰도 역시 양호한 수 으

로 나타났다. 주 과 비주  간 자아존 감 수 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상되는 

집단 간 비교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하지만 자아존 감 수

이 높은 피험자의 능력을 효과 으로 변별할 수 있는 높

은 난이도의 문항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척도의 수정이 

요구된다. 한, 후속 연구에서 선수들의 포지션과 개인의 

심리  특성을 구분하여 Rasch 모형을 용하면 선수선

발  기용에 좋은 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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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에 한 Rosenberg 자아존 감 척도의 문항  

반응범주 기능검사: Rasch 모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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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본 연구는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의 심리  안정과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자아존 감의 문항

합도와 반응척도의 범주기능을 2국면 Rasch 평정척도 모형을 용하여 검사하 다. [방법] 한축구 회

에 등록된 고등학교 남자 축구선수 366명에 해 설문을 진행하 다. 측정도구로는 Rosenberg의 자아존 감 

척도(RSES)를 사용하 으며, 총 10문항에 해 5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 다. WINSTEPS 로그

램(version 3.65)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 다. [결과] 첫째, 문항의 내외 합도는 합도 기 을 만족하

다. 둘째, 반응범주 수에 한 타당도를 분석한 결과 5  척도가 합하 다. 셋째, 문항-피험자 지도를 통

해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자아존 감 능력에 따른 문항의 치를 악하 다. 넷째, 문항  피험자의 

분리지수와 분리신뢰도는 모두 양호한 수 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 과 비주  선수의 자아존 감 능

력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상되는 집단과의 비교(known-group 

difference validity)를 통한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결론] Rasch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이러한 결과는 RSES

가 엘리트 청소년 축구선수의 자아존 감을 평가하는데 합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 다.

주요어: 범주기능, 엘리트 고등학교 축구선수, Rasch 모형, 자아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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