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comprehensive analysis of foreign cases 
for hypothetical modeling of facilitating 

and hindering factors of girls’ participating in physical activity

Sangwoo Nam1 & Haeryung Lee2* 
1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 2Korea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comprehensive model for facilitating and
hindering factors about girls' 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ies. [Methods] Based on systematic analysis,

26 foreign journals published from 2005 to 2016 were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journals were

directed to facilitating and hindering factors of girls' physical activities. A model was developed by
categorizing various factors in the previous studies, and by conceptualizing those categories, and by

creating visu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the categories. [Results] Seven facilitating factors are referred

to as 'SPORTS', including ‘Self-recognition’, ‘Physical environment’, ‘Opportunities’, ‘Relationship’,
‘Treatment’, and ‘Social supports’. In contrast, nine hindering factors are conceptualized as 'INCAPABLE'

which includes 'Internalized gazes’, ‘Negative feedback’, ‘Competitiveness’, ‘Alternativeness’, ‘Perceived

danger’, ‘Appearance’, ‘Bad feeling’, ‘Lack of opportunities’, and ‘Effeminate norms'. [Conclusions] It is
suggested that the girls' physical activity patterns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girls subjectively

interpret the physical activity or girls are being objectified by other's evaluation. And those individual,

relational, and environmental levels are needed to strengthen the subjectification of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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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 론

신체활동 증진은 체육학의 모든 분야가 몰두하는 핵

심 주제다. 어떤 요인 때문에 사람들은 신체활동을 할

까? 반대로 어떤 이유로 사람들은 신체활동에 참가하지

않거나 못할까? 체육학이 그 이론적 지형을 구축하기 시

작한 시기부터 많은 연구자들은 이 질문을 고민하였다.

이 고민을 중심으로 체육학은 지금까지 아동에서부터 노

인에 이르기까지 계층과 학력수준, 성별, 거주지와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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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다양한 변인에 따라 신체활동 참가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론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 특히 청소년기 여학생은 특별한

대상으로서 주목받아 왔다. 신체활동을 향한 남학생의

적극성과 달리, 여학생은 우리 사회의 규범이나 제도,

관습으로 인해 신체활동에 소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었

다(Beltrán-Carrillo, Devis-Devis, Peiró-Velert,

& Brown, 2012). “생물학적, 환경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에서 신체활동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환기

(Eime, Harvey, Sawyer, Craike, Symons, Polman,

& Payne, 2013, p. 158)”인 청소년기의 습관화된 신

체활동이 전 생애에 걸쳐 형성될 체력수준과 성인기의

활기찬 삶으로 이어지기에(Halla, Victora, Azev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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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s, 2006; Kirk, 2005; Sallis & McKenzie,

1991), 여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은 모든 노력의 우선순

위에 놓여야 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지금껏 다양한 차원에서

여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술적 노력이 이루어졌

다. 그 노력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기본 ‘인식’과 관련된 연구의 축이다. 이는 여학생이 체

육수업과 신체활동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묻고, 그에

따른 참여 실태를 종합하는 연구로서(Han, 2010;

Hwang & Hwang, 2013; Kwag & Cho, 2015; Yu

& Kim, 2002), 여학생들이 왜 체육을 부정적으로 대

하는지(Yoo, 2002), 무엇이 체육수업 참여를 촉진 및

저해하는지(Hong & Lee, 2008; Lee, 2010; Lee,

2011)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두 번째 축은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신체적, 심리적 효과를 밝히는 노력이었고(Lee, 2010;

Lee, Kim & Moon, 2008; Nam, 2012), 세 번째 노

력은 여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 효과를 도모하고자

다양한 수업 모형과 전략을 활용하는 체육 활동 참여 방

안 모색이었다(Jo, 2013; Kim & Lee, 2008; Ryu,

2014; Lee & Park, 2012). 마지막으로는 전술된 다

양한 실천이 실현되도록 법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노력

으로서, 미국 Title IX에서 시사점을 얻어 여학생 신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 법제도를 마련하고 정책방향

을 제시하는 시도였다(Jin, 2017; Joo, 2015; Kim,

2014; Lee, 2015; Nam & Lee, 2005).

지금까지 이루어져왔던 이러한 학술적 노력은 여학생

의 신체활동에 방해가 되었던 일차적 진입 장벽을 어느

정도 허무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특히 지금껏 학교

운동장에서 ‘신체활동의 모퉁이화(化)(Nam & Lee,

2006, p. 443)’를 체화했던 여학생들에게 인지적, 물리

적 공간을 마련해줌으로써 신체활동 참여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도 지금까지

의 노력이 남긴 긍정적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여학생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학교체육진흥법 내 여학

생 체육활동과 관련된 규정 신설과 함께 남녀분리수업,

여학생 선호종목을 담은 ‘2016년도 여학생 체육활성화

추진계획’ 등이 대표적이다(Ministry of Education,

2016).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기술하는 것에 그쳤다는 평가

(Jung & Kim, 2016)를 받았으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학생들의 상당수는 신체활동에 참여

하지 않거나 못하는 상황이다(2015년 59.2%, 2016년

35.7%)(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6). 실제 초·중·고교생 가운데 규칙적인 체육 활동

에 참여하지 않는 여학생의 비율(49.9%)이 남학생의

비율(25.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상황(KBSnews,

2018.02.17)은 여학생이 좋아하는 활동을 제공하면

참여할 것이라는 단순한 정책적 논리가 현실에서 적용되

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학생의 신체활동 활성화

를 위해 특히 사회문화적 차원의 이해가 학술적 차원 뿐

아니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은 현상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

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여학생 신체활동을 둘러싼 시간

적, 물리적 조건의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 조건을 마련하는 일은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하는데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

다. 진입 장벽이 없다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학생들의 신체

활동 맥락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사

춘기라는 특정 시기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요인을 고려

해야만 한다. 그렇기에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환경을 둘

러싼 요인을 종합적으로 구조화하여 모델로 구성하는 작

업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일일 수밖에 없다. 그래

야 홍보에서부터 수업 설계, 환경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러 정책 개발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이러한 요인을 종합하거나 구조화하는 연구

가 국내에서는 지금껏 상당히 미흡했다. 중고등학교 여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의 촉진 및 저해요인을 인지/

심리적, 물리/환경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단

순 분류한 연구(Lee, 2010) 이외의 나머지 연구는 대

부분이 요인 나열이나 이론적 검토, 혹은 재미거리와 걱

정거리를 탐색하는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즉, 관련

요인의 산발적 나열에 그쳤으며 요인 간 관계와 메커니

즘을 거시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때

문에 관련된 정책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히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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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접근(선호종목 제공 등)이 주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한 마디로, 여학생의 신체활동을 둘러싼 ‘맥락

성’을 고려할만한 참고자료가 부족한 것이다.

향후 인구구조 변화나 비만 인구 증가에 따라 더욱 지

대한 정책적 관심을 받게 될 신체활동의 문제를 고려한

다면, 나아가 그 관심사에서 소외된 여성의 현 상황을

생각한다면,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에서부터 캠페

인 기획을 위해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가를 저해하거나

촉진하는 요인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닌다.

이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 우리보다 앞서 여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고민한 해외사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

다(Carlson, 1995; Knowles, Niven & Fawkner,

2011; Standiford, 2013; Whitehead & Biddle;

2008). 오래 전부터 여학생의 신체활동 불참에 따른 개

인의 건강과 삶의 질 저하,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

문제를 입증하며 여학생의 신체활동을 증진코자 지속적

인 노력을 경주해 왔던 이들 결과물이 우리에게 줄 시사

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즉, 신체활동을 향한 여학생

의 인식에서부터 참여를 촉진하고 저해하는 구체적 맥락

의 고민 지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학술적 접근이 실제로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다. 실제로 몇몇 해외 국가의 경우 여성을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80여개의 스포츠 종목 참가

를 지원하면서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가를 돕는 영국의

‘This Girls Can’ 캠페인이나,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여학

생 신체활동 파트너십을 구성한 스코틀랜드의 ‘Fit for

Girls’ 프로그램, 여학생들의 신체활동과 연관된 심리사

회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지방 부처, 코치, 가족들을 위

한 가이드라인 및 권고 사항을 제시한 캐나다의 사례 등

은 거시적으로 여학생 신체활동과 관련된 요인을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하여 얻은 연구물과 조우한 결과이다. 여

학생 신체활동 관련 해외연구물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봐

야 할 이유의 또 다른 축이기도 하다.

이에 이 연구는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촉진시키고

저해하는 요인의 사회문화적 측면이 어떤 관계로 구성될

수 있는가를 가설적으로 모형화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첫째,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가와 관련되어

해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결과는 어떠한지를 밝혀

내고, 둘째, 그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범주를 형성

하여 개념화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개념

범주들 간의 인과적 관계가 환경적, 관계적, 개인적 차

원에서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는가를 가설적으로 모형화

하려는 세 가지 연구질문이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작업은 향후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제시해줄 수 있다. 즉, 여성이라는 ‘공통성’과 환경적 맥

락이라는 ‘상이함’ 속에서 먼저 고민된 해외 연구 결과는

특정 대상의 현 조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중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향후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국내 여

학생들의 저조한 신체활동 참여를 개선시킬 요인 탐색

작업의 이론적 기반이 되며, 관련 문제의 개선점과 정책

마련에도 적지 않은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다. 나아가

학교 현장의 실천 과정에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뿐 아

니라 구체적 변화도 모색하고, 여학생 신체활동과 관련

한 세부적이고 구체적 지침을 세우는 데에도 기초 자료

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

해외에서 이루어진 여학생 신체활동 참가 연구를 종

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및 수집절차

이 연구의 분석대상은 여학생 신체활동 참여 및 저해

요인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이루어진 총 26편의 연구물

이다. 이들은 구글 학술검색과 EBSCO에서 ‘신체활동

(physical activity, physical education, exercise,

sport)’, ‘여학생(adolescent girl, female)’, ‘참가

(participation)’, ‘질적연구법(qualitative methods,

methodology)’ 검색어를 교차 입력하며 수집되었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영어로

게재된 연구물을 수집하였다. 연구물의 수집 시작 년도

를 2005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2005년이 미국의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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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시행 30년이 되던 해로 미국 교육 당국이 Title IX

시행과 관련해 그 간의 업적을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였고, UN 역시 2005년을 국제 스포츠 교육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2005)로 지정하여 여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를증진시키기위해노력한해이기때문이다(UN, 2005;

U.S. Department of Eucation, 2005; The National

Coalition for Women and Girls in Education, 2012).

그 이후 약 10년간의 주요 연구물을 통해 여학생들의 참

여 촉진 또는 저해 요인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자 2016

년까지로 수집 기간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총 40개가

검색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자는 1) 제목 수준에

서 여학생 신체활동 및 스포츠 참가 촉진 및 저해 요인이

명시된 연구물 2) 초록에서 여학생 신체활동 참여 촉진

및 저해 요인이 연구결과로 명시된 연구물, 3) 여학생의

특징 분석 및 신체활동 참가 요인을 밝혀낸 연구물이라

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먼저 분류를 실시하였다.

사전 분류를 실시하면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주제의 연구물이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남녀학생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 중 여학생의 참여 요인

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결과는 분석 대상으로 삼았지만

남학생과 여학생의 참여 특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연구는 제외하는 식이었다(Bauer, Yang & Austin,

2004; Hohepa, Schofield & Kolt, 2006). 연구방

법 측면에서 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혼합하여

진행한 연구 중 여학생의 면담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고

신체활동 참가 요인 및 이유가 드러난 부분은 분석 대상

으로 삼았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되었다.

또한 연구물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연구 결과 및 결론

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본 연구의 목적이 부합되지

않는 연구도 제외되었다. 예를 들어, 댄스 프로그램 효

과와 교사 전략 연구(Watson, Adams, Azevedo &

Haighton, 2006)나, 민족이나 인종에 따른 신체활동

인식 연구(Grieser, Vu, Bedimo-Rung, Neumark-

Sztainer, Moody, Young & Moe, 2006), 나아가

과체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Stankov, Olds &

Cargo, 2012)와 같이, 특정 프로그램과 대상을 통해

신체활동 참여 요인 및 효과를 밝힌 연구 역시 본 연구의

목적 달성과 관련이 없기에 제외시켰다. 총 14편이 제외

시킬 연구물로 선정되었고, 이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6편의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분석절차

수집된 자료는 몇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분석범주는 연구의 출판년도, 목적, 연구대상, 분석방

법, 주요결과 중심으로 설정되었고, 연구의 주요결과로

제시된 내용 중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가와 관련된 여러

요인은 신체활동 참가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요

인의 하위 특성에 따라 촉진 또는 저해의 가능성을 모두

지닌 요인(◎)으로 표시 및 분류되었다. 촉진요인이란

각 연구에서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가를 활발하게 만드

는 개인적, 관계적, 환경적 변수였고, 반대로 저해요인

은 그러한 신체활동의 장벽(barriers)으로 기능하는 변

Fig. 1. Reference screening and sele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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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각각 정의된 후 분석 과정에서 정리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범주에 따라 개별 연구자들은 분석대

상인 26편의 연구물을 반복적으로 독해하고 분석틀에

맞춰 어떤 요인이 여학생을 신체활동에 참가하게 하거나

저해하는지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분석 자료로 삼은

원자료의 분류체계와 그 의미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했

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각자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동료 검토(peer review)를 실시했다. 먼저 각 연구자들

이 개별적으로 요인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각의 개념을

구성한 후, 함께 모여 그 내용의 타당성을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체활동 참가와 관련한 선행연구 및 이론

이 삼각검증의 도구로 활용되었고(e.g., Spence & Lee,

2003; Vilhjalmsson & Thorlindsson, 1998), 이러

한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논의를 하였고, 최종 개념화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은 앞서 설정한

정리 범주에 따라 표로 재정리되었고, 이들 각 요인은

귀납적으로 범주화된 후 인과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작업

으로 이어졌다. 이들 범주는 개인적, 관계적, 환경적 차

원으로 분류된 후 신체활동 관련 이론 및 연구가 참고되

어 범주 간 인과관계성이 설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가

설적 모형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및 논의

<Table 1>에 정리된 연구결과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촉진되고 저해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서 중요한점은각연구가밝혀냈던요인

들이 어떻게 범주화되어 신체활동과 관련한 경향성으로

나타나는가이다. 신체활동 촉진과 저해요인이 주요 범주

중심으로설명되어야할이유다. 때문에본연구는 <Table

1>에제시된 각요인을범주화하여신체활동촉진요인모

형(SPORTS)과 저해요인 모형(INCAPABLE)으로 재

배치한 후 이들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여학생 신체활동 촉진요인으로서의 SPORTS

여학생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사례들은 크게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자기

인정(지)(Self-Recognition)’을 시작으로, 신체활동과

관련된 주변 환경 조건으로서의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종목이나 시간의 선택을 가능케 하는

‘기회(Opportunities)’, 중요타자와의 지속적 상호작용

을 전제하는 ‘관계형성(Relationship)’, 신체활동을 스

스로 다룰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적합성(Treatment)’,

마지막으로 부모나 교사, 친구에게 직간접적으로 받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s)’가 그것이다.

촉진요인1: 자기인정(지)(Self-Recognition)

첫 번째로 범주화한 신체활동 촉진요인은 ‘자기인정

(지)’이었다. 이는 ‘여학생들이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명제로 이해되는 요인이다. 즉, 많은 선행연

구에서 밝혔듯, 이 ‘자기인정’은 자신의 운동능력이 뛰어

나거나 신체 이미지가 좋다고 인정/인지할 때(Biddle,

Whitehead, O’Donovan, & Nevill, 2005; Hills,

2007; Coleman, Cox, & Roker, 2007), 혹은 자신

의 가치가 높다고 인정할 때(Yungblut, Schinke, &

McGannon, 2012), 신체활동으로 인해 자신이 즐거움

을 느낄 수 있음을 인지할 때(Standiford, 2013) 여학

생들의 신체활동 참가가 촉진된다. 이 결과는 교육현장

에서 여학생들의 ‘유능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신체활동

에서의 성공 자주 경험하기’ 차원의 교수법에서부터, 사

회적으로 ‘여성도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할

분위기 형성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를

잘 말해준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여성의 활동적인 삶

을 위하여 스포츠 잉글랜드의 지원 하에 ‘This Girl

Can’이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본

연구의 ‘자기인정’ 요소의 중요성을 사회적 차원에서부터

형성해나가려는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촉진요인2: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두 번째 촉진요인은 물리적 환경이다. 이 요인은 여학

생들이 신체활동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잘

갖추어졌을 때 참가가 증진됨을 말해준다. 스포츠나 운

동과 같은 신체활동은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용구와 같은

물적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서 참가가 촉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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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Method Key points (factors)

1

Biddle, 
Whitehead, 

O’Donovan & 
Nevill
(2005)

To identify key modifiable 
correlates of physical 
activity for adolescent 

girls 

50
articles
(1999~
2003)

included girls 
(10-18 years 
old), physical 

activity, 
quality, 
English 

language 
articles 

Systemic 
analysis
(review)

demographic 
and biological

△ white ethnicity, family income, higher parental
education

▼ female gender, age, increased body mass index

psychological

△ perceived competence, self-efficacy, enjoyment,
perceived body attractiveness, physical self-worth,
appearance (concern)

▼ perceived barriers, lack of time barrier

behavioral
△ participation in organized sports
▼ smoking
◎ tv/video viewing

social and 
culture

◎ peer involvement and support, mother’s physical
activity

△ family and parental support, father’s physical activity

2 van Daalen
(2005)

To explore why girls’ 
enrollment in physical 

education was dwindling 

5 girls 
(15-17

years old)
interview ▼ emotion, feeling(awful, terrible), body image pressure, peers, athletic

ability, teachers, sexism, sexual harassment, sexuality and homophobia

3

Azzarito, 
Solmon & 
Harrison
(2005)

To understand how high 
school girls experience 

in PE classes

teacher and 
15 female 
students

field notes, 
(in)formal
interviews 

inductive/
content 
analysis

△ a more level playing field(Tennis and Badminton)
▼ gender stereotypes, worried about appearance, lack of participation

4 Dwyer, et al.
(2006)

To explore the reasons 
why girls do not 

participate in physical 
activities and the 
perceived barriers

73 
adolescent

girls 

focus group 
interview

data 
analysis

▼ lack of time, involvement in Technology-related activities(TV, Phone),
influence of  Peers, Parents, and Teachers, concern about Safety,
inaccessibility of Facilities, cost of using Them, competition(pressure to
win), body-centered issues(femininity and physical appearance)

5

Vu, Murrie, 
Gonzalez & 

Jobe
(2006)

To explore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physical 

activities between boys 
and girls

100 girls
(13groups), 

77 boys
(11groups)

semistructured 
interviews, 

focus group 
interview

text 
analysis
(QSR

program)

△ comfort levels, fun, verbal encouragement, incentives(prizes)
▼ physically active girls being described as tomboys, uninteresting,

physical activity is aggressive and difficult, verbal discouragement on
their self-esteem, lack of motivation and opportunity, in shape,
protective parents

(Continued)

Table 1. Summary of study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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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 Method Key points (factors)

6 Hills
(2006)

To explore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y 
negotiated gendered 
physicality in PE

28 gilrs
(12-13- 

year-old) 

interviews, 
FGI, 

observations

narrative 
analysis

▼ inequality in women's identity, modifications of behaviour with regard
to perceived norms, the contradictions in society are reflected in
susceptibility of gendered habitus to subversions

7 Hills
(2007)

To explore girls’s 
understanding of 

physicality in PE and 
informal social networks

28 gilrs
(12-13- 

year-old) 

ethnographic
interviews

(28), 
FGI, 

observations

narrative 
analysis

△ competence
◎ social relationship(positive or negative), ability to acquire and utilize

desirable forms of social and physical capital

8 Loman
(2008)

To describe adolescent 
girls’ view about PA 

28 girls 
(12-18 

years old) 
FGI content 

analysis
△ autonomy, fun, body image, benefits of physical activity(stay in shape,

relieving stress, improving self-confidence)

9
O’Donovan & 

Kirk
(2008)

To explain what the girls 
are motivated in physical 

education 

13 girls
(11-12 

years old)

ethnographic
interview

narrative 
analysis

△ physical competence as capital(competence), a site for developing valued
friendships

◎ appearance(identity/ PE uniform)

10
Whitehead & 

Biddle
(2008)

To understand the factors 
related to girls’ physical 

activity 

 47 girls
(14-16

years old)

FGI
(8 groups)

a 
thematic 
analysis

△ enjoyment, appreciation of the benefits
▼ perceptions of femininity, self-presentational concerns: appearance,

weight, clothes, changing priorities: friends, boyfriends, Lack of 
motivation 

◎ the desired structure of physical activity: social relationships, friends’
attitudes and behaviour, parental support

11
Coleman, Cox 

& Roker
(2008)

To explore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female PA

75 young 
women 
(15-19

years old) 

in-depth 
interview

inductive 
analysis

△ positive image of Sport,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own abilities,
supporting influence of friends and family, sporting role model,
friendship group, personal choice and motivation

12 Jago et al.
(2009)

To explore influence of 
friendships on initiation 
and maintenance of PA

113 
children 
(10-11 

year old)

FGI
(17 groups)

content 
analysis

(initiation) △ co-participation in physical activity, modeling of being
active, verbal support to initiate a new activity

(maintenance) △ enjoyment

(Continued)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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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asey, Eime, 
Payne & 
Harvey
(2009)

To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physical activity 
of local adolescent girls 
through a socioecological 

model

34 girls 
(12-18

years old) 
FGI inductive 

analysis

intra-
personal

Goal orientations: task-, oucome-
△ enjoyment, build up skill, health benefits, social

benefits(friends), self competence
▼ lack of success, lack of peer recognition
◎ family, friends, peers

organization, 
environment

△ school(single-sex classes), sport club, rural
settings(opportunities)

14
Slater & 

Tiggemann
(2010)

 To investigate the 
reasons for a girls’ stop 
playing sports and girls 

don’t play as much sport 
as boys

49 girls
(13-15
years)

FGI
(6 groups)

systemic 
and 

inductive 
analysis

reason to stop 
playing

▼ lost interest in activity, low competence, lack of time
and availability, injury, finance, team conflict, strict/
unfair coach, friends and family influence

compare with 
boys

▼ concern about feminine, image, social activity, school
work(workload), lack of options for girls, uniforms
and body image, transition from primary school to
highschool

15

Wright, Wilson, 
Griffin & 

Evans
(2010)

To understand effects of 
parents’ social support 
and role modeling on 

youth PA

22 boys, 
30 girls

FGI
(10 groups)

content 
analysis

△ emotional support
▼ not fun, no one to play with, too much homework, too tired, forced

support, negative support

16

Eime, Payne, 
Casey & 
Harvey
(2010)

To examine the views of 
active rural girls regarding 

the factors affecting PA

27 girls 
(16-17

years old) 
FGI

content/ 
thematic 
analysis

intra-
personal

◎ preferences and motivation, time and change in type
of PA involvement, self-esteem and skill

inter-
personal ◎ family, friends, coaches, peers

organization, 
environment

△ single sex PE class
▼ remoteness, lack of time/opportunities, uniforms,

sweat, shower, not choice(traditional sport)

(Continued)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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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Knowles, Niven 

& Fawkner
(2011)

To understand the reason 
why decline may in 

physical activity level as 
girls go from elementary 
school to middle school

14 girls
(Mean 
13.64 

years old)

Narrative 
interview

inter-
pretative 

Phenomen
ological 
Analysis

physical activity 
opportunities

△ used opportunities to be active(break&lunch time),
unstructured play

▼ lack of utilizing opportunities, alternative activities

environment △ supportive environment(family, friends)
▼ unsupportive environment(family, friends)

sense of self 
when active

△ positive sense(enjoyment, competence)
▼ negative sense(lazy, bother)

18
Gillison, Sebire 

& Standage
(2011)

To explore factors that 
underpin increased 
internalization in 

motivation towards 
exercise of girls

107 girls

mixed 
method
(survey, 

interviews)

systemic 
analysis

growing up
△ concern for future health state, independence,

personal identity, spending time usefully, change in
ways of thinking

challenge seeking △ achievement, Noticing outcomes/reasons to try, option
to set own goal, self-development

social factors △ seeking social affiliation, social enjoyment, affiliation
with adults, avoidance social pressure

19

Yungblut, 
Schinke & 
McGannon

(2012)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physical activity 

 35 girls
(12-18

years old)

interview, 
FGI

inductive 
analysis

△ friends(comfort, ease of participation), skill level, competence, good
feeling(physically ,emotionally), peer encouragement

▼ peer feedback

20

Svender, 
Larsson & 
Redelius
(2012)

To explore the 
Government's support for 
Girls ' physical activity 

improvement

application 
for 

physical 
activity 

project for 
girls

female 
dominated 

sports 
application

215

discourse 
analysis

▼ potential sports dropout(unhealthy lifestyle, obese, eating disorders,
drugs, alcohol), (non)competitive, poor self confidence, low self esteem

◎ leadership(potential coach, referee)development, wants more than
sport(reading books, helping with homework)

21 Stadiford
(2013)

To explore comprehensive 
analysis on the factors 

affecting girls PA
19 articles

previous
articles on
girls’ PA

systemic 
review 
analysis

△ perceived advantages, enjoyment, prefer activity
▼ concern about appearance, physical ability, body image, comparison,

competition, physical activity and gender, concern about safety
◎ friends, peer, teacher, family, accessibility, availability

(Continued)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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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iven, Henretty 

& Fawkner
(2014)

To identify the school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and 
explore the key factors in 

PE for adolescent girls.

 38 girls 
(13-16

years old)
FGI inductive 

analysis

△ activity(individual, team), variety, choice, facilities(size, clean, safe, warm),
changing facilities(changing room, suitable toilets), equipment(quality,
enough, variety), timings(length and time of class)

▼ clothing(uniform)
◎ weather

23
Knowles, Niven 

& Fawkner
(2014)

To explore how girls 
experience transition from 

primary to secondary 
school

14 girls interview narrative 
analysis

▼ changes in motivation(ambiguous stance, lazy, bothering), self
presentation concerns

◎ self-conception, identity, others role(parents and peer)

24
Spencer, 

Rehman & Kirk
(2015)

To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olescent girls' nutrition, 
PA, health-related 

behaviors and gender 
norms

28 articles

PA, gender, 
girls journals

(10-19 
years old)

(review,
scoping 
study)

△ focus on dieting rather than nutrition
▼ appearance and perceptions influence
◎ social influence(environment), gender role

25 Shannon
(2016)

To exploring the factors 
that keep girls engaged in 

community-based 
competitive dance 

programs

17 girls
(12-17

years old)

interview, 
observation

inductive 
analysis

△ flexible participation, enjoyment: limited competition, variety, everyone
competes, Creative expression, Friendship, supportive environment(studio,
parents)

26
Gruno & 
Gibbons
(2016)

To exploring why girls 
disengaged in PE and 

drop out and the 
promising practices that 

keep girls engaged in PE

A girl
(16 years 

old)

in-depth 
interview

narrative 
analysis

△ curriculum: rhythmic movement, individual and dual activities and
games, enjoyment, welcoming environment, fair and private assessment,
confidence, social safety, competence, same sex class

▼ competition, evaluation in front of peers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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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기에, 이 범주는 어떤 측면에선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 있지만, 여기엔 시설과 용구만이 포함되는 것

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공평한 경쟁조건이 마련되었을

때(Azzarito, Solmon, & Harrison, 2006)’라거나,

‘활동하기 편안한(cozy)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Vu,

Murrie, Gonzalez, & Jobe, 2006)’, 나아가 ‘학교에

서 남녀가 분반되었을 때(Casey, Eime, Payne, &

Harvey, 2009)’ 신체활동에 적극 참가하겠다는 의견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반응은 이 연구의 후반에 나

오는 ‘저해요인’ 중 여학생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조건과

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기본적으로 신체활동 자체가

자연 환경이 아닌, 구성된 환경(built environment)에

서 대부분 이루어지기에, 이처럼 물리적 환경을 적절하

게 조성하는 작업은 비단 이 연구 뿐 아니라 향후 다각적

인 방향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촉진요인3: 기회(Opportunities)

세 번째 촉진요인은 ‘기회’로 종합되었다. 이 요인은

여학생들에게 운동 종목이나 운동을 할 시간을 포함하여

일종의 ‘선택 기회’를 제공했을 때 신체활동 참가가 촉진

될 수 있다는 명제로 이해된다. 다시 말해, 선택지를 최

대한 많이 제공해줌으로써 여학생들의 ‘주도적 선택권’을

높여주는 것이 신체활동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

이다. ‘신체활동의 선택기회(Biddle, et al., 2005;

Gillison, Sebire, & Standage, 2012)’가 제공되거

나 그러한 기회가 ‘나의 선호도에 맞는 신체활동과 연관

(Gruno & Gibbons, 2016)’ 될 때, 나아가 ‘운동할 시

간적 기회가 제공(Knowles, et al., 2011)’되거나, 구

체적으로 ‘어떤 신체활동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제공될 때(Loman, 2008)’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은 촉

진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기 교과목을 교사들이

미리 정한 후 여학생들에게 참여를 강요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육현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촉진요인4: 관계 형성(Relationship)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촉진시킬 네 번째 요인은 ‘관

계 형성’으로 범주화하였다. 이 범주는 운동이나 체육수

업, 스포츠 활동을 할 때 관련되는 중요타자와의 긍정적

관계가 형성되면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가가 촉진된다는

명제로 이해된다. 즉, 신체활동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혜택 차원인 것이다. 특히 여학생들이 주로 언급했던 혜

택은 신체활동이 ‘친구와의 우정을 형성할 기회로 인정

될 때(Coleman, et al., 2007; O’Donovan & Kirk,

2008; Shannon, 2016)’ 참가가 촉진될 수 있다고 언

급한 지점이다. 여성 특유의 관계 지향성을 엿볼 수 있

는 결과라 하겠다. 더불어 ‘긍정적인 사회관계 및 사회자

본 형성의 기회(Hills, 2007; Whitehead, & Biddle,

2008)’나 ‘성인(부모 및 교사)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

는데 도움(Gillison, et al., 2012)’이 될 때도 신체활

동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특히 여

성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되어

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개인적으로 즐

길 수 있는 프로그램만이 아닌,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

류하는 ‘협동’과 운동기술로 겨루는 ‘경쟁’이 포함된 일종

의 ‘협쟁(coopetition)’ 형태의 프로그램이 적합할 수 있

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촉진요인5: 적합성(Treatment)

‘적합성’으로 명명된 다섯 번째 요인 또한 앞서 언급되

었던 여학생들의 행위성(주체성)과 관련되며, 여학생들

에게 자신이 다룰 수 있는 활동이나 시간적 조건을 제공

해주어야 함을 말해준다. 즉, 여학생들은 자신들이 신체

활동하기 적합한 상황, 예를 들어 참가 장소 및 시간이

적절하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질 때 참가

가 촉진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표적으로, ‘운동 종목이

공평한 경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때(Azzarito, et

al., 2006)’나 ‘시간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주

어졌을 때(Eime, et al., 2008)’, 나아가 ‘흥미를 느껴

참가할만한 활동이 주어졌을 때(Standiford, 2013)’,

‘운동하는 장소가 접근 및 이용 가능할 때(Niven, et

al., 2014)’, 신체활동 참가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운동 종목의 다양성에서부터 활동 형태(개인

운동 혹은 팀 운동)가 감당할만한 것으로 조건화되어야

함을 연구결과는 말해준다.

촉진요인6: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s)

여학생의 신체활동 촉진요인 마지막은 ‘사회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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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요인은 부모, 교사, 친구와 같은 중요타자가 자신

의 신체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줄 때 여학

생들의 신체활동 참가가 이루어진다고 말해준다. 이 명

제는 예를 들어, ‘부모의 지지나 동료의 관여와 지지, 가

족들이 지지해줄 때(Biddle, et al, 2005)’, 즉 ‘중요타

자의 지지가 있을 때(Coleman, et al., 2007)’나 ‘자신

의 참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격려해 줄 때(Vu, et al.,

2006)’와 같은 사례로 구성된 범주인 것이다. 특히 여학

생들은 부모가 신체활동에 대해 감정적으로 지원해줄 때

더 큰 영향을 받았다(Wright, Wilson, Griffin, &

Evans, 2010; Knowles, et al., 2011; Gillison, et

al., 2012). 결국 이 역시 첫 번째 촉진요인인 ‘자기 인

정’과 함께 여학생도 신체활동에 어울릴 수 있음을 일깨

워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학생 신체활동 저해요인으로서의 INCAPABLE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저해요인은 총 아홉 개로 범주

화하였다. 이 범주는 ‘무엇인가를 하지 못한다’는 뜻의

‘INCAPABLE’로 정리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면화된 시선(Internalized Gazes)’, ‘부정적 피드백

(Negative Feedback)’, ‘경쟁성(Competitiveness)’,

‘대체활동 우세성(Alternativeness)’, ‘인지된 위험성

(Perceived Danger)’, ‘외모 인식(Appearance)’, ‘신

체활동에 대한 불쾌한 감정(Bad Feeling)’, ‘기회 부족

(Lack of Opportunities)’, ‘여성적 규범(Effeminate

Norms)’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각 범주에 대한 세

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해요인1: 내면화된 시선(Internalized Gazes)

첫 번째 저해요인은 ‘내면화된 시선’으로 명명되었다.

여기에는 여학생들이 자신들의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다

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시선의 기준에 맞춰 행

동을 선택한다고 응답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즉, 타자의

시선을 내면화한다는 뜻이다(cf., Evans, 2006). 이와

같은 시선의 내면화 문제가 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는

데, 이는 ‘타인의 시선을 체화할수록 여학생들은 신체활

동에 참가하지 않으려 한다’는 명제로 연결될 수 있다.

연구의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남학생 앞에서 우습게 보

일까봐 신경 쓰이고(Azzarito, et al., 2006)’, ‘남학생

들의 반응이 두려우며(Standiford, 2013)’, ‘복장이나

몸에 대한 타인의 시선(Slater & Tiggemann, 2010;

Spencer, Rehman, & Kirk, 2015)’이 신경 쓰여 ‘계

속 나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생각(van Daalen, 2005)’

하며 ‘타인의 평가가 어떠할지를 자꾸 염려(Yungblut,

et al., 2012)’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주

요 사례는 여학생들이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질수록 활발

한 신체활동 참가가 저조해질 것이고, 내면화된 시선의

문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고민해야 함을 말해준다.

저해요인2: 부정적 피드백(Negative Feedback)

신체활동 참가 저해요인의 두 번째 범주는 중요타자

에게 받는 ‘부정적 피드백’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는 부

모나 교사, 코치, 친구 등과 같은 중요타자에게 긍정적

이지 못한 피드백을 받게 되면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참가하지 않으려 한다는 명제를 지닌다. 즉, 신체활동

참가 촉진 요인 중 ‘사회적 지지’와 정 반대의 내용인 것

이다. 부정적 피드백으로 제시되었던 사례로는, ‘교사의

젠더와 인종적 편견으로 인한 절망(van Daalen,

2005)’에서부터, ‘남자체육교사의 부정적 피드백(Casey,

et al., 2009; Vu, et al., 2006)’, ‘부모의 부정적 지

지(Knowles, et al., 2011; Slater & Tiggemann,

2010)’나 ‘운동보다는 숙제 및 공부를 더 독려하는 경향

(Dwyer, Allison, Goldenberg, & Fein, 2006)’ 및

‘주변에서 (신체활동 할 때) 바보처럼 보인다고 받는 평

가(Coleman, et al., 2007)’ 등이 거론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주변의 부정적 피드백은 어린 나이대의 여학

생들이 신체활동을 대하는 ‘태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

기에 중요한 문제다. 특정 행동을 선택하는데 있어 자신

의 결정에 주변(물적, 인적) 환경의 ‘평가’가 먼저 고려

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학생의 신체활동을 향한 주변 평

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 반(反)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감수해야만 할 ‘대가’를 계산하는

것 역시 최종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다(Epstein, 1998; Lenskyj, 1995). 앞선 내면화

된 시선과 더불어 여학생들 스스로의 주도적 선택 역량

을 저해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타자들의 부정적 피드백은

여학생 신체활동 참가에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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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요인3: 경쟁성(Competitiveness)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저해요인은 또한 ‘경쟁성’이란

범주로 재구성되었다. 세 번째 범주로 구성된 이 ‘경쟁

요인’은,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경쟁 환경이 여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때 신체활동 참가는 연기될

수 있음을 그 명제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여학생들은 ‘신

체활동에 동반되는 지나친 경쟁(Casey, et al., 2009;

Gruno & Gibbons, 2016)’과 ‘남학생과의 경쟁에 대

한 거부감(Knowles, et al., 2011)’을 주된 저해요인

으로 거론했고, 나아가 그러한 경쟁이 주는 ‘승리에 대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Dwyer, et al., 2006)’와 ‘팀 스

포츠에서 실수할까하는 두려움(Standiford, 2013)’을

신체활동으로의 참가를 막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처

럼 경쟁요인이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가를 저해하는 이

유는 여성이 지니는 스포츠 참가의 사회적 가치 때문이

기도 하다. “여성은 재미, 우정, 연결과 같은 스포츠 참

가의 사회적 측면에 가치를 부여한다(Lenskyj, 1995,

p. 9).” 나아가 신체활동(체육수업을 포함한)에서의 지

나친 경쟁은 기본적으로 ‘평가’를 수반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되었던 ‘부정적 피드백’과도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

다(van Daalen, 2005).

저해요인4: 대체활동(Alternativeness)

여학생들은 스포츠나 운동 이외에 숙제나 다른 여가

활동 때문에 신체활동 참가가 저해된다고 보고하기도 하

였다. 이는 ‘대체활동이 지니는 우세성’으로 명명될 수

있는 범주로서, 다른 활동(숙제, 친구와의 수다, 쇼핑

등)의 중요성이 더 높게 인지될 때 여학생들은 신체활동

에 참가하지 않게 된다는 명제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숙

제가 많고 주말에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아르바이트

및 가사일(Dwyer, et al., 2006)’이나 ‘과제로 인한 여

유 부족 및 TV 시청이나 인터넷과 같은 테크놀로지 활

동(Biddle, et al., 2005)’, 10대가 되면서 운동과 같

은 활동에서 다른 활동, 예를 들어 남자친구 만나기나

시내에 나가 놀기 등, ‘우선순위의 변화(Whitehead &

Biddle, 2008)’, 여기에 덧붙여 ‘다른 취미활동이나 사

회적 활동 선호(Wright, et al., 2010)’ 및 ‘중학교에

올라와 대안적 활동에 관심(Knowles, et al., 2011)’

을 갖는 이유 등이 포함되었다.

저해요인5: 위험 인지(Perceived Danger)

신체활동에 언제나 수반되는 ‘위험성’ 역시 여학생들

이 인식하는 신체활동 참가 저해요인 중 하나였다. 다섯

번째 범주로 나타난 이 요인은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나 활동 자체가 위험할 것 같다고 인식되면, 여학

생들은 신체활동에 참가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명제

로 구성된다. ‘다칠지 모른다는 생각(Dwyer, et al.,

2006)’이나 ‘부상 걱정(Slater & Tiggemann, 2010)’

이 먼저 들 때, 나아가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관련한 ‘안전 우려(Standiford, 2013)’가 다섯 번째 저

해 요인인 ‘인지된 위험성’에 포함된 내용이었다. 학교

운동장에서의 젠더 재생산을 다룬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 바 있는데, 남학생들은 위험을 ‘극복

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반면, 여학생들은 신체활동의

위험성을 ‘회피 대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보

고된 바 있다(Nam & Lee, 2006).

저해요인6: 외모 인식(Appearance)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가를 저해하는 여섯 번째 범주

는 ‘외모 인식’으로 명명되었다. 이 범주에 따르면, 외모

에 대한 자기 자신 혹은 타인의 평가가 지나칠수록 여학

생들은 신체활동으로의 참가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음

을 보여준다. 신체활동 자체가 외모를 어느 정도 헝클어

트릴 수밖에 없음에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여학생들

은 신체활동으로의 참가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

제로 많은 선행연구에서는이와유사한반응을결과로제

시하였다. 예를 들어, 다른 무엇보다도 ‘외모와 복장(너

무 타이트하다고 느낌)에 신경을 쓰게 되거나

(Whitehead & Biddle, 2008)’, 신체활동을 함으로서

‘헝클어진 머리나 화장이 지워지는 것에 우려감

(Standiford, 2013)’을 지니는 경우, 나아가 ‘다른 아이

들에게 내 외모가 어떻게 평가될지 두렵거나(O’

Donovan, & Kirk, 2008), 다른 사람의 인식이 우려스

러운(Spencer, et al., 2015)’ 경우, 여학생들은 신체

활동에 참가하지 않았다. 결국, 자신의 신체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자신인지, 타자인지에 따라 참가여부가 결

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여학생들의 ‘자기 대상화

(self-objectification)’가 적극적인 신체활동 참가에 걸

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론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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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요인7: 불쾌한 감정(Bad Feelings)

일곱 번째로 드러난 신체활동 저해요인은 신체활동에

수반되는 ‘불쾌한 감정’으로 명명되었다. 이 요인범주는

신체활동 자체적으로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 수반되는

불쾌한 느낌과 감정이 클수록,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

가 수준은 낮아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반응은 신체활동으로 인해

‘땀이 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로 인한 스포츠 참가

가 꺼려지는(Coleman, et al., 2007)’ 상황과 이를 해

결 할 ‘샤워시설의 부재로 인해 땀 등의 불쾌감이 해소되

지 못하는 상황(Yungblut, et al., 2012)’이 제시되었

다. 더 나아가 최근 국내에서도 문제가 된 ‘성차별과 성

희롱’에서부터 신체활동 맥락이 제공하는 ‘두려움, 끔찍

함, 당황스러움, 불안감, 압박감 등의 불쾌한 감정(van

Daalen, 2005)’ 등도 이 일곱 번째 범주를 형성하는 대

표적인 사례였다. 즉, 신체활동에 따라오는 경쟁성이나

승리에 대한 지나친 압박이 여학생들로 하여금 참가를

꺼리게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던 ‘지

나친 경쟁’ 요인과 맥을 같이 하면서, 여학생들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를 시사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저해요인8: 기회 부족(Lack of Opportunities)

신체활동과 연계된 ‘기회’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내용이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가를 저해하는 여덟 번째

요인으로 범주화되었다. 이 기회 요인은 적합한 프로그

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시간, 시설로의 접근성 등을

주로 포함하면서, 신체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적

을수록 여학생들은 다른 활동으로의 참가를 선택하게 된

다는 명제를 지닌다.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 빈번하게

언급된 내용으로는 우선 ‘배제에 따른 기회 박탈’이 논의

될 수 있다. 즉, ‘경쟁에 따른 참가 배제로 기회가 박탈

(Casey, et al, 2009)’되거나 ‘남학생과 함께 할 때 배

제됨으로써 기회가 없어지는(Slater & Tiggemann,

2010)’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시설 이용

의 기회 제한 및 접근성이 떨어지는(Dwyer, et al.,

2006)’ 문제와 ‘시간 부족(Eime, et al., 2008)’, 여기

에 덧붙여, 체육수업에서 전통적인 스포츠만 진행함으로

써 여학생이 할 수 있는 스포츠 종목의 선택을 제한하는

(Azzarito, et al., 2006; Slater & Tiggemann,

2010) 문제 등이 포함되었다.

저해요인9: 여성적 규범(Effeminate Norms)

스포츠가 여성적이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 역시 여학

생들의 신체활동 저해요인 중 하나를 차지하였다. 즉,

‘여성적 규범’으로 명명된 마지막 저해요인과 관련, 선행

연구는 여성다움의 기준이 강하게 발현되는 환경적 조건

일수록,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가는 저해된다고 말해주

고 있었다. ‘이 신체활동으로 인해 나의 여성성이 훼손되

지는 않을까’란 걱정이 드는 순간, 여학생들은 신체활동

으로의 참가를 철회한다는 뜻이다. 즉, ‘신체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남정네(tomboy) 같다고 인식(Vu, et al,

2006)’하고, 이에 따라 공격적인 신체활동이 불가능하

다고 생각하거나 ‘여학생은 축구를 할 수 없다는 암묵적

기준(Hills, 2006)’을 따르며, ‘활발한 신체활동을 하는

것은 여성으로서 쿨하지 못한(uncool) 선택(Slater &

Tiggemann, 2010)’으로 수용되는 경우다. 결국, 이러

한 인식과 반응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여성성에 대한 편

견(Dwyer, et al., 2006)’과 더불어 ‘사회에서 기대되

는 여성적인 행동규범(Standiford, 2013)’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한 여성적 규범을 어린 나이 때부터(실제

로 이 연구에서 인용된 26편의 연구 대부분은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 신체활동 맥락에서 체화한 여학생들은, 향

후 전 생애에 걸쳐 신체활동 참가 지향적인 삶을 살지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게 된다.

여학생 신체활동 촉진 및 저해요인의 가설적 모형

지금까지 여학생 신체활동과 관련한 경향성을 촉진요

인과 저해요인으로 범주화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요인

의 범주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이들 각 요인

범주가 나름의 관계를 맺고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 총 15

개의 요인범주 간 인과관계를 설정하였고, 그 결과 다음

의 <Fig. 2>와 같은 가설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 모형

은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가 촉진과 저해요인이 환경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 그리고 개인적 차원으로 구조화되

어 상호 간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신체활동 참가촉진과 관련한 요인범주 관계모형

에 따르면,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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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심신과 관련한 요

소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자기인정). 즉, 여학생들은 ‘능력이 좋아’, ‘운동을

잘해’, ‘운동하는 것이 나에게 어울려’ 등과 같이 신체활

동과 관련된 자신의 내적요소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

질 때 비로소 신체활동 참가로 연결된다는 뜻이다.

모형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인정은 무엇보다도 ‘관계

적 차원’에 의해 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친구나 다른 중요타자와의 관계 형성과 그들에게서 받는

사회적 지지로 인해 여학생들이 신체활동과 자신에 대한

인식 사이의 긍정적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다(Mendonça, Cheng, Mélo, & de Farias Júnior,

2014). 이러한 긍정적 연결은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참

가와 관련한 많은 선행연구(Giles-Corti & Donovan,

2002; Thompson, Humbert, & Mirwald, 2003)

에서도 제안되었을 정도로 강력한 관계성을 지닌다.

더 중요한 점은 바로 이와 같은 관계적 차원의 신체활

동 조건이 가능해지기 위해 필요한 ‘환경적 차원’의 요소

들이다. 신체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사

항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물리적 환경), 그 환경에 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적, 시간적 기회가 제공

되어야 한다는 점(기회), 나아가 주어지는 신체활동의

기회 자체가 여학생들이 다루기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구

성되어야 한다는 점(적합성) 등이 연구모형에서 환경적

차원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배치되었다. 물론 본 연구의

결과에는 신체활동의 종합적 모델을 고민한 다른 연구에

서 보여준(eg., Spence & Lee, 2003) 신체활동에 대

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체계 같은 일종의 ‘문화적 체계’는

포함되지 못했지만, 여학생들에게 친화적인 신체활동 환

경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가촉진요인 여섯

가지 범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끔 하려면, 무엇보다 그

들이 신체활동과 자신이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인정하게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여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타자와의 관계형성과 그들로부터의 사회

적 지지를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이러

한 관계가 원만히 형성되도록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기회

자체를 양적으로 확장하며, 그 기회 속에 포함된 신체활

Fig. 2. A hypothetical model of facilitating and hindering factors for physical activity of female adol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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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프로그램 역시 여학생들이 다룰 수 있게끔 적합하게

만들어야 한다.” 즉, 모든 환경적, 관계적 차원의 참여촉

진요인은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대해 지니는 ‘주도적

선택권(subjective selection)’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참여촉진과 반대로, 신체활동 저해요인을 설명한 모

형은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자신의 주체적인 인정과 달

리, 신체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평가를 ‘타자’에게 의존할

때 저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자신의 외모를 타

인의 시선, 특히 남학생들의 시선에 맞추어 생각하는 일

종의 ‘객체화(objectification)’ 상태가 여학생들이 신체

활동 참가를 주저하게 만드는 개인적 차원의 주요 범주

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Azzarito, 2009; Cockburn

& Clarke, 2002). 물론 그처럼 내면화된 시선과 외모

신경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저해요소를 야기한 근원적인

요인은 환경적 차원의 ‘여성적 규범’으로 볼 수 있겠다

(Evans, 2006; Olafson, 2002). 그것이 관계적 차원

에서 중요타자들로 하여금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하

여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도록 만들고, 그러한 피드백을

받은 여학생들은 신체활동과 관련한 타자의 평가와 시선

을 체화하며 이를 문화적 차원으로 확장시킨다는데, 이

러한 메커니즘은 여학생들 뿐 아니라 여성코치의 경우에

도 해당된다(cf., LaVoi & Dutove, 2012).

결국, 해외연구에서 종합적으로 밝혔듯,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저해요인에서의 근원은 환경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도출된 ‘여성적 규범’이란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에게 스포츠와 같은 신체활동이 어울리지 않는

다는 문화적 규범으로 인해 위아래로 배치된 ‘기회의 제

약’이 발생하고, ‘여성은 경쟁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규범

으로도 이어진다. 여학생에게 적게 주어지는 신체활동

기회는 결국 그들로 하여금 다른 대안적 활동을 찾도록

만들고(대체활동), 스포츠가 지니는 경쟁성은 여성과 어

울리지 않기에 부정적인 감정과 위험성으로 지각되면서

신체활동 참가를 저해하는 경로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여학생의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은

“환경적 차원의 ‘여성적 규범’을 중심으로, 그것이 기회

의 제약과 스포츠의 경쟁성을 강화하고, 이러한 환경에

사회화된 사람들은 여학생들에게 신체활동과 관련한 부

정적 피드백을 주도록 체화되면서 여학생들에게 신체활

동에 대한 타인의 시선과 외모평가를 내재화하는 방향으

로 구조화한다”는 방식으로 명제화될 수 있다.

이들 가설적 모형은 여학생의 신체활동 참가를 증진

하기 위해서 환경적, 관계적, 개인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환경적 차원에서는 여학생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물리적,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관계적 차원에서는 여학생이 일차적으로 만나는

부모, 친구, 교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 지지와 안정감을

얻어야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타

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신체활동에 참가하는 자신을 긍정

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에 참가

할 수 있음을 본 가설적 모형은 설명해준다.

결론 및 제언

“여학생들이체육수업에서배제되거나주변화되며남학생들
의지배에저항하지못하는것은여학생들이신체활동과스
포츠에 커다란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Azzarito, et al., 2006, p. 223).”

이 연구는 여학생들에게 활발한 신체활동이 중요하다

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그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자 해외 선행연구를 종합

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이 문제를 고민했던 해외연구의 결

과물 중,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촉진시키는 요인과 저

해하는 요인이 맥락별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정리하여

종합적인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연구였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해외를 배경으로

여학생의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물 총 40

편 중 신체활동 촉진과 저해요인이 명시된 26편을 대상

으로 참가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작

업을 거쳤다. 그 이후 그것을 범주별로 묶어 개념화하

고, 범주 간 관계를 도식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여학생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요인은 크게

여섯 가지로 요약되었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었

던 ‘자기인정(지)’을 시작으로, 신체활동과 관련된 주변

환경 조건으로서의 ‘물리적 환경’, 종목이나 시간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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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능케 하는 ‘기회’, 중요타자와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전제하는 ‘관계형성’, 신체활동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적합성’, 마지막으로 부모나 교사, 친구에

게 직간접적으로 받는 ‘사회적 지지’가 그것이다. 이들

요인들은 그 앞 자를 연결하여 ‘여학생의 신체활동 촉진

요인으로서의 SPORTS’로 명명되었다. 이와는 달리,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은 총 아홉 개로

서, 구체적으로 ‘내면화된 시선’, ‘부정적 피드백’, ‘경쟁

성’, ‘대체활동’, ‘위험 인지’, ‘외모 인식’, ‘불쾌한 감정’,

‘기회 부족’, ‘여성적 규범’으로 세분화되었다. 이들 아홉

개의 요인은 종합적으로 ‘여학생의 신체활동 저해요인으

로서의 INCAPABLE’로 명명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흥미로운 결론은 여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가촉진과 저해가 궁극적으로 신체

활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자신’인가 ‘타자’인가에 따라

나타날 수 있음을 가설적 모형으로 구현했다는 점이다.

즉, 신체활동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이루어지는가, 아니

면 타인의 평가에 종속되어 객체화되는가에 따라 여학생

들의 신체활동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보

여줬다는 것이다(eg., Beets, Pitetti, & Forlaw,

2007). 이러한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관

계적 차원에서 중요타자의 부정적 피드백이나 사회적 지

지가 작동하였고, 그것은 다시 ‘환경적 차원’에서의 다양

한 신체활동 기회나 여성적 규범과 같은 물리적, 문화적

조건에 의해 주조되는 양상으로도 이어졌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의 신체활동을 증진

시켜야 할 국내 연구자 및 현장 전문가들이 무엇을 노력

해야 할지 말해준다.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그 노력의

지점과 방향을 요약해볼 수 있겠다.

첫째, 여학생의 주체화를 길러내기 위한 ‘주도적 선택

권’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고민이다. 여학생들이 주도적

으로 신체활동을 선택할 기회 제공, 다양한 종목과 관계

지향적 성향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 내용 구성이 필요한

지점이다. 또한 중요타자의 칭찬과 지원, 중요타자와 함

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여학생들이 타인의 시선이

나 평가의 ‘대상(object)’이 되려는 수동적 태도를 바꾸

는데 일조한다. 이는 여학생은 물론 중요타자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될 수 있으며, ‘운동하는 여성에 대한 이

미지’를 재정립시켜 사회문화적 편견을 바꾸어나가는 데

도 도움이 된다. 이런 다차원적 노력은 여학생의 자존감

과 유능감을 높여 ‘신체활동의 대상화’에서 벗어나 여학

생들이 주체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가설적 모형은 해외사례를 통해 구성

된 것으로 추후 우리나라의 맥락을 고려한 모형으로 발

전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과 본 모형의 요인 관계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

이다. 이에 덧붙여 모형의 요인 간 관계를 보완할 필요

도 있다. 지금까지는 ‘가설적’으로 맺어진 관계모형이기

때문이다. 향후 모형은 한국형 여학생 신체활동 촉진·저

해요인을 중심으로 관계의 실증적 검증까지 더해져 좀

더 설명력이 강력한 모형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여학생 신체활동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다양

한 접근의 필요성이다. 기존 여학생 신체활동 촉진 및

저해요인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설문지를 활용한 양적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물론 초기에 필요한 의미 있는 연

구임에는 분명하지만, 이제는 접근의 다양성을 추구할

때이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운동을 좋아하거나 운동

을 싫어하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된

요인의 심층적 연구나, 학창시절 운동중독 수준으로 운

동을 하던 여학생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운동을 중단하게

된 경우나 반대로 운동을 싫어하던 여학생이 성인이 돼

운동을 좋아하게 된 계기에 대한 탐색적 종단 연구도 필

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생애주기를 고려한 여성체육

활성화 방안(Nam & Ha, 2011)이나 여성체육활성화

정책수립 방안 연구(Nam, Ju, Lee, Heo & Kim;

2017)는 그 기반이 되는 연구로 의미가 있다. 여학생

신체활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누적되면 여성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스펙트럼 및 이론적 모형으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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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신체활동 참가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의 가설적 모델화를 위한 해외사례 종합 분석

남상우(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이해령(고려대학교)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여학생들에게 활발한 신체활동이 중요하다는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다. [방법] 체계적 문헌분석 방법에 근거하였으며 2005년

부터 2016년까지의 여학생 신체활동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이 명시된 해외 연구 26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맥락별 요인 분류, 범주별 개념화 후 범주 간 관계를 도식화 하여 모델로 구성하였다. [결과] 여학생의 신체활

동 촉진요인은 일곱 개 요인으로 SPORTS로 명명되었다. ‘자기인정(지)(Self-Recognition)’, ‘물리적 환경

(Physical Environment)’, ‘기회(Opportunities)’, ‘관계형성(Relationship)’, ‘적합성(Treatment)’, ‘사

회적 지지(Social Supports)’이다. 이와는 반대로, 여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은 총 아홉 개로

INCAPABLE로 명명되었다. 구체적으로 ‘내면화된 시선(Internalized Gazes)’, ‘부정적 피드백(Negative

Feedback)’, ‘경쟁성(Competitiveness)’, ‘대체활동성(Alternativeness)’, ‘위험성(Perceived Danger)’,

‘외모(Appearance)’, ‘불쾌한 감정(Bad Feeling)’, ‘기회 부족(Lack of Opportunities)’, ‘여성적 규범

(Effeminate Norms)’으로 세분화되었다. [결론] 여학생들이 신체활동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지 타인의 평

가에 종속되어 대상화되는지에 따라 신체활동 양상이 달라지며 여학생들의 주체화를 증진하기 위한 개인적,

관계적, 환경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여학생, 신체활동, 촉진요인, 저해요인, 질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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