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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개발과 타당도 검증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스포츠산업학과 운동처방 및 건강운동관리 전공

장 윤 미

본 연구는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문가 회의와 델파이 조사, 포

커스그룹 회의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평가자용 53문항과 대상자용 24문항의

내용이 도출되었다.

전문가 회의를 통해 평가도구 초안을 개발하고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항목을 수정, 추가나 삭제하여 2차 델파이 설문

지를 재구성하였다.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과 표준편차,

안정도, 중앙값, 사분범위, 최빈값을 EXCEL을 통해 추출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자용과 대상자용 평가도구 모두 중요도와 적합도에서 동작별 모든 항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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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과 중앙값이 3.0 이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확인되었다. 또한 안정도가 모

든 문항에서 0.5 이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 회의와 포

커스그룹 회의를 통하여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 내용타당

도를 확인하였다.

개발된 평가도구의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숙련자 집단과 비숙련자 집단으

로 나누어 SNPE 기본동작을 측정하였으며, 평가는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였다. 숙련자와 비숙련자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Mann-Whitney U test

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및 통계 처리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α = .05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평가자용과 대상자용 평가도구 모두 동작별과 모든 동작 합계의 변

별타당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p ˂ .001). 즉,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개발된 평가도구가 숙련자 집단과 비숙련자 집단을 명확하게 분류

하는 것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주관적 평가도

구는 SNPE 기본동작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교육현장에서 유

용한 지표로 활용하기에 타당성 있는 평가도구로 사료된다.

주요어: 내용타당도, 변별타당도, 델파이 조사, 신뢰도,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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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자기 스스로 인간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는 운동”인 SNPE(Self Natural

Posture Exercise)는 벨트와 도구를 이용한 운동으로 스스로 통증을 해결하

고 바른 척추의 구조를 만드는 운동이다(최중기, 윤지유, 2017). SNPE 운동

은 치아교정의 원리를 인체에 적용하여 선택, 집중, 반복의 꾸준한 수련을 통

하여 점진적으로 바른 자세로 교정하며 만성 근골격계 통증 해결에 도움을 주

는 신개념 자연치유 운동으로서(최중기, 윤지유, 2017) 최근에 이러한 SNPE

의 효능 효과에 관한 검증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윤지유 등(2019)의 연구에서 SNPE 운동이 성인 여성의 경추와 어깨의 만

성 근골격계 통증 및 관절가동범위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희진 등(2020)의 연구에서는 12주간 SNPE 운동 참여가 전방머리자세 여

성의 자세교정과 경부통 완화에 효과적인 운동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만성통증

과 스트레스 감소에 관한 신명진, 고지현, 윤지유(2019)의 연구에서 SNPE

운동을 통해 통증과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

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SNPE 운동을 통해 자세 안정화와 통증의 감소, 근력의

강화와 유연성의 향상과 함께 기능적 움직임이 증가됨을 확인하였다(공민희,

2021; 윤지유 등, 2019; 이희진 등, 2019).

SNPE 운동은 이러한 통증과 기능 개선의 효과로 인해 참여자가 점차 증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아가 시간이나 장소의 제약이 적으면서 누구나 쉽게 배

우고 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비대면 시대에 홈트레이닝으로 그 수요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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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이희진, 2021). SNPE 참여자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효과적인 운동 지도를 위해 타당한 검사도구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SNPE 동작들을 올바른 자세로 수행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측정하

고 평가하기 위한 검사도구가 없다.

지금까지의 SNPE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SNPE

운동의 효과에 관한 검증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SNPE의 효과를 올바르게 평

가하기 위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 검사도구를 개발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

다. 따라서 SNPE의 효과적인 운동 지도를 위해 기본동작의 수행 기준을 정립

하여 SNPE 동작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력을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검사

도구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운동 체육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검사도구 개발에 대한 필요성으로 인해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최영철, 권태원, 2012). 유아 및 아동

의 대근운동발달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검사도구로 Ulrich(2000)가 개발한

TGMD-2(Test of Gross Motor Development-2)와 아동과 청소년의 운동

발달을 평가할 수 있는 MABC-2(Movement Assessment of Battery for

Children-2) 등이 있다(Henderson et al., 2007). Cook, Burton,

Fields와 Kiesel(1998)은 신체의 기능적인 움직임 검사법으로 FMS

(Functional Movement Screen)를 통해서 성인의 신체 균형성과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체육 및 스포츠 현장에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주관적인 검사도구들이 개발되어 왔다. 자세히 살펴보면 김석희, 유영규, 김범

곤(2007)은 테니스 서브동작 자세의 이해와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제시해주는

기초자료로서 측정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민섭, 최종환

(2010)은 인라인 스케이팅의 측정평가도구를 개발하여 구분동작 영역에 대한

효과적인 훈련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석창혁(2019)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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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주관적인 평영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올바른 수영의 자세를 구조화하

여 평가도구에 관한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운동 기능 측정 및 검사도구들은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며, 타

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어야 한다(한동욱, 김민주, 2014). 이혜수, 윤은선, 강

성기, 박수현(2020)의 연구에서는 타당성 있는 측정과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서는 측정을 가능하게 수치화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하

였다.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검사도구를 통해 효과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

하고 실행하여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한동욱, 2010).

본 연구에서는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를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

해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식인 델파이 기법과 포커스그룹 회의를 통해 개발하고

자 한다(이종성, 2001). 이는 전문가들의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통계적인

결과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으므로(김경철, 김인애, 박혜정, 2018)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운동 검사법으로 규준지향적 검사와 준거지향적 검사가 있다(백효

현, 2016). 규준지향적 검사는 개인의 운동 수행 결과를 상대적 서열에 의해

판단하는 상대평가의 개념으로 표준화된 규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졌다(오수

학, 유정애, 김병준, 2007). 이러한 검사법은 개개인의 능력을 비교하여 우열

을 가리기 쉽고 경쟁을 통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지만(백효현, 2016), 개개인

의 적성과 능력을 키우기에는 한계를 가진다(오수학 등, 2007).

반면에 준거지향적 검사는 평가의 대상인 개인의 독립적인 수행 능력을 절대

적인 준거에 의해 평가하는 절대평가의 개념이다(김교일, 2009; 정연성, 김주

학, 2007).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

적인 진단 정보와 해결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강상조, 2002; 한동욱, 김민

주, 2014; Popham, 1978). 또한 개개인의 교육목표 도달 여부에 초점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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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목표에 대한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선희, 이재원, 장종오,

2016).

따라서 본 연구는 준거지향적 검증 방법으로 SNPE 기본동작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관적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

다. 개발된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는 SNPE의 가치와 바른 자세

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로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개발된 평

가도구의 내용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검증하는데 있다.

3. 연구 문제

1.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는 타당한가?

1-1. 평가자용 평가도구의 문항은 SNPE 기본동작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가?

1-2. 대상자용 평가도구의 문항은 SNPE 기본동작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가?

2. 개발된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는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정확

하게 분류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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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평가자용 평가도구는 SNPE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가?

2-2. 대상자용 평가도구는 SNPE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가?

4.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의 SNPE 기본동작은 SNPE 벨트운동의 주요 동작인 1번 동

작, 2번 동작, 3번 동작, 4번 동작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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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1) SNPE 정의

SNPE는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의 약자로 자기 스스로 하는 인

간 본연의 자세로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자기 스스로

비뚤어진 척추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세교정 운동법이다. 자세교정과 함께 통

증완화에 효과적인 운동으로서 요가와 필라테스, 피트니스와 카이로프랙틱의

장점을 이용하여 셀프로 통증을 해결하는 신개념 자연치유 운동 테라피이다(최

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2) SNPE 창안 배경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의 과사용과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운동부족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잘못된 습관의 문제로 인해 자세의 변형과 함께 근

골격계 질환과 통증에 노출되어 있다.

SNPE 창안자 최중기 교수는 본인의 허리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운

동과 시술을 하였지만(이희진, 2021), 결국 타인에 의한 방법들의 한계를 깨

닫고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운동법을 개발하였다. 치아교정의 시술을 받게

되면서 체형교정 운동을 할 때 벨트와 도구를 사용하면 좋겠다는 힌트를 얻게

된다. 그리고 치아교정의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척추운동 도구들을 개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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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교정 벨트를 이용한 SNPE 운동을 통해 스스로 바른 자세로 회복하는 운

동법을 고안하게 되었다(최중기, 윤지유, 2017).

3) SNPE 원리와 특징

(1) SNPE 원리

SNPE 운동은 치아교정의 원리를 적용하여 벨트와 도구를 이용하여 스스로

운동을 할 수 있는 통증전문 운동 치료법이다(최중기, 2019). 치아가 장시간

에 걸쳐서 바르게 교정되는 원리를 인체에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교정이 되도록

선택, 집중, 반복 수련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최중기, 윤지유, 2017).

골반을 바로 잡아주는 탄력성의 고관절 벨트와 하지 관절을 잡아주는 비탄력

성의 SNPE 바른자세 벨트를 이용하여 변형된 근골격계를 바로 잡아준다. 다

양한 SNPE 도구들을 이용해서 인체의 굳어진 근육, 근막을 부드럽게 풀어주

며 변위되고 고정된 척추를 자극하여 근원적인 자세교정과 통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윤지유 등, 2019).

(2) SNPE 특징

SNPE는 종합적(united), 독특함(unique), 실용적(useful)이라는 3가지

특징을 갖는다(최중기, 2007; 최중기, 윤지유, 2017). 마사지, 도수치료, 카

이로프랙틱, 필라테스와 같은 다양한 운동 치료 방법의 효과적인 원리를 종합

하여 만든 운동법이다. 치아교정의 원리를 인체에 적용하여 도구와 벨트를 이

용한 운동으로 통증을 해결하는 독특한 운동법이다.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으며, 통증 해결과 바른 자세교정에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운동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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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NPE 기본동작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기본동작은 SNPE 벨트를 이용하는 1번, 2번,

3번, 4번 동작과 SNPE 도구를 이용하는 C-move, T-move, L-move,

SC-move 동작이 있다. 1~4번 동작은 고유의 동작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동안 벨트로 인체에 외력을 작용시켜 변형된 자세의 교정을 도우며, C, T, L,

SC move 동작은 도구를 이용해 고유의 동작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근긴장

의 이완을 돕는다(최중기, 윤지유, 2017). 본 연구에서는 1~4번 동작을 평가

도구 개발에 사용될 기본동작으로 삼았으며, 각 동작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

다.

(1) 1번 동작: 손 뒤로 깍지 끼고 의자 자세

SNPE 바른자세 벨트와 골반교정 벨트를 착용하고 바르게 선 후, 양손을 허

벅지에 올리고 의자에 앉는 느낌으로 깊게 앉는다. 상체를 세우고 가슴은 확장

한다. 등 뒤로 깍지를 낀 후 손끝은 가위 모양을 한다. 무게 중심을 발뒤꿈치

로 싣고 발가락을 들어 올리고, 눈의 시선은 45도 정도 위쪽을 응시한다. 호흡

을 내쉴 때 등과 허리, 골반 근육을 수축하며 더 깊숙하게 앉는다.

(2) 2번 동작: 무릎 꿇고 다리 묶어 뒤로 눕기

무릎을 꿇고 앉아 두 다리를 모은 후 SNPE 버클형 벨트로 허벅지를 감싸준

다. 손으로 바닥을 짚고 뒤로 누워 호흡과 함께 복부와 허벅지 앞 근육을 신전

시킨다. 양 팔을 머리 위로 깍지 끼고 무릎을 바닥으로 최대한 내리며 내쉬는

호흡에 상체와 하체를 편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한다. 옆면에서 봤을 때 어깨,

발끝, 무릎이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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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번 동작: 엎드려 무릎 굽혀 다리 들기

SNPE 바른자세 벨트를 다리에 묶는다. 손등은 이마 아래에 놓고 무릎을 구

부려 다리를 위로 서서히 들어 올린다. 어깨에 힘을 빼고 허벅지 안쪽과 엉덩

이에 힘을 준다. 내쉬는 호흡에 다리를 모아서 조금 더 위로 들어 올린다.

(4) 4번 동작: 척추 자극주며 구르기

앉은 자세에서 양손은 바닥을 짚고 몸을 둥글게 말아 다리를 머리 위로 넘긴

다. 다리를 펴고 발끝은 바닥에 닿도록 한다. 뒤로 굴렀다가 올라올 때 복부의

힘으로 올라온다. 호흡을 내쉬며 상체를 숙여서 발끝은 몸 쪽으로 당긴다.

5) SNPE 통증개선 효과

근골격계 통증개선 효과의 원리는 긴장된 근육의 이완(Hong & Simons,

1998), 본연의 자세 지향(Harrison et al., 1996), 코어 강화를 통한 회복

된 자세 유지(Goldby, Moore, Doust & Trew, 2006) 등의 과정으로 설명

할 수 있다(이희진, 2021).

이러한 근골격계 통증과 기능의 회복을 돕고 통증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SNPE의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는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중기,

윤지유, 신명진(2019)은 SNPE 동작에 따라 부위별 통증 감소의 효과가 있어

SNPE는 기존 통증치료와 달리 통증의 감소에 전문적이고 최적화된 운동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신명진 등(2019)은 반복측정 실험설계를 사용하여 만성통증

을 호소하는 참여자가 SNPE 참여로 인하여 인지된 통증은 낮아졌고, 약화된

통증은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는 과정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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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델파이(Delphi) 조사 방법

1) 델파이(Delphi) 배경

Delphi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미래를 통찰하고 신탁을 하였다는

아폴로(Apollo) 신전의 소재지인 옛 도읍지 명칭이다. 델파이 조사는 예측하

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수차례의 피드백을 제공

함으로서 특정 분야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이다(이종성, 2001).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처음 개발하였으며 대면 토의

의 제한점을 제거하고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는데 1950년대에 최초로 사용되었

다(이종성, 2001). 델파이 방법은 1960년대 이후 여러 분야에서 미래 예측뿐

만 아니라 학술 연구 등에서 비계획적 예측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김신복,

1983).

2) 델파이(Delphi) 방법의 특성

“두 사람의 의견이 한 사람의 의견보다 정확하다”는 객관적 원리와 “다수의

판단이 소수의 판단보다 정확하다”는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

를 두고 있다(이종성, 2001). 해당 방법은 여론 조사와 협의회의 장점을 결합

시킨 방법으로 ① 절차의 반복과 통제된 피드백을 통한 응답 수정 가능, ② 패

널의 익명성 보장 기반의 의견 확보, ③ 통계적 집단 반응을 통한 의견의 분포

적 특성 제시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김학범, 2006; 이종성, 2001).

델파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방법으로 여러 분야의 많

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익명으로 진행되어 전문

가들의 솔직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익명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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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반복되는 설문조사 방식으로 낮은 회

수율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반복적인 설문조사로 인해 긴 시간의 소요

가 단점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조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Bugler, 1995).

3) 델파이(Delphi) 조사 방법과 절차

대면 방식을 갖지 않고 대상자들이 의사결정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반복적으로 설문을 조사하고 설문의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을 제공하여 질문에 대한 합의를 유도해 내는 조사 방법이다(이종성, 2001).

델파이 방법의 절차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단계를 거치게 된다.

(1) 전문가 집단의 구성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패널은 대표성, 적절성, 전문성,

성실성, 참가자의 수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김병성, 1996). 델파이 패널

에 관한 연구에서 신뢰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패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Ewing, 1991).

(2) 델파이 1차 설문

델파이 방법의 1차 설문 형식은 주로 개방형 또는 구조화된 폐쇄형 설문지를

사용한다. 1차 설문지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할 경우 연구기간의 단축이라

는 이점은 있지만 타당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전지현, 최윤미, 2002). 구

조화된 폐쇄형 질문지 개발은 델파이 실행과정 중 가장 어려운 절차이며, 모든

델파이 패널의 응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내용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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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형식과 반응척도를 결정하는 일 또한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다(이종성,

2001).

(3) 델파이 2차 설문

1차 조사에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구조화된 2차 설문지

를 작성한다. 2차에서는 1차에서 나온 항목을 정리, 범주화하고 연구자 의견을

보충한다. 2차 설문지가 완료되면 기술통계로 패널의 합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4) 델파이 3차 설문

델파이 3차 설문지는 2차 설문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포함한다. 2차에서

나온 중요도와 적합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며 2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중

요도에 대한 평가를 재요청하고 합의된 전문가의 의견을 도출한다(편현웅, 이

기봉, 서성혁, 박일혁, 2010).

일반적으로 3차 설문부터 패널들의 합의점에 도달하기 시작한다. 3차에서

의견의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4차, 5차로 진행이 되지만 낮아지는

회수율과 관련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박성규, 2014).

(5) 정리 및 기록

합의된 결과를 정리하고 산정치를 결정 후 도출된 결과에 대해 전제 조건들

을 정의하여 마무리한다(박수진, 김미경, 2015). 가능하다면 각종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면 포커스그룹 회의와 같은 대면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내용을 보완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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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당도

1) 타당도 정의와 종류

측정은 사물의 성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수를 부여하는 절차를 말하며 검사

는 간접 측정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평가를 위하여 사용되는 측정

도구인 검사는 타당도(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성태제, 2002), 타당도란 검사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나 특성을

실제로 측정하고 있는 정도인 검사도구의 적합성 정도이다(이승희, 2009).

타당도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다는 무엇(what)을 측정하는지의 개념을 따

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무엇이라는 준거(criteria)의 개념이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측정하려는 것을 어느 정도로 충실히 측정하고 있느냐의 두 가지 문제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이름의 타당도가 제안되었으나, 성태제

(2002)에 의하면 타당도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구성타당도

(construct validity), 준거관련타당도(criterion-referenced validity) 유형

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준거타당도는 다시 예측타당도와 공인타당도로 구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내용타당도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의 지표가 모집단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지 정도를 알

아보는 측정 방법을 내용타당도라고 한다(이은옥 등, 2009). 이러한 내용타당

도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도구의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쉽게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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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계량화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지만 델

파이 조사 방법과 같이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여 검사의 타당성을 입증 받아

서 검사 목적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성태제, 2002).

3) 구성타당도 (구인타당도)

구성타당도란 내적 구조에 기초한 근거로서 척도가 구성개념을 실제로 측정

하고자 하는 도구에 의하여 바르게 측정되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조작적으

로 정의되지 않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나 성질을 심리적 구인으로 분석하여

조작적 정의를 부여한 후 검사 점수가 조작적 정의에서 규명한 심리적 구인들

을 제대로 측정하였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성태제, 2002).

구성타당도는 크게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로 구분되며(이은옥 등, 2009),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으로 상관계수법, 실험설계법, 요인분석을 사용하게 된

다. 계량적 방법에 의하여 검증되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나, 안정적인 상관

계수를 얻기 위해 많은 연구 대상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4) 준거타당도

준거타당도는 얻은 검사점수를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준거를 예측하는

가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예측타당도와 공인타당도로 나눌 수 있다(성태제,

2002).

예측타당도는 새로 만들어진 검사도구나 검사점수가 미래의 행동이나 학습결

과를 얼마나 잘 예언해 주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검사를 실

시하고, 시간이 지난 후 준거검사를 실시하여 먼저 실시한 검사점수와 준거점

수 간에 상관관계가 높으면 예측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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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타당도는 동일한 능력 혹은 특성을 측정하고 있는 두 평가도구가 동일한

시기에 치러졌을 때 사용하는 타당도로서, 특정 검사가 현재의 어떤 기준과 어

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에 관한 것을 밝히고 있다. 새로운 측정도구를 개발하

였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도구를 타당성이 입증된 유사한 개념의 도구

를 이용하여 두 도구의 상관계수를 분석하여 검증하는 방법을 말한다(성태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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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 델파이 조사와 포커스그룹 회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

에 근거하여 SNPE 기본동작에 관한 평가도구의 문항을 도출하였고, 집단 패

널의 합의를 유도해 내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인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박

도순, 2001). 더불어 델파이 결과에 대해 포커스그룹 회의를 바탕으로 최종

평가 문항을 재구성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개발된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SNPE 기본동작 평가 실험을 진행하였고, 두 집단 간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2. 연구 대상

1)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한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와 델파이 조사, 포커스그룹 회의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 SNPE 강의 경험 및 수련 경험을 고려하였으며, 각 연

구 방법에 따른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7 -

패널 연령대 전공 학력

전문가 1 40대 체육학 박사

전문가 2 40대 체육학 박사

전문가 3 40대 운동처방 석사

전문가 4 30대 운동처방 석사

전문가 5 20대 운동처방 석사

전문가 6 20대 운동처방 석사

(1) 전문가 회의 참여자

평가도구 예비문항 개발을 위한 전문가 회의 패널은 <표 1>과 같다. SNPE

경험이 있는 체육학 전공 박사 학위자와 운동처방 전공 석사 학위자 총 6명으

로 구성하여 세 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예비문항을 개발하여 평가도구 초

안을 작성하였다.

표 1. 전문가 회의 패널 현황

(2) 델파이 조사 참여자

델파이 조사는 예측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유도하고 수

차례의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서 특정 분야 전문가들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

으로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에 논리적 근거를 두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종

성, 2001). 따라서 델파이 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

SNPE 관련 대표성과 적절성을 가진 델파이 전문가 패널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전문가 인원수가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 오차를 최소

화하고 신뢰성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Dalkey(1969)는 최소한 10명 이상의

델파이 전문가 패널이 필요하고, Delbecq(1975)는 10명에서 15명으로 선정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 연구와 같이 SNPE와 관련된 검사도구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관련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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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인원 수

성별
남 2명

여 11명

연령대

20대 4명

20대 7명

40대 이상 2명

지도 경력

2년 미만 6명

2-4년 3명

4-10년 3명

10년 이상 1명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타당하다

는 판단을 통해 13명의 전문가를 패널로 선정하고 총 두 차례에 걸쳐 이 기법

의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패널 구성은 <표 2>와 같다. 델파이 패널의 선

정기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 중인 SNPE 바른자세운동 지도자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SNPE 분야의 석사 또는 SNPE의 5년 이상 지도 경

력이 있는 대상자로 구성하였고, 델파이 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학문적인

지식과 현장에서의 지도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의견을 최대한 반

영하고자 하였다.

13명의 델파이 패널 중 남성 2명(15.3%), 여성 11명(84.6%)으로 구성되

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4명(30.7%), 30대가 7명(53.8%), 40대 이상이 2

명(15.3%)으로 구분되어 있다. 지도 경력 기준으로 2년 미만인 사람은 6명

(46.2%), 2년 이상 4년 미만인 사람은 3명(23.1%), 4년 이상 10년 미만인

사람은 3명(23.1%), 10년 이상인 사람은 1명(7.7%)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들은 평균 3년 3개월의 지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델파이 조사 패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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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연령대 전공 학력

전문가 1 40대 SNPE 박사

전문가 2 40대 체육학 박사

전문가 3 40대 운동처방 석사

전문가 4 30대 운동처방 석사

(3) 포커스그룹 회의 참여자

전문가 회의와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를 거친 후 개발한 평가도구를 바탕으

로 포커스그룹 회의를 진행하였고, 참여한 전문가 패널은 <표 3>에 제시하였

다. 박사 2명과 석사 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현장 경험과 이론적 지식을 바탕

으로 회의를 통해 최종 평가도구를 작성하였다.

표 3. 포커스그룹 회의 패널 현황

2)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한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완성된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에 대한 변별타당

도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척추 관련 질환 부위의 수술 경력이 있는 자를

제외한 총 20명의 20대~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측정을 진행하였다. SNPE

전문 지도자 교육을 받은 10명의 숙련자 집단과 SNPE 전문 지도자 교육을

받지 않은 10명의 비숙련자 집단의 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신체적 특성과 SNPE 운동 특성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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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원

(명)

연령

(yrs)

신장

(cm)

체중

(kg)

운동 기간

(개월)

운동 횟수

(횟수/주)

숙련자 10 33.1±7.2 164.6±4.7 53.1±4.0 20.6±15.8 5.7±0.9

비숙련자 10 33.7±8.2 162.3±5.9 57.1±7.4 1.7±3.1 1.4±1.3

합계 20 33.4±7.5 163.5±5.3 55.1±6.2 11.2±14.7 3.6±2.5

표 4. 연구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과 SNPE 운동 특성 (M±SD)

3. 연구 절차와 도구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내용타당도를 검증

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통한 예비문항 개발,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와 포커

스그룹 회의를 실시하여 최종적인 분석과 함께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평가도구의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숙련자와 비숙련자로 집단을 나누어 실

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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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델파이 기법을 적용한 SNPE 기본동작의 평가도구 연구 절차

1) 전문가 회의

평가도구 개발과 관련한 문헌연구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전문가 회의

를 통해 SNPE 주요 동작의 특징과 방법을 탐색하였다. 그 특징들에 대해

SNPE 기본동작에 관한 수행 기준을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표

현하고자 했다. SNPE 경험이 있는 체육학 전공 박사 학위자와 운동처방 전공

석사 학위자 총 6명으로 구성하여 세 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예비문항을

사전 준비 2020.11 연구계획 수립 (관련 문헌 고찰)

2021.02 전문가 회의 2차 (평가도구 문항 수정과 보완)

2021.01 전문가 회의 1차 (평가도구 예비문항 추출)

2021.03 전문가 회의 3차 (평가도구 초안 완성)

2021.04 1차 델파이 결과 통계분석 (응답경향, 합의도출)

내용타당도

검증

2021.03 1차 델파이 조사 (중요도/적합도)

2021.05 2차 델파이 결과 통계분석 (응답경향, 합의도출)

2021.04 2차 델파이 조사 (중요도/적합도)

2021.05 포커스그룹 회의 (평가도구 최종본 완성)

2021.06 기본동작 평가 실험 (SNPE 영상 촬영과 평가)

2021.07 실험 결과 분석과 평가도구 타당도 검증

변별타당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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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여 평가도구 초안을 작성하였다.

전문가 회의의 1차는 문헌조사와 선행연구를 종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의 각 문항을 모색하였고, 2차는 개방형 질

문을 통하여 평가도구 문항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할 부분에 대해 논의하였다.

3차는 평가 문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며 협의를 통해 평가도구를 재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예비평가도구를 작성하였다. 전문가 회의에서 도출된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개발의 초안은 주요 네 가지 기본동작으로

구분하였다. 지도자나 일반인들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쉬운 내용과 단어들

로 표현하였고, 측정이 가능하도록 척도를 이용한 평가도구를 평가자용과 대상

자용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운동의 기술이나 자세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의 개발에서 중요한 점은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있다(성태제, 2002). 논리적인 타당도는 분석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자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Knudson, Morrison, 2002). 이 연구에서 각 문항에 대한 평가는 리커트

(Likert) 6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점(전혀 아니다), 2점(아니다), 3점(약

간 그렇다), 4점(그렇다), 5점(거의 그렇다), 6점(매우 그렇다)으로 구성하였

다. 홀수의 척도 수를 가진 문항의 경우 중심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에 대한 주

의가 필요하여(박현애, 2012), 본 연구의 리커트 척도는 6점이 적절하다고 판

단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가도구 예비문항은 평가자용 SNPE 1번 동작 27문항, 2번

동작 12문항, 3번 동작 6문항, 4번 동작 9문항으로 총 54문항으로 구성하였

다. 대상자용은 SNPE 1번 동작 10문항, 2번 동작 3문항, 3번 동작 6문항,

4번 동작 4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회원용 설문지도 전문가 회의

를 통하여 기본적인 인적사항 및 운동과 통증, 질환과 수술 여부에 대한 문항

을 도출하여 델파이 1차 설문조사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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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델파이 1차 설문조사

전문가 회의를 거쳐 완성된 평가도구의 예비문항을 토대로 구조화된 폐쇄형

설문지를 제작하였으며, <그림 2>는 1차 델파이 조사 평가도구의 일부이다. 각

문항의 반응척도는 델파이 척도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리커트 5점 척도를 사

용하였다. 중요도와 적합도로 구분하여 1(낮음)부터 5(높음)사이의 5단계 척

도로 구성하여 전문가 패널이 각각의 문항에 대해 평가하도록 설문조사에 제시

하였다. 폐쇄형 설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 문항별 개방형 의견을 기술

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응답 결과에 대한 분석항목으로 EXCEL을 통해 기술통계를 추출하고 우선

순위를 도출하였다. 또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작성한 회원용 설문지도 추가하

여 기본 인적사항 및 운동과 통증, 질환과 수술 여부에 대해 보완 및 제안 사

항을 자유기술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수정 또는 삭제할 문항에 대

한 자문도 부탁하였다. 1차 델파이 설문지와 회원용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

다.

델파이 조사는 이메일을 통해 배부하였고 조사 기간은 2021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로 2주 소요되었으며, 패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와 이메

일 등의 방법으로 참여하도록 하였다. 총 13명의 전문가에게 발송하여 12명의

전문가가 설문지를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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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델파이 1차 조사 평가도구의 일부 (평가자용/대상자용)

3) 델파이 2차 설문조사

1차 델파이 설문조사가 완료된 후 통계적 분석을 통해 결과를 분류하고, 의

견을 수렴하여 구조화된 2차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문항별로 설문 항목의 삭제

및 추가를 통해 보완된 내용으로 작성하였고, 1차와 동일하게 개방형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확인된 중요도와 적합도의 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제시하여 다른 전문가들이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델파이

설문조사도 5점 리커트 척도로 1차와 동일하게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패널의

합의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응답 결과에 대한 분석항목으로 EXCEL을

통해 기술통계를 추출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확정된 2차 델파이 조사 평



- 25 -

가도구의 일부는 <그림 3>과 같다. 회원용 설문지도 1차 조사에서 확인된 전

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내용을 재평가하도록 전달하였다. 2차 델파이 설

문지와 회원용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2021년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열흘간 진행되었다. 1차

와 마찬가지로 이메일을 통해서 배부하였으며, 조사 기간 중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총 13명의 전문가에게

발송하여 11명의 전문가가 설문지를 회신하였다.

그림 3. 델파이 2차 조사 평가도구의 일부 (평가자용/대상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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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커스그룹 회의

포커스그룹 회의는 연구 주제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참여자들의 전문

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여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Krueger & Casey, 2009). 본 연구는

전문가 회의와 델파이 조사를 통해 개발한 평가도구를 기반으로 포커스그룹 회

의를 통한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평가도구를 개발하였고 내용타당도를 검증하

였다.

포커스그룹 회의는 현장 경험과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전문성 있는

자료 수집을 위해서 SNPE 분야의 박사 2명과 석사 2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18일 90분간 실시하였다. 개발된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내

용 중 추가로 보완될 문항과 삭제될 문항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통한 집중 토

론을 하여 평가도구의 최종본을 완성하였다. 회의 내용은 사전에 동의를 얻어

녹취하였고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재확인하고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5)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타당도 검사

이 연구에서는 개발된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가 숙련자와 비숙

련자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자용 평가도구와 대상자

용 평가도구를 기반으로 측정검사를 실행하였다.

연구 대상자에서 숙련자 집단은 SNPE 지도자 교육을 받은 집단으로, 비숙

련자 집단은 SNPE 경험은 있지만 SNPE 지도자 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20대~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SNPE 기

본동작인 1번, 2번, 3번, 4번 동작을 실시하여 촬영하였다. SNPE 기본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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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은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촬영은 평가의 편의성을 위하여 실용성이

높은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 방법을 사용하였다.

평가자용 평가도구 검사는 모두 SNPE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강의 경험이

있는 3명과 강의 경험이 없는 3명의 평가자로 진행하였다.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총 6명의 평가자들에게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구분하지 않고 촬영한 영상

을 전달하였다. SNPE 기본동작인 1번, 2번, 3번, 4번 동작을 촬영한 영상은

이메일로 전달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자들은 제작된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에 6점 리커트 척도인 1점(전혀 아니다)부터 6점(매우 그렇

다)으로 평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상자용 평가도구 검사는 실

험 대상자들이 수행할 때 느껴지는 자극을 6점 리커트 척도인 1점(전혀 아니

다)부터 6점(매우 그렇다) 기준으로 평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고, 동작을

수행할 때 느껴지는 통증의 정도를 통증척도표를 참조하여 0~10단계로 표기

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는 SNPE 기본동작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숙련자와 비숙련자 집단

의 수행 시간과 반복 횟수는 동일하게 하였다.

그림 4. SNPE 기본동작 (자료 : 최중기, 윤지유,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2017)

손 뒤로 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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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 뒤로 눕기

2번 동작

엎드려 무릎 굽혀

다리 들기

3번 동작

척추 자극주며

구르기

4번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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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1) 내용타당도 분석

델파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EXCEL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

하였다. 평균(M, Mean)과 표준편차(SD, Standard deviation)를 통해 패

널 간 의견을 합의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중앙값(Mdn, Median)과 사분범위

(IQR, Inter-quartile range), 최빈값(mode, Mode)을 통해 의견 중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엄지, 2014).

패널 간 응답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안정도(Stability)를 산출하였으

며, 이는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변이계수(CV, Coefficient of variation)

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기준을 0.5 이하인 경우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Dajani, Sincoff, & Talk, 1979; Sempik, Aldridge, &

Becker, 2003). 기타 의견은 전문가 회의와 포커스그룹 회의를 통해 질적 분

석을 하였다.

2) 변별타당도 분석

평가도구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산출한 기술통계로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사분편차를 제시하였다. 평가도구에서 얻은 자료는 모두 서열척도이므로 숙련

자와 비숙련자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적용하

였다.

본 연구의 자료 및 통계 처리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1종 오류는 α = .05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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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결과

1.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개발과 내용타당도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개발과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

문가 회의와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 포커스그룹 회의를 실시하여 얻어진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회의 결과

평가도구 예비문항은 세 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통해 SNPE 기본동작에 관한

예비문항과 척도를 개발하고 평가도구 초안을 작성하였다. 1차 전문가 회의에

서 SNPE 동작의 평가와 관련된 문항을 세 명의 전문가가 선행연구와 문헌분

석을 통하여 각자 도출하였고, 조사 결과 평가자용과 대상자용 평가 문항이 총

142개의 항목으로 취합되었다. SNPE 기본동작인 1번, 2번, 3번, 4번 동작

으로 구분하고 각 동작의 주요 평가 항목을 평가자가 보는 시점 기준으로 예비

항목을 분류하였다. 도출한 예비 평가도구의 수정과 보완 사항에 관하여 전문

가 회의를 통해 최종 예비 평가도구와 관련한 논의를 하였다.

2차 전문가 회의에서는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에 대한 과정과

특징을 공유하였으며 예비 평가도구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나누었다.

문장 표현과 관련한 의견으로는 개발할 SNPE 기본동작 평가도구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장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과 대상자용 평가도구에서

의문형보다 평서형으로 표현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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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문항 내용 중 수정이나 보완에 관련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어깨, 골반, 무릎의 좌우 높이가 같다’는 문항은 각각 문항을 나누어서 ‘양쪽

어깨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양쪽 골반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양쪽 무릎

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라고 분리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추

후에 단축형 평가도구의 개발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더 세분화된 문항으로 구

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불어 예비 평가도구를 하나로 통합할 때 내용

은 같으나 표현 방식이 다른 경우에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책 내용 중에

자세 분석과 관련된 표현을 참고하여 통일할 것을 제시하였다.

3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각 동작의 세부 항목

을 범주화하였으며, 유사한 항목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부적절한 문항은 제외하

는 과정을 거쳐 델파이 평가도구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문항의 표현 방식은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책 내용 중 자세 분석 관련 내용과 SNPE 자세분

석 앱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자용과 대상자용 평가도

구 초안이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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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자용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평가자용 평가도구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평가자가 보는 시점을 기준으로

1번 동작은 앞, 뒤, 옆의 순서로 각 문항의 순서를 배열하였다. 2번 동작과 3

번 동작은 위, 옆의 순서로 하였으며, 4번 동작은 앞, 옆의 순서로 문항을 배

열하였다. 각 동작은 신체를 모두 세분화된 항목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척도는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1점 전혀 아니다, 2점 아니다, 3점 약

간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거의 그렇다, 6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 점수를 부

여하도록 작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올바른 자세로 SNPE 동작을 수행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평가자용 평가도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총 54문항을 도출하였다. 1번 동작은

앞 11문항, 뒤 10문항, 옆 6문항으로 총 27문항을 도출하였다. 2번 동작은

위 9문항, 옆 3문항으로 총 12문항을 도출하였다. 3번 동작은 위 4문항, 옆

2문항으로 총 6문항을 도출하였다. 4번 동작은 앞 4문항, 옆 5문항으로 총 9

문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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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문항

척도

1 2 3 4 5 6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거

의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번

동작

앞

1-1 벨트를 묶고 서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

1-2 양 발을 붙인다.

1-3 발가락 전체를 들어올린다.

1-4 양쪽 무릎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1-5 양쪽 골반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1-6 양쪽 어깨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1-7 양쪽 턱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1-8 코가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1-9 어깨중앙 배꼽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1-10 무릎중앙 발목중앙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1-11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한다.

뒤

1-12 날개뼈 사이를 모은다.

1-13 팔꿈치는 편다.

1-14 손바닥을 붙이고 손끝은 가위 모양을 한다.

1-15 어깨에 긴장을 하지 않는다.

1-16 양쪽 골반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1-17 양쪽 어깨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1-18 양쪽 귀끝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1-19 정수리가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1-20 등 중앙 손끝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1-21 무릎중앙 발목중앙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옆

1-22 허리는 자연스러운 앞굽음(C자형 전만) 형태를 유지한다.

1-23 앉을 때 골반이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

1-24 턱끝을 살짝 들어 시선은 45˚ 전방을 향한다.

1-25 발끝을 기준으로 턱이 일직선상에 놓인다.

1-26 발끝을 기준으로 가슴이 일직선상에 놓인다.

1-27 발끝을 기준으로 무릎이 일직선상에 놓인다.

표 5. 전문가 회의 평가자용 SNPE 기본동작의 평가도구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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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문항

척도

1 2 3 4 5 6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거

의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2번

동작

위

2-1 양쪽 무릎이 수평을 이룬다.

2-2 양쪽 골반이 수평을 이룬다.

2-3 양쪽 겨드랑이가 수평을 이룬다.

2-4 팔꿈치는 편다.

2-5 손바닥을 붙이고 손끝은 가위 모양을 한다.

2-6 손끝 코가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2-7 가슴중앙 배꼽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2-8 무릎중앙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2-9 호흡을 편하게 한다.

옆

2-10 무릎이 바닥에 닿는다.

2-11 어깨가 바닥에 닿는다.

2-12 자세 완성 후 벨트를 스스로 풀고 올라온다.

3번

동작

위

3-1 양쪽 골반이 바닥에 닿는다.

3-2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간다.

3-3 정수리와 어깨 중앙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3-4 무릎중앙 발끝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옆
3-5 어깨에 긴장을 하지 않고 무릎을 들어 올린다.

3-6 무릎을 바닥에서 30˚이상 들어 올린다

4번

동작

앞

4-1 다리를 머리 위로 넘겼을 때 발끝이 바닥에 닿는다.

4-2 발끝이 바닥에 닿을때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4-3 가운데 정렬을 맞추어 올라온다.

4-4 어깨를 긴장하지 않고 복부의 힘으로 올라온다.

옆

4-5 구르기 시 팔꿈치를 펴고 손바닥이 바닥을 짚는다.

4-6 다리를 머리 위로 넘겼을 때 무릎 뒤를 편다.

4-7 올라와서 무릎을 펴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긴다.

4-8 상체를 숙여 손이 발끝에 닿는다.

4-9 구르기 시 반동을 이용하지 않는다.

표 5.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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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용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대상자용 평가도구는 <표 6>에 제시하였다. SNPE 동작을 수행할 때 자극되

는 부위를 위주로 문항을 구성하여 최종적으로 평가도구를 통합하였으며, 전문

가 회의에서 호흡과 관련된 항목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각 동작마다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척도는 평가자용과 마찬가지로 6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1점 전혀 아니

다, 2점 아니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그렇다, 5점 거의 그렇다, 6점 매우

그렇다로 대상자가 직접 평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작성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올바른 자세로 SNPE 동작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대상자용 평가도구에서는 통증과 관련하여 SNPE 1번, 2번, 3번, 4번 동작

마다 수행할 때 느끼는 통증의 정도를 통증평가척도를 이용하여 0부터 10단계

로 표기하도록 구성하였으며, 통증의 부위는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도록 하였

다. 대상자용 평가도구는 1번 동작 10문항, 2번 동작 3문항, 3번 동작 6문항,

4번 동작 4문항으로 총 23문항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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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번호
문항

척도

통증

(척도:

0-10

표기)

1 2 3 4 5 6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거

의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번

동작

1-1 무게중심이 발뒤꿈치 쪽으로 느껴진다.

1-2 양쪽 발바닥에 압력이 동일하게 느껴진다.

1-3 허벅지 전체에 자극이 느껴진다.

1-4 엉덩이에 자극이 느껴진다.

1-5 등에 자극이 느껴진다.

1-6 날개뼈 사이에 자극이 느껴진다.

1-7 복부를 수축할 수 있다.

1-8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

1-9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

1-10 일어날 때 엉덩이와 허벅지의 힘으로 일어난다.

2번

동작

2-1 허벅지 앞쪽과 복부가 이완되는 느낌이 있다.

2-2 머리 위로 팔을 올렸을 때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

2-3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

3번

동작

3-1 허벅지 안쪽에 자극이 느껴진다.

3-2 엉덩이에 자극이 느껴진다.

3-3 복부를 수축할 수 있다.

3-4 양쪽 골반이 바닥에 닿는다.

3-5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

3-6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

4번

동작

4-1 복부에 자극이 느껴진다.

4-2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

4-3 구르기 시 소리가 나지 않는다.

4-4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

표 6. 전문가 회의 대상자용 SNPE 기본동작의 평가도구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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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회원용 설문지

회원용 설문지는 대상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운동과 관련한 질문 및 통증 관

련 질문과 질환 및 수술 여부와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을 하였고, 대상자의 기

본적인 정보를 참조하기 위한 항목들로 전문가 회의를 통해서 도출하였다. 회

원용 설문지 역시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패널들의 의견을 참조하였다. 기본 사

항과 관련한 항목으로는 성명, 성별, 연령, 연락처, 신장과 체중의 항목을 포함

하였다. 운동과 관련한 항목으로는 SNPE 운동 경험과 목적, 기간, 횟수, 강

사의 지도 유무, 다른 운동 경험과 같은 사항을 정리하여 구성하였다.

통증과 관련한 항목으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느낀 근골격계 통증의 유무와

통증의 발생 부위를 객관식으로 나열하였고, 통증의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를

숫자로 표시하여 작성하도록 표기하였다. 질환 및 수술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서는 척추 관련 질환의 진단 유무와 그에 대한 질환명을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척추 관련 질환 외에 다른 질환의 진단 유무와 질환명, 질환 부위의 시술 및

수술 경험도 포함하였다.

2) 1차 델파이 결과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평가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도출한 평가자용 54문항과 대상자용 23문항에 대한 중요도와 적합도의

정도를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하도록 설문지를 제작하였다. 다른 의

견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개방형 의견 문항도 추가하여 회원용 설문지와

함께 13명의 SNPE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델파이 조사 시 전문가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이메일을 통하여 안내문과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3명 중 12명이 참여



- 37 -

하였다.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통계 분석을 통하여 평균, 표준편차, 안정도와 중앙값,

사분편차와 최빈값을 산출하였다. 개방형으로 기술한 전문가 의견란의 내용들

은 후속 회의를 통하여 일부 항목을 추가 및 삭제, 수정, 보완하였다. 각 문항

에 대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의견은 추후 회의를 통해 수합하여 항목에 추

가하였다. 또한 회원용 설문지는 문항들에 대해 추가, 보완, 제안 사항을 자유

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1) 평가자용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평가자용 결과는 <표 7>과 같다. 설문의 응

답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요도와 적합도의 평균이 각각 4.20±1.02,

4.36±0.90으로 나타났고, 동작별 모든 항목에서 평균과 중앙값이 3.0 이상으

로 긍정적인 답변이 확인되었다. 최빈값 또한 1-23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4.0

또는 5.0으로 확인되었다.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인 안정도가 0.5 이하

면 응답의 일치를 나타내고, 0.5~0.8인 경우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

였다(Sempik, Aldridge, & Becker, 2003). 본 연구의 1차 델파이 결과에

서는 안정도가 모든 문항에서 0.5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가자용 평가도구에서 최빈값 4.0 이하로 확인된 1번 동작 중에 1-23문항

인 ‘앉을 때 골반이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항목은 여러 의견에서 문항의 의

미를 파악할 수 없고, 일반인들의 기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

여 삭제하기로 하였고 추후 포커스그룹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하

였다. 2번 동작 중에 2-1문항과 2-2문항인 ‘양쪽 무릎, 골반이 수평을 이룬다’

의 내용에서 추가로 좌우의 무릎, 좌우의 골반의 높이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는 의견이 있었다.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나온 의견을 참조하여 2차 델파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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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에서 ‘바닥면 기준으로 좌/우 무릎의 높이가 같다’와 ‘바닥면 기준으로 좌/

우 골반의 높이가 같다’는 항목을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3번 동작에서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

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2차 델파이 설문지에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항목을 추가하였다. 4번 동작에서 4-4문항인 ‘어깨를 긴장하지 않고 복부의 힘

으로 올라온다’는 항목을 ‘목과 어깨를 긴장하지 않고 복부의 힘으로 올라온다’

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따라서 전문가 회의에서 도출된 평가자용 평가도

구의 총 54문항에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개 문항 삭제, 3개 문항 추가, 1

개 문항을 수정하여 총 56문항으로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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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번호

중요도 적합도

결과

M SD CV Mdn IQR mode M SD CV Mdn IQR mode

1번

동작

앞

1-1 4.75 0.45 0.10 5.0 0.26 5.0 4.75 0.45 0.10 5.0 0.26 5.0 유지

1-2 3.58 1.24 0.35 3.5 2.26 5.0 3.92 1.31 0.33 4.5 2.26 5.0 유지

1-3 3.67 1.44 0.39 4.0 2.26 5.0 4.17 1.19 0.29 5.0 1.26 5.0 유지

1-4 4.25 1.71 0.40 4.5 2.00 5.0 3.83 1.40 0.37 4.5 2.00 5.0 유지

1-5 4.67 0.65 0.14 5.0 0.26 5.0 4.67 0.65 0.14 5.0 0.26 5.0 유지

1-6 4.58 0.67 0.15 5.0 1.00 5.0 4.67 0.65 0.14 5.0 0.26 5.0 유지

1-7 3.75 1.48 0.40 4.5 2.26 5.0 4.25 1.14 0.27 5.0 2.00 5.0 유지

1-8 4.08 1.08 0.27 4.5 2.00 5.0 4.36 1.03 0.24 5.0 1.00 5.0 유지

1-9 4.17 1.03 0.25 4.5 1.26 5.0 4.25 1.06 0.25 5.0 1.26 5.0 유지

1-10 4.33 0.89 0.20 5.0 1.26 5.0 4.50 0.90 0.20 5.0 0.50 5.0 유지

1-11 4.08 1.00 0.24 4.0 1.26 5.0 4.17 1.03 0.25 4.5 1.26 5.0 유지

뒤

1-12 4.58 0.67 0.15 5.0 1.00 5.0 4.83 0.39 0.08 5.0 0.00 5.0 유지

1-13 4.33 1.15 0.27 5.0 1.00 5.0 4.58 0.67 0.15 5.0 1.00 5.0 유지

1-14 3.75 1.36 0.36 4.0 2.00 5.0 4.17 1.03 0.25 4.5 1.26 5.0 유지

1-15 4.17 1.11 0.27 4.0 1.00 4.0 4.25 0.87 0.20 4.5 1.26 5.0 유지

1-16 4.75 0.62 0.13 5.0 0.00 5.0 4.75 0.62 0.13 5.0 0.00 5.0 유지

1-17 4.67 0.65 0.14 5.0 0.26 5.0 4.75 0.62 0.13 5.0 0.00 5.0 유지

1-18 4.33 0.98 0.23 5.0 1.00 5.0 4.58 0.67 0.15 5.0 1.00 5.0 유지

1-19 4.50 0.67 0.15 5.0 1.00 5.0 4.33 0.78 0.18 4.5 1.00 5.0 유지

1-20 4.17 1.03 0.25 4.5 1.26 5.0 4.58 0.67 0.15 5.0 1.00 5.0 유지

1-21 4.42 1.08 0.25 5.0 0.50 5.0 4.75 0.62 0.13 5.0 0.00 5.0 유지

옆

1-22 4.83 0.39 0.08 5.0 0.00 5.0 4.83 0.39 0.08 5.0 0.00 5.0 유지

1-23 4.00 1.04 0.26 4.0 0.40 5.0 3.83 1.11 0.29 3.5 0.40 3.0 삭제

1-24 4.08 0.90 0.22 4.0 1.00 4.0 4.33 0.98 0.23 5.0 1.00 5.0 유지

1-25 4.17 1.40 0.34 5.0 1.26 5.0 4.67 0.65 0.14 5.0 0.26 5.0 유지

1-26 3.92 1.62 0.41 5.0 3.00 5.0 4.50 1.00 0.22 5.0 0.26 5.0 유지

1-27 3.83 1.75 0.46 5.0 3.00 5.0 4.33 1.37 0.32 5.0 0.26 5.0 유지

표 7. 델파이 1차 조사 평가자용 SNPE 기본동작의 평가도구 결과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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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번호

중요도 적합도

결과

M SD CV Mdn IQR mode M SD CV Mdn IQR mode

2번

동작

위

2-1 4.92 0.29 0.06 5.0 0.00 5.0 4.73 0.65 0.14 5.0 0.00 5.0 유지

2-2 4.75 0.62 0.13 5.0 0.00 5.0 4.64 0.67 0.15 5.0 0.50 5.0 유지

2-3 3.83 1.34 0.35 4.5 2.26 5.0 3.83 1.34 0.35 4.5 2.26 5.0 유지

2-4 3.75 1.14 0.30 4.0 2.00 5.0 3.75 1.14 0.30 4.0 2.00 5.0 유지

2-5 3.58 1.24 0.35 4.0 1.26 4.0 3.67 1.30 0.36 4.0 2.00 5.0 유지

2-6 4.33 0.89 0.20 4.5 1.00 5.0 4.33 0.89 0.20 4.5 1.00 5.0 유지

2-7 4.25 0.75 0.18 4.0 1.00 4.0 4.42 0.79 0.18 5.0 1.00 5.0 유지

2-8 4.58 0.67 0.15 5.0 1.00 5.0 4.67 0.65 0.14 5.0 0.26 5.0 유지

2-9 4.17 1.34 0.32 5.0 1.00 5.0 4.00 1.35 0.34 4.5 1.26 5.0 유지

2-10 4.42 0.90 0.20 5.0 1.26 5.0 4.75 0.62 0.13 5.0 0.00 5.0 유지

옆 2-11 4.42 0.90 0.20 5.0 1.26 5.0 4.50 0.80 0.18 5.0 1.00 5.0 유지

2-12 3.75 1.42 0.38 4.0 2.26 5.0 3.67 1.44 0.39 4.0 2.26 5.0 유지

3-1 3.92 1.24 0.32 4.5 2.00 5.0 4.00 1.18 0.30 4.0 1.50 5.0 유지

3번

동작

위
3-2 4.75 0.45 0.10 5.0 0.26 5.0 4.75 0.45 0.10 5.0 0.26 5.0 유지

3-3 4.25 1.06 0.25 5.0 1.26 5.0 4.33 0.89 0.20 5.0 1.26 5.0 유지

3-4 4.58 0.79 0.17 5.0 0.26 5.0 4.67 0.65 0.14 5.0 0.26 5.0 유지

옆
3-5 4.92 0.29 0.06 5.0 0.00 5.0 4.92 0.29 0.06 5.0 0.00 5.0 유지

3-6 3.83 1.34 0.35 4.0 2.00 5.0 4.08 1.24 0.30 5.0 2.00 5.0 유지

4번

동작

앞

4-1 3.58 1.38 0.38 3.5 3.00 5.0 4.00 1.35 0.34 5.0 2.26 5.0 유지

4-2 3.92 1.08 0.28 4.0 2.00 5.0 4.17 0.94 0.22 4.5 2.00 5.0 유지

4-3 4.17 1.03 0.25 4.5 1.26 5.0 4.33 0.89 0.20 5.0 1.26 5.0 유지

4-4 4.75 0.62 0.13 5.0 0.00 5.0 4.83 0.58 0.12 5.0 0.00 5.0 수정

4-5 3.08 1.24 0.40 3.5 2.00 4.0 3.50 1.17 0.33 3.5 1.50 4.0 유지

옆

4-6 4.08 1.16 0.29 4.5 1.26 5.0 4.33 0.98 0.23 5.0 1.00 5.0 유지

4-7 4.50 0.80 0.18 5.0 1.00 5.0 4.50 0.80 0.18 5.0 1.00 5.0 유지

4-8 3.67 1.56 0.42 4.0 2.26 5.0 3.92 1.31 0.33 4.5 2.26 5.0 유지

4-9 4.08 1.16 0.29 4.5 1.26 5.0 4.25 1.22 0.29 5.0 1.26 5.0 유지

표 7. 계속

M=Mean, SD=Standard deviation, Mdn=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CV=Coefficient of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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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번호

중요도 적합도

결과

M SD CV Mdn IQR mode M SD CV Mdn IQR mode

1번

동작

1-1 4.50 0.80 0.18 5.0 1.00 5.0 4.73 0.47 0.10 5.0 0.50 5.0 유지

1-2 4.42 0.90 0.20 5.0 1.00 5.0 4.55 0.82 0.18 5.0 0.50 5.0 유지

1-3 4.08 0.90 0.22 4.0 2.00 5.0 4.09 0.94 0.23 4.0 2.00 5.0 유지

1-4 4.33 1.07 0.25 5.0 1.26 5.0 4.18 1.08 0.26 5.0 1.50 5.0 유지

1-5 4.42 1.24 0.28 5.0 0.26 5.0 4.27 1.27 0.30 5.0 1.00 5.0 유지

1-6 4.75 0.62 0.13 5.0 0.00 5.0 4.82 0.60 0.13 5.0 0.00 5.0 유지

1-7 4.25 1.06 0.25 5.0 1.26 5.0 4.27 1.19 0.28 5.0 1.00 5.0 유지

1-8 4.50 1.17 0.26 5.0 0.26 5.0 4.55 1.21 0.27 5.0 0.00 5.0 유지

1-9 4.42 0.79 0.18 5.0 1.00 5.0 4.27 1.01 0.24 5.0 1.00 5.0 유지

1-10 4.75 0.45 0.10 5.0 0.26 5.0 4.73 0.47 0.10 5.0 0.50 5.0 유지

2번

동작

2-1 4.58 0.79 0.17 5.0 0.26 5.0 4.64 0.67 0.15 5.0 0.50 5.0 유지

2-2 4.25 0.87 0.20 4.5 1.26 5.0 4.36 0.81 0.19 5.0 1.00 5.0 유지

2-3 4.50 0.67 0.15 5.0 1.00 5.0 4.55 0.69 0.15 5.0 1.00 5.0 유지

3번

동작

3-1 4.83 0.58 0.12 5.0 0.00 5.0 4.82 0.60 0.13 5.0 0.00 5.0 유지

3-2 4.92 0.29 0.06 5.0 0.00 5.0 4.91 0.30 0.06 5.0 0.00 5.0 유지

3-3 3.50 1.23 0.37 4.0 1.00 4.0 3.27 1.35 0.41 4.0 2.00 4.0 유지

3-4 4.25 0.87 0.20 4.5 1.26 5.0 4.36 1.03 0.24 5.0 1.00 5.0 유지

3-5 4.83 0.39 0.08 5.0 0.00 5.0 4.82 0.40 0.08 5.0 0.00 5.0 유지

3-6 4.08 1.00 0.24 4.0 1.26 5.0 4.36 1.03 0.24 5.0 1.00 5.0 유지

4번

동작

4-1 4.75 0.45 0.10 5.0 0.26 5.0 4.73 0.47 0.10 5.0 0.50 5.0 유지

4-2 5.00 0.00 0.00 5.0 0.00 5.0 5.00 0.00 0.00 5.0 0.00 5.0 수정

4-3 4.83 0.58 0.12 5.0 0.00 5.0 4.82 0.40 0.08 5.0 0.00 5.0 유지

4-4 4.75 0.87 0.18 5.0 0.00 5.0 4.64 0.67 0.15 5.0 0.50 5.0 유지

(2) 대상자용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1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대상자용 평가도구 결과는 <표 8>과 같다.

중요도와 적합도의 평균이 각각 4.47±0.80, 4.48±0.80으로 확인되었다. 모

든 문항에서 중요도와 적합도의 평균 3.0 이상, 중앙값과 최빈값 4.0 이상,

안정도 0.5 이하 결과가 확인되어 대상자용 평가도구 23문항을 유지하기로 하

였다.

표 8. 델파이 1차 조사 대상자용 SNPE 기본동작의 평가도구 결과 (n=12)

M=Mean, SD=Standard deviation, Mdn=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CV=Coefficient of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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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용 평가도구에서는 2번 동작 시 허리와 무릎에 통증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 평가도구에서는 수행 시 동작과 관

련한 항목을 위주로 개발하였으며, 통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항목에 반영

하지 않고 통증척도만 기입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통증과 관련한 항목은 결

과에 반영하지 않았다. 3번 동작에서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차 델파이 설문지에 추가하기로 하였다. 4

번 동작에서 4-2문항인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는 ‘목과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로 수정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뒷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가 있었지만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으로 간주하여 포함하지 않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4번 동작에서 구르기를 할 때 등 근육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지면과 등이 닿을 때 느낌을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구르기 시 등의 좌/우가 동

일하게 바닥에 닿는다’는 항목을 2차 델파이 설문지에 추가하였다. 전문가 회

의에서 도출된 대상자용 평가도구의 23문항에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2개 문

항 추가, 1개 문항 수정하여 총 25문항으로 선정되었다.

(3)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회원용 설문지

회원용 설문지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 통증 관련 항목에서 통증 발

생 부위를 오른쪽/왼쪽 함께 기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관절 부위

인 어깨, 팔꿈치, 손목, 무릎, 고관절, 발목, 발에 좌/우로 표기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기타 통증에 질환명을 예시로 추가로 기입하여 회원용 설문지 작

성 시 참고하도록 수정하였다.

운동 관련 항목에서 1번 SNPE 운동 경험을 묻는 질문과 2번 운동 목적을

묻는 질문은 순서를 바꾸어 수정하였다. 운동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아니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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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답하게 되는 경우 6번 문항으로 이동하라는 표기를 추가하여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구분하고 질문을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설

문지를 작성할 때 좀 더 편리하도록 보완하였다.

3) 2차 델파이 결과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를 기반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

고 전문가 집단의 논의를 통하여 설문 내용을 추가, 삭제, 수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평가자용 56문항과 대상자용 25문항으로 설문을 재구성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와 마찬가지로 수정된 회원용 설문지와 함께 동일한 13명의 전문

가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2차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에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기된 전문가의 의

견을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였다. 1차 델파이 회의 결과에서

전문가 2명 이상이 동일하게 제시한 의견과 연구자의 판단으로 유의미한 의견

사항에 대해서 2차 델파이 조사에 최대한 반영하여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또

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 수집된 각 항목들의 중요도와 적합도를 다시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13명의 패

널들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하여 11명이 회신하였다.

(1) 평가자용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평가자용 평가도구 결과는 <표 9>와 같다.

설문의 응답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요도와 적합도의 평균이 각각

4.37±0.79, 4.42±0.84로 나타났다. 동작별 모든 항목에서 평균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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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중요도 적합도

결과
M SD CV Mdn IQR mode M SD CV Mdn IQR mode

1번

동작

앞

1-1 4.73 0.65 0.14 5.0 0.00 5.0 4.73 0.65 0.14 5.0 0.00 5.0 유지

1-2 3.55 1.04 0.29 4.0 1.00 4.0 3.91 1.04 0.27 4.0 2.00 5.0 유지

1-3 3.18 1.33 0.42 4.0 1.50 4.0 3.73 1.10 0.30 4.0 0.50 4.0 유지

1-4 4.45 0.69 0.15 5.0 1.00 5.0 4.45 0.69 0.15 5.0 1.00 5.0 유지

1-5 4.73 0.65 0.14 5.0 0.00 5.0 4.73 0.65 0.14 5.0 0.00 5.0 유지

1-6 4.73 0.65 0.14 5.0 0.00 5.0 4.64 0.81 0.17 5.0 0.00 5.0 유지

1-7 4.18 0.87 0.21 4.0 1.50 5.0 4.09 0.83 0.20 4.0 1.50 4.0 유지

1-8 4.27 1.01 0.24 5.0 1.00 5.0 4.55 0.69 0.15 5.0 1.00 5.0 유지

1-9 4.27 0.79 0.18 4.0 1.00 5.0 4.27 0.79 0.18 4.0 1.00 5.0 유지

1-10 4.45 0.52 0.12 4.0 1.00 4.0 4.55 0.52 0.11 5.0 1.00 5.0 유지

1-11 4.36 0.81 0.19 5.0 1.00 5.0 4.45 0.82 0.18 5.0 1.00 5.0 유지

뒤

1-12 4.60 0.52 0.11 5.0 1.00 5.0 4.60 0.52 0.11 5.0 1.00 5.0 유지

1-13 4.55 0.52 0.11 5.0 1.00 5.0 4.55 0.69 0.15 5.0 1.00 5.0 유지

1-14 3.82 0.75 0.20 4.0 1.00 4.0 3.91 0.83 0.21 4.0 1.50 4.0 유지

1-15 4.36 0.67 0.15 4.0 1.00 4.0 4.45 0.69 0.15 5.0 1.00 5.0 유지

1-16 4.55 0.69 0.15 5.0 1.00 5.0 4.64 0.67 0.15 5.0 0.50 5.0 유지

1-17 4.55 0.69 0.15 5.0 1.00 5.0 4.64 0.67 0.15 5.0 0.50 5.0 유지

1-18 4.45 0.82 0.18 5.0 1.00 5.0 4.27 1.01 0.24 5.0 2.00 5.0 유지

1-19 4.36 0.81 0.19 5.0 1.00 5.0 4.36 0.92 0.21 5.0 1.50 5.0 유지

1-20 4.18 0.87 0.21 4.0 1.50 5.0 4.18 0.87 0.21 4.0 1.50 5.0 유지

1-21 4.36 0.81 0.19 5.0 1.00 5.0 4.36 0.92 0.21 5.0 1.50 5.0 유지

옆

1-22 4.55 0.82 0.18 5.0 0.50 5.0 4.45 0.93 0.21 5.0 1.00 5.0 유지

1-23 3.91 0.54 0.14 4.0 0.00 4.0 4.18 0.75 0.18 4.0 1.00 4.0 유지

1-24 3.82 1.40 0.37 4.0 2.00 5.0 3.82 1.60 0.42 5.0 2.00 5.0 유지

1-25 3.82 1.40 0.37 4.0 2.00 5.0 3.82 1.60 0.42 5.0 2.00 5.0 유지

1-26 3.64 1.50 0.41 4.0 2.50 5.0 3.64 1.57 0.43 4.0 2.00 5.0 유지

중앙값과 최빈값이 4.0 이상으로 긍정적인 중심치를 보이고 있고, 안정도 또한

모두 0.5 이하임을 확인하여 총 56문항의 추가 수정이나 삭제는 진행하지 않

았다.

표 9. 델파이 2차 조사 평가자용 SNPE 기본동작의 평가도구 결과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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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중요도 적합도

결과

M SD CV Mdn IQR mode M SD CV Mdn IQR mode

2번

동작

위

2-1 4.45 0.69 0.15 5.0 1.00 5.0 4.45 0.93 0.21 5.0 1.00 5.0 유지

2-2 4.64 0.50 0.11 5.0 1.00 5.0 4.64 0.67 0.15 5.0 0.50 5.0 유지

2-3 4.73 0.47 0.10 5.0 0.50 5.0 4.73 0.65 0.14 5.0 0.00 5.0 유지

2-4 4.45 0.52 0.12 4.0 1.00 4.0 4.36 0.81 0.19 5.0 1.00 5.0 유지

2-5 4.09 1.04 0.26 4.0 1.50 5.0 4.09 1.04 0.26 4.0 1.50 5.0 유지

2-6 3.73 0.90 0.24 4.0 1.00 4.0 3.91 1.04 0.27 4.0 2.00 5.0 유지

2-7 3.55 0.82 0.23 4.0 1.00 4.0 3.55 0.82 0.23 4.0 1.00 4.0 유지

2-8 4.36 0.92 0.21 5.0 1.50 5.0 4.27 0.79 0.18 4.0 1.00 5.0 유지

2-9 4.45 0.82 0.18 5.0 1.00 5.0 4.27 1.10 0.26 5.0 1.50 5.0 유지

2-10 4.70 0.67 0.14 5.0 0.00 5.0 4.64 0.81 0.17 5.0 0.00 5.0 유지

2-11 4.27 0.65 0.15 4.0 1.00 4.0 4.18 0.87 0.21 4.0 1.50 5.0 유지

옆

2-12 4.45 0.69 0.15 5.0 1.00 5.0 4.36 0.81 0.19 5.0 1.00 5.0 유지

2-13 4.45 0.69 0.15 5.0 1.00 5.0 4.45 0.82 0.18 5.0 1.00 5.0 유지

2-14 4.00 1.10 0.27 4.0 2.00 5.0 4.00 1.10 0.27 4.0 2.00 5.0 유지

3번

동작

위

3-1 4.18 0.98 0.23 4.0 1.00 5.0 4.18 1.08 0.26 5.0 1.50 5.0 유지

3-2 4.55 0.69 0.15 5.0 1.00 5.0 4.55 0.69 0.15 5.0 1.00 5.0 유지

3-3 4.36 1.12 0.26 5.0 1.00 5.0 4.55 0.82 0.18 5.0 0.50 5.0 유지

3-4 4.36 0.81 0.19 5.0 1.00 5.0 4.27 0.90 0.21 5.0 1.50 5.0 유지

3-5 4.45 0.82 0.18 5.0 1.00 5.0 4.55 0.82 0.18 5.0 0.50 5.0 유지

옆
3-6 5.00 0.00 0.00 5.0 0.00 5.0 4.91 0.30 0.06 5.0 0.00 5.0 유지

3-7 3.82 0.60 0.16 4.0 0.50 4.0 4.27 0.79 0.18 4.0 1.00 5.0 유지

4번

동작

앞

4-1 3.91 0.83 0.21 4.0 1.50 4.0 4.10 0.88 0.21 4.0 1.76 5.0 유지

4-2 4.27 0.79 0.18 4.0 1.00 5.0 4.55 0.82 0.18 5.0 0.50 5.0 유지

4-3 4.45 0.69 0.15 5.0 1.00 5.0 4.64 0.81 0.17 5.0 0.00 5.0 유지

4-4 4.55 0.69 0.15 5.0 1.00 5.0 4.55 0.69 0.15 5.0 1.00 5.0 유지

옆

4-5 3.45 0.93 0.27 4.0 1.00 4.0 3.36 1.03 0.31 4.0 1.50 4.0 유지

4-6 4.64 0.67 0.15 5.0 0.50 5.0 4.55 0.82 0.18 5.0 0.50 5.0 유지

4-7 4.45 0.82 0.18 5.0 1.00 5.0 4.36 0.81 0.19 5.0 1.00 5.0 유지

4-8 3.64 1.12 0.31 4.0 1.50 4.0 3.73 1.19 0.32 4.0 2.00 5.0 유지

4-9 4.18 1.08 0.26 5.0 1.50 5.0 4.18 1.17 0.28 5.0 2.00 5.0 유지

표 9. 계속

M=Mean, SD=Standard deviation, Mdn=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CV=Coefficient of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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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자용 평가도구는 1차 델파이 항목보다 문항이 더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표기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1-26문항인 ‘발끝을 기준으로 무릎이 일직선상에

놓인다’에서 2명 이상의 패널들이 신체상의 구조로 발끝과 무릎선이 일직선이

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포커스

그룹 회의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2) 대상자용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수집된 대상자용 결과는 <표 10>과 같다. 중요도와

적합도의 평균이 각각 4.62±0.59, 4.62±0.60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

냄을 확인하였다. 모든 문항에서 중요도와 적합도의 평균 3.0 이상, 중앙값

4.5 이상, 최빈값 4.0 이상과 안정도 0.5 이하의 결과가 확인되어 대상자용

평가도구 25문항을 모두 유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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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중요도 적합도

결과

M SD CV Mdn IQR mode M SD CV Mdn IQR mode

1번

동작

1-1 4.70 0.48 0.10 5.0 0.76 5.0 4.60 0.84 0.18 5.0 0.00 5.0 유지

1-2 4.70 0.48 0.10 5.0 0.76 5.0 4.80 0.42 0.09 5.0 0.00 5.0 유지

1-3 4.40 0.84 0.19 5.0 1.00 5.0 4.40 0.70 0.16 4.5 1.00 5.0 유지

1-4 4.20 1.23 0.29 4.5 1.00 5.0 4.10 1.20 0.29 4.0 1.00 4.0 유지

1-5 4.60 0.70 0.15 5.0 0.76 5.0 4.70 0.67 0.14 5.0 0.00 5.0 유지

1-6 4.70 0.67 0.14 5.0 0.00 5.0 4.70 0.67 0.14 5.0 0.00 5.0 유지

1-7 4.30 0.82 0.19 4.5 1.00 5.0 4.40 0.70 0.16 4.5 1.00 5.0 유지

1-8 4.70 0.48 0.10 5.0 0.76 5.0 4.70 0.48 0.10 5.0 0.76 5.0 유지

1-9 4.70 0.67 0.14 5.0 0.00 5.0 4.70 0.67 0.14 5.0 0.00 5.0 유지

1-10 4.80 0.42 0.09 5.0 0.00 5.0 4.90 0.32 0.06 5.0 0.00 5.0 유지

2번

동작

2-1 4.80 0.42 0.09 5.0 0.00 5.0 4.80 0.42 0.09 5.0 0.00 5.0 유지

2-2 4.60 0.52 0.11 5.0 1.00 5.0 4.60 0.52 0.11 5.0 1.00 5.0 유지

2-3 4.90 0.32 0.06 5.0 0.00 5.0 4.90 0.32 0.06 5.0 0.00 5.0 유지

3번

동작

3-1 4.60 0.70 0.15 5.0 0.76 5.0 4.50 0.85 0.19 5.0 0.76 5.0 유지

3-2 4.70 0.67 0.14 5.0 0.00 5.0 4.70 0.67 0.14 5.0 0.00 5.0 유지

3-3 5.00 0.00 0.00 5.0 0.00 5.0 5.00 0.00 0.00 5.0 0.00 5.0 유지

3-4 3.70 0.67 0.18 4.0 1.00 4.0 3.90 0.74 0.19 4.0 0.76 4.0 유지

3-5 4.60 0.70 0.15 5.0 0.76 5.0 4.60 0.70 0.15 5.0 0.76 5.0 유지

3-6 4.90 0.32 0.06 5.0 0.00 5.0 4.80 0.42 0.09 5.0 0.00 5.0 유지

3-7 4.70 0.48 0.10 5.0 0.76 5.0 4.60 0.52 0.11 5.0 1.00 5.0 유지

4번

동작

4-1 4.70 0.48 0.10 5.0 0.76 5.0 4.70 0.48 0.10 5.0 0.76 5.0 유지

4-2 4.60 0.70 0.15 5.0 0.76 5.0 4.50 0.71 0.16 5.0 1.00 5.0 유지

4-3 4.60 0.70 0.15 5.0 0.76 5.0 4.70 0.67 0.14 5.0 0.00 5.0 유지

4-4 4.50 0.71 0.16 5.0 1.00 5.0 4.50 0.71 0.16 5.0 1.00 5.0 유지

4-5 4.90 0.32 0.06 5.0 0.00 5.0 4.80 0.42 0.09 5.0 0.00 5.0 유지

표 10. 델파이 2차 조사 대상자용 SNPE 기본동작의 평가도구 결과 (n=11)

M=Mean, SD=Standard deviation, Mdn=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CV=Coefficient of variation

(3)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회원용 설문지

통증 관련 질문 중 통증 발생 부위 답변에서 모두 좌/우 표시가 있어야 한다

는 의견을 반영하여 회원용 설문지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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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구분 문항 내용 사유

삭제

평가자 1-16 양쪽 골반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내용 중복

평가자 1-17 양쪽 어깨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내용 중복

평가자 1-21 무릎 중앙 발목 중앙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내용 중복

평가자 2-14 자세 완성 후 벨트를 스스로 풀고 올라온다. 연관성 부족

대상자 3-1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다. 평가자용 적합

유지 평가자 1-26 발끝을 기준으로 무릎이 일직선상에 놓인다. SNPE 책/앱 의거

추가 평가자 4-9 구르기 시 척추의 분절이 가능하다. 동작의 특성 반영

4) 포커스그룹 회의 결과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커스그룹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평가

자용과 대상자용 평가도구를 재구성하였다. 포커스그룹 회의는 델파이 조사 이

후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

하고자 계획되었다. 회의 일주일 전 델파이 1차와 2차 분석 결과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최종적으로 평가도구 개발에 관해 참여자들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포커스그룹 회의는 SNPE 분야의 전문가로 박사 2명과 석사 2명을 대상으

로 이루어졌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장소는 SNPE 압구

정 본원 회의실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활용하여 회의 시작과 동시에 음성 녹음을

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자용과 대상자용 평가도구에 반영된

사항은 다음 <표 11>에 요약되었다.

표 11. 포커스그룹 회의 후 반영된 사항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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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자용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포커스그룹 회의에서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평가자용 1번 동작에서 1-16,

1-17과 1-21문항은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제거하기로 하였다. 1번 동작의 어

깨 위치에 관한 내용 중 ‘손을 뒤로 깍지 낀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어깨를 뒤

로 넘길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1-12문항에 ‘날

개뼈 사이를 모은다’는 의미와 동일하다고 판단되어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 1번 동작의 1-23문항인 ‘앉을 때 골반이 뒤로 돌아가

지 않는다’는 문항은 포커스그룹 회의에서 다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반면에 골반과 관련한 동작에서 중요한 부분이지만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문항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1-22문항

인 ‘허리는 자연스러운 앞굽음(C자형 전만) 형태를 유지한다’는 내용과 중복되

는 의미로 간주되어 추가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델파이 2차 조사에서 2명

이상의 패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으로 1-26문항인 ‘발끝을 기준으로 무

릎이 일직선상에 놓인다’는 SNPE 책과 자세분석 앱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이나 제거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하였다.

2번 동작의 2-14문항에서 ‘자세 완성 후 벨트를 스스로 풀고 올라온다’는 내

용은 동작 평가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거하기로 하였다. 4번

동작에서 구르기 시 척추의 한 부분이 ‘퉁’하고 떨어지는지를 판별하는 것은

SNPE 구르기만의 특성이므로 관련 문항이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평가자용 4번 동작에서 4-9문항에 ‘구르기 시 척추의 분절

이 가능하다’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평가자용 SNPE 기본

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는 <표 12>와 같다. 총 53문항 중 1번 동작 23문항,

2번 동작 13문항, 3번 동작 7문항, 4번 동작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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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문항

척도

1 2 3 4 5 6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거

의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번

동작

앞

1-1 벨트를 묶고 서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 　 　 　 　 　 　

1-2 양 발을 붙인다. 　 　 　 　 　 　

1-3 발가락 전체를 들어 올린다. 　 　 　 　 　 　

1-4 양쪽 무릎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1-5 양쪽 골반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1-6 양쪽 어깨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1-7 양쪽 턱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1-8 코가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1-9 어깨 중앙 배꼽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1-10 무릎 중앙 발목 중앙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1-11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한다. 　 　 　 　 　 　

뒤

1-12 날개뼈 사이를 모은다. 　 　 　 　 　 　

1-13 팔꿈치는 편다. 　 　 　 　 　 　

1-14 손바닥을 붙이고 손끝은 가위 모양을 한다. 　 　 　 　 　 　

1-15 어깨에 긴장을 하지 않는다. 　 　 　 　 　 　

1-16 양쪽 귀끝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1-17 정수리가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1-18 등 중앙 손끝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옆

1-19 허리는 자연스러운 앞굽음(C자형 전만) 형태를 유지한다. 　 　 　 　 　 　

1-20 턱끝을 살짝 들어 시선은 45˚ 전방을 향한다. 　 　 　 　 　 　

1-21 발끝을 기준으로 턱이 일직선상에 놓인다. 　 　 　 　 　 　

1-22 발끝을 기준으로 가슴이 일직선상에 놓인다. 　 　 　 　 　 　

1-23 발끝을 기준으로 무릎이 일직선상에 놓인다. 　 　 　 　 　 　

표 12. 평가자용 SNPE 기본동작의 최종 평가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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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문항

척도

1 2 3 4 5 6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거

의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2번

동작

위

2-1 양쪽 무릎이 수평을 이룬다. 　 　 　 　 　 　

2-2 바닥면 기준으로 좌/우 무릎의 높이가 같다. 　 　 　 　 　 　

2-3 양쪽 골반이 수평을 이룬다. 　 　 　 　 　 　

2-4 바닥면 기준으로 좌/우 골반의 높이가 같다. 　 　 　 　 　 　

2-5 양쪽 겨드랑이가 수평을 이룬다. 　 　 　 　 　 　

2-6 팔꿈치는 편다. 　 　 　 　 　 　

2-7 손바닥을 붙이고 손끝은 가위 모양을 한다. 　 　 　 　 　 　

2-8 손끝 코가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2-9 가슴 중앙 배꼽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2-10 무릎 중앙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2-11 호흡을 편하게 한다. 　 　 　 　 　 　

옆
2-12 무릎이 바닥에 닿는다. 　 　 　 　 　 　

2-13 어깨가 바닥에 닿는다. 　 　 　 　 　 　

3번

동작

위

3-1 양쪽 골반이 바닥에 닿는다. 　 　 　 　 　 　

3-2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간다. 　 　 　 　 　 　

3-3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다. 　 　 　 　 　 　

3-4 정수리와 어깨 중앙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3-5 무릎 중앙 발끝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옆
3-6 어깨에 긴장을 하지 않고 무릎을 들어 올린다. 　 　 　 　 　 　

3-7 무릎을 바닥에서 30˚이상 들어 올린다 　 　 　 　 　 　

4번

동작

앞

4-1 다리를 머리 위로 넘겼을 때 발끝이 바닥에 닿는다. 　 　 　 　 　 　

4-2 발끝이 바닥에 닿을 때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4-3 가운데 정렬을 맞추어 올라온다. 　 　 　 　 　 　

4-4 목과 어깨를 긴장하지 않고 복부의 힘으로 올라온다. 　 　 　 　 　 　

옆

4-5 구르기 시 팔꿈치를 펴고 손바닥이 바닥을 짚는다. 　 　 　 　 　 　

4-6 다리를 머리 위로 넘겼을 때 무릎 뒤를 편다. 　 　 　 　 　 　

4-7 올라와서 무릎을 펴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긴다. 　 　 　 　 　 　

4-8 상체를 숙여 손이 발끝에 닿는다. 　 　 　 　 　 　

4-9 구르기 시 척추의 분절이 가능하다. 　 　 　 　 　 　

4-10 구르기 시 반동을 이용하지 않는다. 　 　 　 　 　 　

표 12.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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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용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대상자용 3번 동작에서 3-1문항의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평가자용과 대상자용에 모두 문항이 있지만 중복되는 항목

으로 대상자용보다는 평가자용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대상자용 항목

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 포커스그룹 회의를 통하여 전문가 2명 이상이 동일

하게 제시한 의견과 연구자의 판단으로 유의미한 의견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대상자용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는 <표 13>

과 같다. 총 24문항 중 1번 동작 10문항, 2번 동작 3문항, 3번 동작 6문항,

4번 동작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회원용 설문지

회원용 설문지와 관련해서는 수정된 항목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

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부록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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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문항

척도

통증

(척도:

0-10

표기)

1 2 3 4 5 6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거

의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번

동작

1-1 무게중심이 발뒤꿈치 쪽으로 느껴진다.

1-2 양쪽 발바닥에 압력이 동일하게 느껴진다.

1-3 허벅지 전체에 자극이 느껴진다.

1-4 엉덩이에 자극이 느껴진다.

1-5 등에 자극이 느껴진다.

1-6 날개뼈 사이에 자극이 느껴진다.

1-7 복부를 수축할 수 있다.

1-8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

1-9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

1-10 일어날 때 엉덩이와 허벅지의 힘으로 일어난다.

2번

동작

2-1 허벅지 앞쪽과 복부가 이완되는 느낌이 있다.

2-2 머리 위로 팔을 올렸을 때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

2-3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

3번

동작

3-1 허벅지 안쪽에 자극이 느껴진다.

3-2 엉덩이에 자극이 느껴진다.

3-3 복부를 수축할 수 있다.

3-4 양쪽 골반이 바닥에 닿는다.

3-5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

3-6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

4번

동작

4-1 복부에 자극이 느껴진다.

4-2 목과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

4-3 구르기 시 소리가 나지 않는다.

4-4 구르기 시 등의 좌/우가 동일하게 바닥에 닿는다.

4-5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

표 13. 대상자용 SNPE 기본동작의 최종 평가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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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의 변별타당도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의 변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숙련자와

비숙련자 집단을 대상으로 측정검사를 실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평가자용 평가도구 타당도 결과

SNPE 숙련자와 비숙련자 총 20명에게 평가자용 평가도구를 기반으로 6명

의 평가자가 측정을 실행하였다. 평가 결과에 대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고자 독립표본 Mann-Whitney U 검정을 진행하였다. SNPE 1번 동작,

2번 동작, 3번 동작, 4번 동작의 전체 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모든 동작 점수의 합산 평균은 숙련자(238.38±45.71)가 비숙련자

(188.73±38.0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작별로 비교한 경우에도 <표

14>와 같이 숙련자의 점수가 비숙련자 대비 높게 나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

다. 비모수검정법인 Mann-Whitney U 검정에서 1번 동작, 2번 동작, 3번

동작, 4번 동작과 모든 동작 합계의 유의확률(p)은 .001 이하로서 숙련자와

비숙련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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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구분 M SD Mdn IQR
Mann-

Whitney U
p

1번 동작
숙련자 105.22 20.96 105.5 40.76

934.0 .000
비숙련자 86.65 19.25 84.0 30.76

2번 동작
숙련자 55.13 12.82 53.5 24.00

747.0 .000
비숙련자 40.88 10.85 41.5 17.50

3번 동작
숙련자 32.45 6.26 31.0 12.00

931.0 .000
비숙련자 27.13 5.67 26.0 8.76

4번 동작
숙련자 45.58 8.43 44.5 15.50

664.0 .000
비숙련자 34.07 10.18 34.0 12.50

합계
숙련자 238.38 45.71 231.0 87.26

779.0 .000
비숙련자 188.73 38.09 183.5 66.00

표 14. 평가자용 SNPE 평가도구의 숙련자, 비숙련자 집단 간 평가점수 비교 (n=60)

M=Mean, SD=Standard deviation, Mdn=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1) SNPE 1번 동작 비교 결과

1번 동작의 문항별 집단 간 비교한 기술통계와 차이 검증 결과는 <표 15>와

같다. 모든 문항의 평균은 숙련자의 점수가 비숙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앙

값은 1-1, 1-6, 1-7과 1-16문항이 동일하였고, 나머지 문항들은 숙련자가 비

숙련자 대비 높게 나타났다. 문항별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총 23개 문항 중 1-1, 1-6, 1-9, 1-11, 1-13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집단 간 평균 점수 차

이가 큰 순서로는 1-14문항에서 1.92, 1-21문항에서 1.38, 1-3문항에서

1.37, 1-19문항에서 1.35, 1-23문항에서 1.3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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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분 M SD Mdn IQR
Mann-

Whitney U
p

1-1
숙련자 5.18 0.91 5.0 2.00

1550.0 .163
비숙련자 4.93 0.99 5.0 2.00

1-2
숙련자 5.25 0.84 5.5 1.76

1312.5 .007
비숙련자 4.62 1.30 5.0 2.00

1-3
숙련자 4.62 1.38 5.0 2.00

967.5 .000
비숙련자 3.25 1.64 3.0 3.00

1-4
숙련자 4.73 1.10 5.0 2.00

1341.5 .013
비숙련자 4.20 1.15 4.0 2.00

1-5
숙련자 4.50 1.23 5.0 1.76

1231.5 .002
비숙련자 3.75 1.32 4.0 2.00

1-6
숙련자 3.75 1.35 4.0 2.76

1707.0 .616
비숙련자 3.62 1.12 4.0 1.00

1-7
숙련자 4.17 1.40 4.0 2.00

1415.0 .039
비숙련자 3.62 1.38 4.0 3.00

1-8
숙련자 4.22 1.46 5.0 2.00

1350.5 .016
비숙련자 3.58 1.43 3.5 3.00

1-9
숙련자 4.35 1.26 4.5 2.00

1538.0 .157
비숙련자 4.02 1.24 4.0 2.00

1-10
숙련자 4.65 1.15 5.0 2.00

1323.5 .010
비숙련자 4.08 1.21 4.0 2.00

1-11
숙련자 4.62 1.06 5.0 1.76

1501.0 .105
비숙련자 4.25 1.14 4.0 1.76

1-12
숙련자 4.53 1.17 5.0 1.76

1281.5 .005
비숙련자 3.92 1.11 4.0 2.00

1-13
숙련자 5.17 0.96 6.0 2.00

1554.5 .169
비숙련자 4.95 0.91 5.0 2.00

1-14
숙련자 5.15 0.78 5.0 1.00

514.5 .000
비숙련자 3.23 1.51 3.0 2.00

1-15
숙련자 4.57 1.06 4.0 1.76

811.0 .000
비숙련자 3.37 1.04 3.0 1.00

1-16
숙련자 4.30 1.33 4.0 2.00

1419.5 .040
비숙련자 3.83 1.15 4.0 2.00

1-17
숙련자 4.62 1.28 5.0 2.76

1333.0 .012
비숙련자 4.00 1.35 4.0 2.00

1-18
숙련자 4.52 1.24 5.0 2.50

928.5 .000
비숙련자 3.30 1.33 3.0 2.76

1-19
숙련자 4.80 0.97 5.0 2.00

686.0 .000
비숙련자 3.45 1.03 3.5 1.00

1-20
숙련자 4.63 1.15 5.0 2.00

1072.5 .000
비숙련자 3.62 1.40 4.0 2.76

1-21
숙련자 4.20 1.33 4.0 1.76

910.5 .000
비숙련자 2.82 1.52 2.5 2.00

1-22
숙련자 4.30 1.45 4.0 3.00

1098.5 .000
비숙련자 3.20 1.54 3.0 2.76

1-23
숙련자 4.40 1.22 4.0 1.76

898.0 .000
비숙련자 3.05 1.45 3.0 2.00

표 15. 평가자용 SNPE 1번 동작의 숙련자, 비숙련자 집단 간 평가점수 비교 (n=60)

M=Mean, SD=Standard deviation, Mdn=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 57 -

문항 구분 M SD Mdn IQR
Mann-

Whitney U
p

2-1
숙련자 4.00 1.38 4.0 2.00

1609.0 .302
비숙련자 3.77 1.33 4.0 2.76

2-2
숙련자 4.35 1.12 4.5 1.76

1443.0 .053
비숙련자 3.88 1.26 4.0 2.00

2-3
숙련자 4.17 1.34 4.5 2.00

1502.0 .108
비숙련자 3.80 1.27 4.0 2.00

2-4
숙련자 4.23 1.28 4.0 2.00

1477.5 .080
비숙련자 3.85 1.12 4.0 2.00

2-5
숙련자 4.02 1.31 4.0 2.00

1403.5 .033
비숙련자 3.42 1.33 4.0 1.00

2-6
숙련자 4.67 1.30 5.0 2.00

364.5 .000
비숙련자 1.97 1.45 1.0 2.00

2-7
숙련자 4.22 1.03 4.0 1.00

322.5 .000
비숙련자 1.73 1.25 1.0 1.00

2-8
숙련자 3.77 1.49 4.0 2.00

1074.0 .000
비숙련자 2.63 1.54 2.0 3.00

2-9
숙련자 4.25 1.20 4.0 2.00

1434.5 .048
비숙련자 3.77 1.23 4.0 2.00

2-10
숙련자 3.95 1.35 4.0 2.00

1418.0 .040
비숙련자 3.42 1.33 3.0 3.00

2-11 숙련자 4.25 1.05 4.0 1.00 992.5 .000
비숙련자 3.25 1.22 3.0 2.00

2-12
숙련자 4.23 1.44 4.0 1.76

778.0 .000
비숙련자 2.55 1.48 2.0 3.00

2-13
숙련자 5.03 1.06 5.0 2.00

719.0 .000
비숙련자 2.85 1.98 2.0 4.00

(2) SNPE 2번 동작 비교 결과

2번 동작의 문항별 집단 간 비교한 기술통계와 차이 검증 결과는 <표 16>과

같다. 모든 문항의 평균은 숙련자의 점수가 비숙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앙

값은 2-1, 2-4, 2-5와 2-9문항이 동일하였고, 나머지 문항들은 숙련자가 비

숙련자 대비 높게 나타났다. 문항별 Mann-Whitney U 검정 결과에서는 총

13개 문항 중 2-1, 2-2, 2-3, 2-4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집단 간 점수 차이가 큰 순서로는 2-6문

항에서 2.70, 2-7문항에서 2.48, 2-13문항에서 2.18로 확인하였다.

표 16. 평가자용 SNPE 2번 동작의 숙련자, 비숙련자 집단 간 평가점수 비교 (n=60)

M=Mean, SD=Standard deviation, Mdn=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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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분 M SD Mdn IQR
Mann-

Whitney U
p

3-1
숙련자 4.77 0.89 5.0 1.76

1341.0 .009
비숙련자 4.35 0.80 4.0 1.00

3-2
숙련자 4.83 0.78 5.0 1.00

1333.5 .008
비숙련자 4.45 0.77 4.0 1.00

3-3
숙련자 4.90 1.02 5.0 2.00

1346.0 .011
비숙련자 4.47 0.87 4.0 1.00

3-4
숙련자 4.52 1.30 4.5 2.00

1425.0 .044
비숙련자 4.03 1.28 4.0 2.00

3-5
숙련자 4.05 1.37 4.0 2.00

1330.5 .012
비숙련자 3.45 1.25 3.0 2.76

3-6
숙련자 4.47 1.17 4.0 2.00

1124.5 .000
비숙련자 3.60 1.22 3.0 2.00

3-7
숙련자 4.92 1.00 5.0 2.00

361.5 .000
비숙련자 2.78 1.19 3.0 2.00

(3) SNPE 3번 동작 비교 결과

3번 동작의 문항별 집단 간 비교한 기술통계와 차이 검증 결과는 <표 17>과

같다. 모든 문항의 평균과 중앙값은 숙련자의 점수가 비숙련자보다 높게 나타

났다. 문항별 Mann-Whitney U 검정 결과에서 총 7개 문항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 ˂ .05), 집단 간 점수 차이는 3-7문항에서

2.13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17. 평가자용 SNPE 3번 동작의 숙련자, 비숙련자 집단 간 평가점수 비교 (n=60)

M=Mean, SD=Standard deviation, Mdn=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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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분 M SD Mdn IQR
Mann-

Whitney U
p

4-1
숙련자 5.30 0.87 6.0 1.00

736.0 .000
비숙련자 3.02 2.07 2.0 4.00

4-2
숙련자 4.35 1.34 4.0 3.00

816.5 .000
비숙련자 2.80 1.47 2.5 2.00

4-3
숙련자 4.52 1.20 4.0 2.00

1138.0 .000
비숙련자 3.60 1.26 4.0 1.00

4-4
숙련자 4.48 1.20 4.0 1.76

887.0 .000
비숙련자 3.27 1.19 3.0 2.00

4-5
숙련자 5.05 0.81 5.0 2.00

1428.0 .041
비숙련자 4.43 1.48 5.0 1.76

4-6
숙련자 4.03 1.47 4.0 2.00

1412.5 .038
비숙련자 3.45 1.50 4.0 3.00

4-7
숙련자 4.27 1.36 4.0 2.00

1078.5 .000
비숙련자 3.20 1.42 3.0 2.00

4-8
숙련자 4.95 1.17 5.0 2.00

1161.0 .001
비숙련자 3.85 1.77 4.0 3.00

4-9
숙련자 4.00 1.01 4.0 2.00

835.0 .000
비숙련자 2.88 1.03 3.0 2.00

4-10
숙련자 4.63 0.82 5.0 1.00

856.5 .000
비숙련자 3.57 1.11 4.0 1.00

(4) SNPE 4번 동작 비교 결과

4번 동작의 문항별 집단 간 비교한 기술통계와 차이 검증 결과는 <표 18>과

같다. 모든 문항의 평균은 숙련자의 점수가 비숙련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앙

값은 4-3과 4-6문항이 동일하였고, 나머지 문항들은 숙련자가 비숙련자 대비

높게 나타났다. 문항별 Mann-Whitney U 검정 결과에서 총 10개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 ˂ .05), 집단 간 점수 차이가 큰 순서

로는 4-1문항에서 2.28, 4-2문항에서 1.55로 나타났다.

표 18. 평가자용 SNPE 4번 동작의 숙련자, 비숙련자 집단 간 평가점수 비교 (n=60)

M=Mean, SD=Standard deviation, Mdn=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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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구분 M SD Mdn IQR
Mann-

Whitney U
p

1번 동작
숙련자 52.9 4.20 52.5 7.50

7.5 .000
비숙련자 37.7 8.77 36.5 9.50

2번 동작
숙련자 16.2 1.62 16.0 3.00

2.0 .000
비숙련자 9.8 2.74 9.5 3.76

3번 동작
숙련자 29.7 4.52 29.5 11.00

6.0 .000
비숙련자 20.8 5.41 21.0 19.00

4번 동작
숙련자 24.1 3.38 24.0 5.00

2.5 .000
비숙련자 15.2 4.42 17.0 6.50

합계
숙련자 122.9 9.21 123.0 14.50

3.5 .000
비숙련자 83.5 16.89 84.5 20.26

2) 대상자용 평가도구 타당도 결과

SNPE 숙련자와 비숙련자 총 20명의 대상자가 각각의 동작을 수행한 후 느

껴지는 자극 부위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에 대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하고자 독립표본 Mann-Whitney U 검정을 하였다. SNPE 1번 동작, 2번

동작, 3번 동작, 4번 동작과 모든 동작의 평가 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표 19>

와 같다.

모든 동작 점수의 합산 평균은 숙련자(122.9±9.21)가 비숙련자

(83.5±16.89)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동작별로 비교한 경우에도 <표 19>와

같이 숙련자의 점수가 비숙련자 대비 높게 나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비모

수검정법인 Mann-Whitney U 검정에서 1번 동작, 2번 동작, 3번 동작, 4번

동작과 모든 동작 합계의 유의확률(p)은 .001 이하로서 숙련자와 비숙련자 집

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대상자용 SNPE 평가도구의 숙련자, 비숙련자 집단 간 평가점수 비교 (n=10)

M=Mean, SD=Standard deviation, Mdn=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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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분 M SD Mdn IQR
Mann-

Whitney U
p

1-1
숙련자 5.1 0.74 5.0 1.26

18.5 .014
비숙련자 3.6 1.43 3.0 2.00

1-2
숙련자 5.0 0.82 5.0 2.00

18.0 .013
비숙련자 3.7 1.16 3.5 1.26

1-3
숙련자 5.1 0.74 5.0 1.26

23.5 .040
비숙련자 3.6 1.71 3.5 3.26

1-4
숙련자 5.4 0.52 5.0 1.00

22.0 .026
비숙련자 4.2 1.32 4.0 2.26

1-5
숙련자 5.6 0.52 6.0 1.00

29.0 .084
비숙련자 4.7 1.34 5.0 2.26

1-6
숙련자 5.6 0.52 6.0 1.00

36.0 .240
비숙련자 4.9 1.37 5.0 1.50

1-7
숙련자 5.1 0.99 5.5 2.00

16.0 .008
비숙련자 3.4 1.35 3.0 2.26

1-8
숙련자 5.1 0.74 5.0 1.26

5.5 .001
비숙련자 2.8 1.23 3.0 1.50

1-9
숙련자 5.4 0.70 5.5 1.00

6.5 .001
비숙련자 3.1 1.20 3.0 2.26

1-10
숙련자 5.5 0.53 5.5 1.00

10.0 .002
비숙련자 3.7 1.25 4.0 1.50

(1) SNPE 1번 동작 비교 결과

1번 동작의 문항별 집단 간 비교한 기술통계와 차이 검증 결과는 <표 20>과

같다. 모든 문항의 평균과 중앙값은 숙련자의 점수가 비숙련자보다 높게 나타

났다. 문항별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총 10개 문항

중 1-5, 1-6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집단 간 평균 점수 차이는 1-8문항에서 2.3, 1-9문항에서 2.3으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20. 대상자용 SNPE 1번 동작의 숙련자, 비숙련자 집단 간 평가점수 비교 (n=10)

M=Mean, SD=Standard deviation, Mdn=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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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분 M SD Mdn IQR
Mann-

Whitney U
p

2-1
숙련자 5.6 0.52 6.0 1.00

20.0 .016
비숙련자 4.4 1.17 4.5 2.26

2-2
숙련자 5.0 1.05 5.0 2.00

6.5 .001
비숙련자 2.2 1.40 1.5 3.00

2-3
숙련자 5.6 0.70 6.0 1.00

4.0 .000
비숙련자 3.2 1.23 3.5 2.00

(2) SNPE 2번 동작 비교 결과

2번 동작의 문항별 집단 간 비교한 기술통계와 차이 검증 결과는 <표 21>과

같다. 모든 문항의 평균과 중앙값은 숙련자의 점수가 비숙련자보다 높게 나타

났다. 문항별 Mann-Whitney U 검정 결과에서 총 3개 문항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 ˂ .05), 집단 간 점수 차이는 2-2문항에서

2.8, 2-3문항에서 2.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21. 대상자용 SNPE 2번 동작의 숙련자, 비숙련자 집단 간 평가점수 비교 (n=10)

M=Mean, SD=Standard deviation, Mdn=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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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분 M SD Mdn IQR
Mann-

Whitney U
p

3-1
숙련자 5.2 0.92 5.5 2.00

13.0 .004
비숙련자 3.0 1.56 2.5 2.26

3-2
숙련자 5.5 0.71 6.0 1.00

14.5 .005
비숙련자 4.0 1.25 4.0 1.50

3-3
숙련자 4.5 0.97 4.0 1.26

28.5 .095
비숙련자 3.5 1.51 3.0 2.26

3-4
숙련자 5.0 1.15 5.5 2.00

20.0 .019
비숙련자 3.6 1.07 4.0 1.50

3-5
숙련자 4.5 1.18 4.0 2.26

36.0 .276
비숙련자 3.9 1.29 3.5 2.00

3-6
숙련자 5.0 0.82 5.0 2.00

9.5 .002
비숙련자 2.8 1.40 2.5 2.26

(3) SNPE 3번 동작 비교 결과

3번 동작의 문항별 집단 간 비교한 기술통계와 차이 검증 결과는 <표 22>와

같다. 모든 문항의 평균과 중앙값은 숙련자의 점수가 비숙련자보다 높게 나타

났다. 문항별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총 6개 문항

중 3-3, 3-5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집단 간 평균 점수 차이는 3-1문항에서 2.2, 3-6문항에서 2.2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22. 대상자용 SNPE 3번 동작의 숙련자, 비숙련자 집단 간 평가점수 비교 (n=10)

M=Mean, SD=Standard deviation, Mdn=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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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구분 M SD Mdn IQR
Mann-

Whitney U
p

4-1
숙련자 4.9 0.88 5.0 2.00

19.5 .011
비숙련자 3.7 1.06 4.0 0.26

4-2
숙련자 5.2 0.79 5.0 1.26

10.0 .002
비숙련자 3.4 1.17 3.0 1.26

4-3
숙련자 5.1 1.29 5.5 1.26

6.0 .001
비숙련자 2.2 0.92 2.0 1.26

4-4
숙련자 4.1 1.37 4.0 1.76

24.5 .047
비숙련자 2.8 1.32 3.0 2.26

4-5
숙련자 4.8 1.69 5.5 2.26

19.5 .018
비숙련자 3.1 1.52 4.0 3.00

(4) SNPE 4번 동작 비교 결과

4번 동작의 문항별 집단 간 비교한 기술통계와 차이 검증 결과는 <표 23>과

같다. 모든 문항의 평균과 중앙값은 숙련자의 점수가 비숙련자보다 높게 나타

났다. 문항별 Mann-Whitney U 검정 결과에서 총 5개 문항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p ˂ .05), 집단 간 점수 차이는 4-3문항에서 2.9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23. 대상자용 SNPE 4번 동작의 숙련자, 비숙련자 집단 간 평가점수 비교 (n=10)

M=Mean, SD=Standard deviation, Mdn=Median, IQR=Inter-quartil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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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는 SNPE 동작의 올바른 자세를 평가할 수 있는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SNPE 운동을 처음 시작하거나 제

대로 강습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SNPE 평가도구를 통해 행해지는 평가와

피드백은 바른 자세교정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평가도구는 바른 자세의 중

요성을 인지하고 올바른 자세의 변화를 판단하는데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지도를 위해 SNPE의 동작

과 정확한 자세교정을 해줄 수 있도록 SNPE 기본동작의 올바른 수행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SNPE 운동을 통해 신체의 바른 정렬 및 자세의 안정화로 기능적 움직임이

증가되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이희진 등, 2020), 운동

수행 능력에서 정확한 자세는 운동 기능의 수행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준다(주명덕, 이기청, 2001; Barry, 1999). 다양한 연구에서 동작

및 자세를 평가하는 주관적인 검사도구들이 개발되어 왔다. 김석희, 유영규,

김범곤(2007)은 테니스 서브동작 자세의 이해와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제시해

주는 기초자료로서 측정평가도구를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민섭, 최

종환(2010)은 인라인 스케이팅의 측정평가도구를 개발하여 구분동작 영역에

대한 효과적인 훈련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검사도구는 정확한 동작의 측정을 위해서 각 동작의 문

항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는

개개인을 기준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한 능력을 평가하는 준거지향적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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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으로(정연성, 김주학, 2007),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진단 정보와 수행 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에 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할 수 있다(강상조, 2002;

한동욱, 김민주, 2014; Popham, 1978).

평가도구 개발을 위해 전문가 회의와 델파이 조사, 포커스그룹 회의를 거쳐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평가자용 53문항과 대상자용 24문항의 내용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전문가 회의를 통해 평가도구 초안을 개발하고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항목을 수정, 추가나 삭제하여

2차 델파이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두 차례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과 표준편차, 안정도, 중앙값, 사분편차, 최빈값을 분석하였다. 추가로 포

커스그룹 회의를 통하여 전문가의 일치된 의견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 내용타당

도를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에서와 같이 이혜수 등(2020)의 연구에서는

국민체력 100 유아기 체력측정 항목개발을 위해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내용타

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편현웅, 이기봉, 서성혁, 박일혁(2010)은 델파이 기

법을 사용하여 프로축구 선수의 경기수행력 평가지수 개발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검증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평가도구의 각 문항의 반

응을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약간 그렇다, ④ 그렇다, ⑤ 거의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6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① 그렇다, ② 보통이다, ③ 아니다의 반응척도를 사용한 석창혁, 이상원

(2019)의 연구와, 수행력의 여부가 평가의 방식인 ① 예, ② 아니오의 이분척

도를 사용한 백효현, 전선혜(2016)의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와 같이

리커트 척도는 일반적으로 5점에서 7점 사이의 수를 가장 많이 활용하며

(Malhotra, Peterson, 2006), 검사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척도의 수를 활용

할 필요가 있다(Krosnick, 1999). 홀수의 척도 수를 가진 문항의 경우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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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경향으로 인한 오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박현애, 2012), 짝수의 척도

는 중립반응이 없을 때 대상자를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Komorita,

1963).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리커트 척도는 6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적용

하였다.

석창혁(2017)의 연구에서는 개발된 주관적 크롤영법 평가방법이 올바르게

변별하고 있는가의 정도를 독립 t-test를 통해서 일반 대학생 집단과 선수 집

단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고경봉, 박중규(2000)는 환자군과 정상군의 스

트레스인자척도 점수의 유의차 검정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위의 연

구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숙련자 집단과 비숙련자 집단의 비교를 통하여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숙련자 집단이 비숙련자 집단보다 평가자용

과 대상자용의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Mann-Whitney U 검증을 통해

집단 간의 유의차가 있음을 확인하여 변별타당도를 가졌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내용타당도와 변별타당도의 검증을 거쳐 개발된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의 의미와 시사점들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개발과 내용타당도

1) 평가자용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평가자용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는 SNPE 네 가지 주요 동작

의 수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서, 수행 능력을 관찰하고 평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문가 회의에서 평가도구의 예비문항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분화된 문항

으로 구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1번 동작에서 ‘어깨, 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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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의 좌우 높이가 같다’는 문항을 각각 분리하여 ‘양쪽 어깨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양쪽 골반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양쪽 무릎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

다’와 같이 신체를 세분화하였다. 델파이 1차 조사에서 1번 동작인 ‘앉을 때 골

반이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항은 몇몇 패널들의 의견에서 표현이 이해하

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포커스그룹 회의에서 중

요한 부분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허리는 자연스러운 앞굽음(C

자형 전만) 형태를 유지한다’는 문항과 의미가 중복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전체 문항에서 이처럼 의미의 중복이 있거나 평가자

용과 대상자용에 중복으로 표기되어 있는 문항은 제외하였다.

포커스그룹 회의에서 2번 동작 중 ‘자세 완성 후 벨트를 스스로 풀고 올라온

다’는 항목은 중요도와 적합도에서 평균이 가장 낮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삭

제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동작의 평가와 관련해서 연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전문가 2명 이상이 동일하게 제시한 의견과

연구자의 판단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

를 거쳐 합의하여 평가도구에 반영하였다.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성된 평가자용 평가도구는 총 53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하지만 53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도구는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적용하여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석창혁,

이상원(2019)의 연구에서는 평영 영법을 평가할 수 있는 주관적 평가도구를

통해 대상자의 수행력을 현장에서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현장에서의 평

가 방식은 동영상 촬영법에 비해 운동 수행 능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현장 적용을 고

려하여, 개발된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를 기반으로 간략화하여 추

후에 단축형 평가도구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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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용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이 연구에서는 대상자가 동작을 수행 시 자극되는 신체 부위를 평가할 수

있는 대상자용 평가도구 24문항을 구성하였다. 대상자가 수행을 하는 동안 느

껴지는 자극에 대해 직접 평가함으로서 본인의 수행력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

으며, 통증의 척도를 표기하여 현재 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 2번 동작 시 허리와 무릎의 통증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해

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 평가도구는 올바른 동작으로 수행 시 느

껴지는 자극을 평가하는 의도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통증과 관련한 내용은 문

항에 포함하지 않고 통증척도만 별도로 기입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SNPE 운

동이 통증에 효과가 있는 운동임을 검증한 여러 연구를 근거로(윤지유 등,

2019; 이희진 등, 2020), 추후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를 위한 평가도구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항목에서의 문장 표현은 최대한 이해하기 쉽

고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하여 SNPE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평가도구를 이용

하여 스스로 동작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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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의 변별타당도

1) 평가자용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개발된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숙련자와

비숙련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Mann-Whitney U

검정을 통해 집단 간 유의차를 확인하였다. 평가자용 평가도구에서 모든 동작

점수의 합산은 숙련자가 비숙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중앙값 또한 같은 경

향임을 확인하였다.

1번 동작 문항 중 ‘벨트를 묶고 서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양쪽 어깨의 높

이가 수평을 이룬다’, ‘어깨 중앙 배꼽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한다’, ‘팔꿈치를 편다’의 항목에서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한다’의 항목은 측

정 시간이 다소 짧아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되며, 그 외 나

머지 문항들은 기능적인 수행력을 요구하지 않아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뚜렷하

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두 집단 간 점수 차이가 큰 문항으로는 ‘손바닥을 붙이고 손끝은 가

위 모양을 한다’, ‘발끝을 기준으로 턱이 일직선상에 놓인다’, ‘발가락 전체를 들

어 올린다’, ‘허리는 자연스러운 앞굽음 형태를 유지한다’, ‘발끝을 기준으로 무

릎이 일직선상에 놓인다’로 나타났다. 손끝의 가위 모양이나 발가락을 들어 올

리는 동작은 SNPE 전문교육을 받은 숙련자의 경우 동작의 완성도 측면으로

볼 때 세부적인 정확한 동작까지 인지하여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숙련자의 경우 기능의 문제보다는 완성도 높은 정확한 동작의 이해도가 부족

한 것으로 사료된다. 1번 동작의 옆면에서 발끝을 기준으로 무릎, 턱이 일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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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놓이며 허리가 자연스러운 앞굽음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동작의 난이도로

볼 때 SNPE 전문교육을 받고 꾸준한 SNPE 수련을 한 숙련자에 비해 비숙

련자에게는 비교적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항들이 1번 동작 평가를

할 때 가장 변별력이 있다고 사료된다.

2번 동작 문항 중 ‘양쪽 무릎이 수평을 이룬다’, ‘바닥면 기준으로 좌/우 무릎

의 높이가 같다’, ‘양쪽 골반이 수평을 이룬다’, ‘바닥면 기준으로 좌/우 골반의

높이가 같다’의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팔꿈치는 편다’, ‘손바닥을 붙이고 손끝은 가위 모양을 한다’, ‘어깨가 바닥에

닿는다’와 같은 항목에서는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비숙련자의 경우 대부분이 2번 동작에서 상체를 뒤로 눕는 동작 자체가 수행

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뚜렷하게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번 동작과 4번 동작에서는 각 문항별 모두 숙련자가 비숙련자에 비해 평가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Mann-Whitney U 검정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3번 동작에서는 ‘무릎을 바닥에서 30도 이상

들어 올린다’는 문항이 집단 간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숙련자의 경

우 교육과정에서 꾸준한 수련을 통해 수행력이 우수하게 나타난 반면, 비숙련

자의 경우 부족한 수련으로 인해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각도가 충분하지 못하여

점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4번 동작에서는 ‘다리를 머리

위로 넘겼을 때 발끝이 바닥에 닿는다’, ‘발끝이 바닥에 닿을 때 중심선 기준으

로 일직선상에 놓인다’는 문항에서 숙련자와 비숙련자의 점수 차이가 가장 크

게 나타났다. 수행력이 부족한 비숙련자의 경우 발끝이 바닥에 닿는 동작이 난

이도가 높은 부분으로서 완성도 면에서 정확한 동작을 구사하기 힘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동작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항들은 변별력이 높

음으로 현장에서 평가할 때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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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용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대상자용 평가도구의 결과에서도 평가자용과 마찬가지로 모든 동작 점수의

합산은 숙련자가 비숙련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간 점수 차이가 크게 나타난 문항은 4번

동작의 ‘구르기 시 소리가 나지 않는다’로 확인되었다. 이어서 2번 동작의 ‘머

리 위로 팔을 올렸을 때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와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

가 있었고, 1번 동작의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와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번 동작에서 ‘허벅지 안쪽에 자극이 느껴진다’와 ‘호흡

을 편하게 할 수 있다’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문항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난 이유

는 동작 수행 시 비숙련자들은 몸의 과도한 긴장으로 인해 호흡이 안정적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수련이 부족한 비숙련자의

경우 척추 주변 근육의 경직으로 인해 구르기 시 소리가 나는 것으로 사료된

다. SNPE 운동프로그램이 척추질환자의 통증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

희진(2021)의 연구에서 SNPE 운동을 통해 근긴장도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은 꾸준한 SNPE 운동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시사한다.

이와 같이 평가자용과 대상자용 평가도구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들은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구분할 수 있는 준거가 되며, 본 연구에서 개발

한 주관적 평가도구는 SNPE 기본동작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교육현장에서 유용한 지표로 활용하기에 타당성 있는 평가도구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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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1) 연구 대상자는 무선표집을 하지 않고 숙련자와 비숙련자로 구분하여 20

대~40대 여성만을 포함한 편의표집으로 제한하였다.

2) 이 연구는 숙련자 집단 10명과 비숙련자 집단 10명의 제한된 사례 수에

의해 연구문제가 검증되었다.

3) 연구 대상자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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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의 개발과 타당도를 검증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의 개발과 내용타당도

1-1. 평가자용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는 타당하며, 평가도구

문항은 SNPE 기본동작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

1-2. 대상자용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는 타당하며, 평가도구

문항은 SNPE 기본동작을 평가하는데 적합하다.

2)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의 변별타당도

2-1. 평가자용 평가도구는 SNPE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

2-2. 대상자용 평가도구는 SNPE 숙련자와 비숙련자를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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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SNPE 기본동작을 측정할 수 있는 주관적 평가도구를 개발한 초

기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된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추후 운동처방

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지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문항을 세분화하여 많은 평가 항목으로 구성하였지만,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단축형 평가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

이다.

셋째, 개발된 평가도구를 기반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타

당화에 관한 검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76 -

참고문헌

강상조. (2002). 체육연구방법. 서울: 21세기교육사.

고경봉, & 박중규. (2000). 전반적인 스트레스평가 척도 한국판의 타당도 및

신뢰도. 정신신체의학, 8(2), 201–211.

공민희. (2021). SNPE(Self Natural Posture Exercise) 훈련이 여자 청

소년 치어리딩 선수들의 기능적 운동수행력 및 견관절과 고관절의 근력

과 ROM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교일. (2009). 청소년 체력인증제 검사의 기준 설정과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경철, 김인애, & 박혜정. (2018). 유아교육 분야 델파이 연구방법 활용현

황 분석: 국내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2(4),

567–591.

김병성. (1996). 교육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김석희, 유영규, & 김범곤. (2007). 테니스 서브지도를 위한 측정평가도구

개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0, 23–39.

김신복. (1983). 교육정책의 수립과정과 연구. 서울: 삼원문화사.

김학범. (2006). Delphi 방법을 활용한 축구 훈련방법에 관한 내용분석. 명

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도순. (2001).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음사.

박성규. (2014). 델파이와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 분석을 적용한 지상파 UHD

TV 방송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수진, & 김미경. (2015).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유아교육기관 원장의 리더

십 역량 평가지표 구성요소 개발. 幼兒 敎育學論集, 19(4), 109–133.



- 77 -

박현애. (2012). 과학교육 연구에서 리커트 척도 활용의 함정. 경북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애, 배성우, & 박종석. (2014). 과학교육의 태도와 흥미 연구에서 리커

트 척도 활용의 유의점.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4(4), 385–391.

백효현. (2016). 유아 기본운동기술 검사 도구 개발 및 타당화 검증. 중앙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백효현, & 전선혜. (2016). 만 3-5세 유아의 기본운동기술 검사 도구 개발

및 타당화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5(5), 741–753.

석창혁. (2017). 주관적 크롤영법 기능검사 평가표 개발 및 대학교 교양체육

에 적용 가능성 평가.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9(1), 27–38.

석창혁, & 이상원. (2019). 평영(Breast Stroke) 평가 요소 탐색 및 타당도

검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21(4), 17–28.

성태제. (1995),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양서원.

성태제. (2011). SPSS/AMOS를 이용한 알기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신명진, 고지현, & 윤지유. (2019). 여성들의 SNPE 참여가 만성통증과 스

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잠재곡선모형 활용. 한국체육학회지,

58(4), 165–174.

엄지. (2014). 초등학교 교사의 진로교육 역량 도출을 위한 델파이 연구. 한

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수학, 유정애, & 김병준. (2007). 교사와 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본 체육과

정의적 영역의 평가 실태 비교 분석.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9(1),

29–45.

윤지유, 이희진, 윤소미, 임다혜, 황재구, 최중기, & 이대택. (2019). SNPE

(Self Natural Posture Exercise) 프로그램이 경추와 어깨의 만성 근

골격계 통증 및 관절가동범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58(6),



- 78 -

377–387.

윤지유, 최중기, & 신명진. (2019).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한 SNPE 자기효능

감 질문지 개발 및 타당화 검증. 한국스포츠학회지, 17(2), 91–99.

이민섭, & 최종환. (2010). 인라인 스케이팅의 효과적인 기술 지도를 위한

측정평가도구 개발. 코칭능력개발지, 12(3), 113–120.

이선희, 이재원, & 장종오. (2016). 발달지체학생의 태권도 발차기 준거지향

검사기준 개발. 대한무도학회지, 18(2), 63-77.

이승희. (2009). 특수교육평가. 서울: 학지사.

이종성. (2001). 델파이 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이인숙, 김종임, 배정이, & 이선미. (2009). 간호연

구와 통계분석. 파주: 수문사.

이혜수, 윤은선, 강성기, & 박수현. (2020). 국민체력 100 유아기 체력측정

항목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9(5), 401–412.

이희진. (2021). SNPE 운동프로그램이 척추질환자의 통증 요인에 미치는 영

향.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희진, 윤지유, 최중기, 윤소미, 황재구, 이윤빈, & 이대택. (2020). SNPE

프로그램이 전방머리자세 여성의 자세교정과 경부통 완화에 미치는 영

향. 한국웰니스학회지, 15(2), 565–573.

이희진, 이대택, 윤지유, 최중기, 경지혜, 이윤빈, 황재구, & 윤소미.

(2019). SNPE가 만성통증 여성의 통증, 기능적 움직임, 체력에 미치

는 영향. 건강생활학회지, 1(2), 16–28.

전지현, & 최윤미. (2002). 비즈니스 영어 평가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영어교육, 57(2), 451–479.

정연성, & 김주학. (2007). 청소년 체력인증제 검사의 준거지향기준 설정.

한국발육발달학회지, 15(4), 277–285.



- 79 -

주명덕, & 이기청. (2001). 운동역학. 서울: 대한미디어.

최영철, & 권태원. (2012). 스쿼시 경기 기술 분석을 위한 평가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21(3), 1331–1346.

최중기. (2007). 척추를 바로 잡아야 건강이 보인다. 서울: 바른몸만들기.

최중기, & 윤지유. (2017).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 서울: 바른몸만들기.

최중기, 윤지유, & 신명진. (2019). 부위별 통증에 따라 SNPE 자기효능감

이 수행력을 매개로 만성통증 감소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

17(4), 661–671.

편현웅, 이기봉, 서성혁, & 박일혁. (2010). 한국 프로축구 선수의 경기수행

력 평가지수 개발을 위한 주요 요인 탐색.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2(1), 49–61.

한동욱. (2010). 5-6세 남자아동을 위한 대근운동발달검사(TGMD-2)의 계

층구조 분석 적용.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1(4), 41–52.

한동욱, & 김민주. (2014). 운동발달 평가도구의 고찰과 현장적용 사례. 운

동학 학술지, 16(3), 1–14.

Barry, P. (1999). Speed on skates. Champaign, IL: Human

Kinetics.

Bugler, M. W. (1995). A three-round Delphi-study of the cr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model doctoral level educational

technology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owa.

Cook, G., Burton, L., Fields, K., & Kiesel, K., (1998). The

functional movement screen. Danville, VA: Athletic Testing

Services, Inc.

Dajani, J. S., Sincoff, M. Z., & Talk, W. K., (1979). Stavility and



- 80 -

agreement criteria for the termination of Delphi studie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13, 83–90.

Dalkey, N. C. (1969). The Delphi method: An experimental study

of group opinions. Santa Monica, CA: The Rand Corp.

Delbecq, A. L., Van de Ven, A. H., & Gustafson, D. H. (1975).

Group techniques for program planning: A guide to nominal

group and Delphi processes. Glenview, IL: Scott, Foreman

and Co.

Ewing, D. M. (1991). Future competencies needed in the

preparation of secretaries in the state of Illinois using the

Delphi techniqu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Goldby, L. J., Moore, A. P., Doust, J., & Trew, M. E. (2006).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investigating the efficiency of

musculoskeletal physiotherapy on chronic low back disorder.

Spine, 31(10), 1083–1093.

Harrison, D. D., Troyanovich, S. J., Harrison, D. E., Janik, T. J.,

& Murphy, D. J. (1996). A normal sagittal spinal

configuration: A desirable clinical outcome. Journal of

Manipulative and Physiological Therapeutics, 19(6), 398–

405.

Henderson, S. E., Sugden, D. A., & Barnett, A. L. (2007).

Movement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2. London:

Harcourt Assessment.

Hong, C. Z., & Simons, D. G. (1998). Pathophysiologic and



- 81 -

electrophysiologic mechanisms of myofascial trigger points.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9(7), 863

–872.

Knudson, D. V., & Morrison, C. S. (2002). Qualitative analysis of

human movement. Champaign, IL: Human Kinetics.

Komorita, S. S. (1963). Attitude content, intensity, and the

neutral point on a Likert scal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1, 327–334.

Krosnick, J. A. (1999). Survey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0(1), 537–567.

Krueger, R. A., & Casey, M. A. (2009).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4th ed.). London: Sage.

Malhotra, N., & Peterson, M. (2006). Basic marketing research: A

decision-making approach (2nd ed.). New Jersey: Prentice

Hall.

Popham, W. J. (1978). Criterion-referenced measur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Sempik, J., Aldridge, J., & Becker, S. (2003). Social and

therapeutic horticulture: Evidence and messages from

research. Loughborough, GB: Loughborough University.

Ulrich, D. A. (2000). Test of gross motor development (2nd ed.).

Austin, TX: Pro-Ed.



- 82 -

Abstract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ubjective

SNPE Assessment in Basic Exercise

Jang, Yunmi

Department of Exercise Prescription and Health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Sports Industry of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subjective SNPE assessment in basic exercise. The content validity

has been conducted from the expert meeting, Delphi surveys and

the focus group interview. Four representative postures associated

with the basic SNPE exercise have been employed, and a total of

53 items for experts and 24 items for participants have been

developed as part of the subjective SNPE assessment in basic

exercise.

The draft items are derived from the expert meeting, and

subsequent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Based on analysis

results of the first Delphi survey, the second Delphi questionnaire

was reconstructed by modifying, adding, or deleting the draft

assessment items. The mean, standard deviation, coefficie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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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tion, median, inter-quartile range, and mode data of the

Delphi surveys were extracted by EXCEL. The investigation

confirmed that the average and median values of all items for each

exercise were 3.0 or higher in importance and suitability categories

for both the experts and participants assessments. In addition, the

stability, defined as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satisfied the

criteria of 0.5 or less in all assessment items. The content validity

was further verified through the process of achieving consensus

between experts from the following focus group interview.

In order to check the discriminant validity, the developed

subjective SNPE assessment in basic exercise has been utilized to

measure and compare the performance of an expert group and a

non-expert group. For this experiment, the 6 Likert scale was

employed.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e Mann-Whitney U test

were calculated using SPSS 21.0, and the statistical type I error

(α) was set at .05.

The experiment results in both the experts and participants

assessments showed that there was a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he SNPE expert and non-expert groups for each exercise and the

sum of all exercises(p ˂ .001). Thus, these results provided the

evidence of the discriminant validity in the subjective SNPE

assessment in basic exercise.

Keywords: Content validity, Discriminant validity, Delphi

method, Reliability,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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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델파이 1차 조사 안내문

SNPE 기본동작의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1차 의견 조사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석사과정 장윤미입니다. 본 연구는 SNPE 바른자세

척추운동의 대표적인 네 가지 기본동작의 평가도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델파이 조사방법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SNPE 기본동작의

평가도구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 SNPE 기본동작의 평가도구는

1) SNPE 전문가 세 명이 참여하여 기본동작 평가도구 문항을 개발하였고, 2) 총 6

명의 SNPE 경험이 있는 체육학 전공 박사 학위자와 운동처방 전공자가 참여한 회의

를 통해 개발된 문항을 보완하였으며, 3) 앞으로 2회의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

SNPE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사는 동작 평가를 위한 평가자용 54문항과 대상자용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 중요도와 적합도에 대해 1(낮음)에서 5(높음)순으로 표기하였습

니다. 자문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해당 문항의 중요도와 적합도에 점수를 부여해

(○ 표시)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회원용 설문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개진해 주시

길 바랍니다.

도움 주신 전문가 의견은 개발된 평가도구의 중요도 분석과 타당성 평가에 이용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후속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합의점을 도출할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본 연구에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SNPE 기본동작의 주

관적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

며, 내용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3월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연구자: 장 윤 미

지도교수: 이 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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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델파이 1차 조사 안내문

회신기한 및 방법 안내

※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이메일로 4월 15일까지 재전송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장 윤 미 010-****-**** ********@kookmin.ac.kr

※ 별첨: ① 회원용 설문지 ② 제1차 델파이 설문지 (평가자용/대상자용)

다음은 자료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들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직접

기재해 주십시오. 이 내용은 연구 결과 분석 외에는 활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안심하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____ 세

2.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_________

① 학사 ② 석사 ③ 박사 ④ 기타( )

3. 귀하의 SNPE 지도자로서의 현장 지도 경력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___ 년 _______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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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 평가자용 설문지

설명: 이 문항들은 평가자(전문가 또는 강사)가 대상자의 1~4번 동작을 관찰한 후 점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각 문항의 중요성과 적합성에 표시(O)해 주세요.

동작

동작

동작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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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은 아래 칸에 작성 부탁드립니다. 각 문항에서 수정/삭제/추가할 사

항이 있을 경우 해당 문항 번호를 기재 부탁드립니다.

부록 2. 델파이 1차 조사 평가자용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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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은 아래 칸에 작성 부탁드립니다. 각 문항에서 수정/삭제/추가할 사

항이 있을 경우 해당 문항 번호를 기재 부탁드립니다.

부록 3. 델파이 1차 조사 대상자용 설문지

설명: 아래 평가 문항은 참여자가 1~4번 동작을 실시하고 스스로의 느낌을 보고하는 동작 평가입니

다. 자문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각 문항의 중요성과 적합성에 표시(O)해 주세요.

동작

동작

동작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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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델파이 2차 조사 안내문

회신기한 및 방법 안내

※ 작성해주신 설문지는 이메일로 5월 7일까지 재전송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의: 장 윤 미 010-****-**** ********@kookmin.ac.kr

※ 별첨: ① 회원용 설문지 ② 제2차 델파이 설문지 (평가자용/대상자용)

SNPE 기본동작의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2차 의견 조사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 SNPE 기본동작의 평가도구 설문에 참여해 주셔

서 감사합니다.

이번 2차 델파이 조사는 본 연구의 마지막 조사이며, 1차 델파이 조사에서 보내주

신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삭제, 보완하여 재구성되었습니다.

2차 조사의 목적은 1차 조사에서 수집된 각 항목의 중요도와 적합도를 다시 한번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1차 조사에서 표기한 중요도와 적합도가 변경되어도 상관없으니 다시 한번 검증하

여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고견은 SNPE 기본동작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고 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된 검사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여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개발

에 반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연구자: 장 윤 미

지도교수: 이 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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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델파이 2차 조사 평가자용 설문지

설명: 이 문항들은 평가자(전문가 또는 강사)가 대상자의 1~4번 동작을 관찰한 후 점수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각 문항의 중요성과 적합성에 표시(O)해 주세요.

동작

동작

동작

동작

동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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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은 아래 칸에 작성 부탁드립니다. 각 문항에서 수정/삭제/추가할 사

항이 있을 경우 해당 문항 번호를 기재 부탁드립니다.

부록 5. 델파이 2차 조사 평가자용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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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은 아래 칸에 작성 부탁드립니다. 각 문항에서 수정/삭제/추가할 사

항이 있을 경우 해당 문항 번호를 기재 부탁드립니다.

부록 6. 델파이 2차 조사 대상자용 설문지

설명: 아래 평가 문항은 참여자가 1~4번 동작을 실시하고 스스로의 느낌을 보고하는 동작 평가입니

다. 자문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각 문항의 중요성과 적합성에 표시(O)해 주세요.

동작

동작

동작

동작

동작을 동작



- 94 -

※ 다음 사항을 읽으시고 해당되는 항목에 V 표를 해주시거나, ________에

간단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성 명 _______________ 2. 성 별 ____________

3. 연 령 만 _________ 세 4.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

5. 신 장 ___________ cm 6. 체 중 __________ kg

※ 운동 관련 질문입니다.

1. SNPE 운동 목적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SNPE 운동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6번 문항으로 이동)

3. SNPE 운동 기간은?

① 1개월 미만 ② 3개월 이상 ③ 6개월 이상 ④ 1년 이상 ⑤ 3년 이상

4. SNPE 운동 (1회 평균 30분 이상) 횟수는?

① 주 1~2회 ② 주 3회 ③ 주 4회 ④ 주 5회 이상

⑤ 기타 _________

5. SNPE 운동 시 강사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6. 3개월 이상 다른 운동 경험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 있다면 무슨 운동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부록 7. SNPE 기본동작의 평가도구 회원용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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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목

좌( )/우( )

② 어깨

좌( )/우( )

③ 팔꿈치

좌( )/우( )

④ 손목

좌( )/우( )

⑤ 등

좌( )/우( )

⑥ 허리

좌( )/우( )

⑦ 무릎

좌( )/우( )

⑧ 고관절

좌( )/우( )

⑨ 골반

좌( )/우( )

⑩ 발목

좌( )/우( )

⑪ 발

좌( )/우( )

⑫ 기타 통증

_________( )

※ 통증 관련 질문입니다.

1. 최근 6개월 이내에 근골격계 통증을 느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 통증이 있다면 통증 발생 부위는 어디입니까?

통증 정도는 아래 통증척도표(0~10)를 이용하여 답해주십시오.

기타 예)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이명, 생리통 외

< 참조 > 통증척도표: 얼굴 통증 등급

출처: Wong D. L., Hockenberry-Eaton M., Wilson D., Winkelstein M. L., Schwartz

P. (2001). Wong’s essentials of pediatric nursing, (ed. 6). St. Louis. p.1301.

부록 7. SNPE 기본동작의 평가도구 회원용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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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 및 수술 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1. 의사에게 척추 관련 질환을 진단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1. 있다면 질환명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2. 척추 관련 질환 외 다른 질환을 진단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1. 있다면 질환명은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3. 질환 부위의 시술 및 수술하신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3-1. 있다면 시술 또는 수술 부위는 어디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부록 7. SNPE 기본동작의 평가도구 회원용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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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문항

척도

1 2 3 4 5 6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거

의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번

동작

앞

1-1 벨트를 묶고 서서 중심을 잡을 수 있다. 　 　 　 　 　 　

1-2 양 발을 붙인다. 　 　 　 　 　 　

1-3 발가락 전체를 들어 올린다. 　 　 　 　 　 　

1-4 양쪽 무릎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1-5 양쪽 골반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1-6 양쪽 어깨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1-7 양쪽 턱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1-8 코가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1-9 어깨 중앙 배꼽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1-10 무릎 중앙 발목 중앙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1-11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한다. 　 　 　 　 　 　

뒤

1-12 날개뼈 사이를 모은다. 　 　 　 　 　 　

1-13 팔꿈치는 편다. 　 　 　 　 　 　

1-14 손바닥을 붙이고 손끝은 가위 모양을 한다. 　 　 　 　 　 　

1-15 어깨에 긴장을 하지 않는다. 　 　 　 　 　 　

1-16 양쪽 귀끝의 높이가 수평을 이룬다. 　 　 　 　 　 　

1-17 정수리가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1-18 등 중앙 손끝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옆

1-19 허리는 자연스러운 앞굽음(C자형 전만) 형태를 유지한다. 　 　 　 　 　 　

1-20 턱끝을 살짝 들어 시선은 45˚ 전방을 향한다. 　 　 　 　 　 　

1-21 발끝을 기준으로 턱이 일직선상에 놓인다. 　 　 　 　 　 　

1-22 발끝을 기준으로 가슴이 일직선상에 놓인다. 　 　 　 　 　 　

1-23 발끝을 기준으로 무릎이 일직선상에 놓인다. 　 　 　 　 　 　

부록 8. SNPE 기본동작 평가도구: 평가자용

날짜: 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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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문항

척도

1 2 3 4 5 6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거

의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2번

동작

위

2-1 양쪽 무릎이 수평을 이룬다. 　 　 　 　 　 　

2-2 바닥면 기준으로 좌/우 무릎의 높이가 같다. 　 　 　 　 　 　

2-3 양쪽 골반이 수평을 이룬다. 　 　 　 　 　 　

2-4 바닥면 기준으로 좌/우 골반의 높이가 같다. 　 　 　 　 　 　

2-5 양쪽 겨드랑이가 수평을 이룬다. 　 　 　 　 　 　

2-6 팔꿈치는 편다. 　 　 　 　 　 　

2-7 손바닥을 붙이고 손끝은 가위 모양을 한다. 　 　 　 　 　 　

2-8 손끝 코가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2-9 가슴 중앙 배꼽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2-10 무릎 중앙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2-11 호흡을 편하게 한다. 　 　 　 　 　 　

옆
2-12 무릎이 바닥에 닿는다. 　 　 　 　 　 　

2-13 어깨가 바닥에 닿는다. 　 　 　 　 　 　

3번

동작

위

3-1 양쪽 골반이 바닥에 닿는다. 　 　 　 　 　 　

3-2 엉덩이와 허벅지 안쪽에 힘이 들어간다. 　 　 　 　 　 　

3-3 무릎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다. 　 　 　 　 　 　

3-4 정수리와 어깨 중앙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3-5 무릎 중앙 발끝이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옆
3-6 어깨에 긴장을 하지 않고 무릎을 들어 올린다. 　 　 　 　 　 　

3-7 무릎을 바닥에서 30˚이상 들어 올린다. 　 　 　 　 　 　

4번

동작

앞

4-1 다리를 머리 위로 넘겼을 때 발끝이 바닥에 닿는다. 　 　 　 　 　 　

4-2 발끝이 바닥에 닿을 때 중심선 기준으로 일직선상에 놓인다. 　 　 　 　 　 　

4-3 가운데 정렬을 맞추어 올라온다. 　 　 　 　 　 　

4-4 목과 어깨를 긴장하지 않고 복부의 힘으로 올라온다. 　 　 　 　 　 　

옆

4-5 구르기 시 팔꿈치를 펴고 손바닥이 바닥을 짚는다. 　 　 　 　 　 　

4-6 다리를 머리 위로 넘겼을 때 무릎 뒤를 편다. 　 　 　 　 　 　

4-7 올라와서 무릎을 펴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긴다. 　 　 　 　 　 　

4-8 상체를 숙여 손이 발끝에 닿는다. 　 　 　 　 　 　

4-9 구르기 시 척추의 분절이 가능하다. 　 　 　 　 　 　

4-10 구르기 시 반동을 이용하지 않는다. 　 　 　 　 　 　

출처: 장윤미. (2021).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개발과 타당도 검증

채선화. (2021).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신뢰도 검증: 고전검사이론과 일반화가능도이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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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번호 문항

척도

통증

(척도:

0-10

표기)

1 2 3 4 5 6

전

혀

아

니

다

아

니

다

약

간

그

렇

다

그

렇

다

거

의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번

동작

1-1 무게중심이 발뒤꿈치 쪽으로 느껴진다.

1-2 양쪽 발바닥에 압력이 동일하게 느껴진다.

1-3 허벅지 전체에 자극이 느껴진다.

1-4 엉덩이에 자극이 느껴진다.

1-5 등에 자극이 느껴진다.

1-6 날개뼈 사이에 자극이 느껴진다.

1-7 복부를 수축할 수 있다.

1-8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

1-9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

1-10 일어날 때 엉덩이와 허벅지의 힘으로 일어난다.

2번

동작

2-1 허벅지 앞쪽과 복부가 이완되는 느낌이 있다.

2-2 머리 위로 팔을 올렸을 때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

2-3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

3번

동작

3-1 허벅지 안쪽에 자극이 느껴진다.

3-2 엉덩이에 자극이 느껴진다.

3-3 복부를 수축할 수 있다.

3-4 양쪽 골반이 바닥에 닿는다.

3-5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

3-6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

4번

동작

4-1 복부에 자극이 느껴진다.

4-2 목과 어깨에 힘을 뺄 수 있다.

4-3 구르기 시 소리가 나지 않는다.

4-4 구르기 시 등의 좌/우가 동일하게 바닥에 닿는다.

4-5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다.

부록 9. SNPE 기본동작 평가도구: 대상자용

출처: 장윤미. (2021).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개발과 타당도 검증

채선화. (2021). SNPE 기본동작의 주관적 평가도구 신뢰도 검증: 고전검사이론과 일반화가능도이론 적용

날짜: 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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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평가도구 사용설명서

1) 평가자용

1. 평가자는 현장에서도 직접 평가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함께

평가하는 것을 권장한다.

2. SNPE 1번 동작은 앞/뒤/옆, 2번과 3번 동작은 위/옆, 4번 동작은 앞/옆

을 평가한다.

3. 동작을 관찰한 후에 1점(전혀 아니다)부터 6점(매우 그렇다)까지 해당란

에 표기한다.

4. 정해진 기준 점수는 없지만 대상자의 SNPE 운동 전과 후의 변화를 평가

도구의 점수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다.

2) 대상자용

1. 대상자는 SNPE 기본동작을 수행할 때 느껴지는 자극을 각 동작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2. 동작을 수행한 후에 1점(전혀 아니다)부터 6점(매우 그렇다)까지 해당란

에 표기한다.

3. 동작을 수행할 때 느껴지는 통증에 대하여 통증척도를 0(통증 없음)부터

10(매우 극심한 통증)까지 해당하는 숫자를 표기한다.

4. 정해진 기준 점수는 없지만 대상자의 SNPE 운동 전과 후의 변화를 평가

도구의 점수를 통해서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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