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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이주민의 운동자기효능감 측정을 위한 도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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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terature Review on Exercise Self-Efficacy Instruments for
Japanese Immigrants
Asami, Keiko1ㆍChae, Duckhee2
1

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ㆍChonnam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Gwang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urrent Japanese version of exercise self-efficacy instruments for measuring
the exercise self-efficacy of Japanese immigrants in South Korea and evaluate their measurement properties. Methods: This
study used a literature review on the measurement properties of exercise self-efficacy instruments. The PubMed, Embase, and
CINAHL databases were searched from their inception to 19th July 2021 for related articles. Results: Two instruments were
identified via the database search. Both were developed based using Bandura’s self-efficacy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verall, both instruments appeared to present adequate evidence for internal consistency and structural validity. Hypotheses
testing for construct validity was verified for only one instrument. However, the test-retest lacked evidence for adequacy
concerning the time interval. More importantly, content validity was not evaluated during the development of either instruments.
Conclusion: We could not identify an instrument with sufficient validity and reliability to measure the exercise self-efficacy of
Japanese immigrants in South Korea. In the future, the content validity of the two identified instruments must be evaluated by an
expert panel and for and by the target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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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건강정책으로 신체활동 증진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의 결과로 세계적으로 연간 390만 명의 조기사망을 예방한

1. 연구의 필요성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있어서 신체활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체활동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범위, 깊

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었다[2]. 그러나 신체활

이, 가시성 및 영향 측면에서 성장 발전해 왔다. 앉아있는 시

동 부족에 기인한 사망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조기사망률의

간이 길어지면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과 암 발병률이 증

9%를 차지하고 있어[3]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이다.

가되어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1]. 세계보건기구(World

이와 같이 질병부담과 조기사망을 초래하는 신체활동 부

Health Organization, WHO)를 선두로 여러 국가에서 국가

족은[1-3] 이주민 특히 중년기 이주여성에서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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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결혼이민자·귀화자는 약 37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자신에 대한 헌신, 노력의 정도와 결과, 인내할 수 있는 시간,

에 2배로 증가하였으며 그 대부분이 여성(약 80%)이다[5,6].

장애물의 인식, 역경에 대한 탄력성, 감정적 삶의 질, 문제해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서 10년 이상 국내에 거

결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우울감, 삶의 선택과 깨닫는 성취에

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비율이 60.6%를 차지하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기능적 영역에 걸친 메타분석을 통해

였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이 45.2%로 조사되어, 결혼이

인간의 자기개발, 적응 및 변화에서 인지된 자기효능감의 역

민자·귀화자의 정주화, 노령화 현상이 뚜렷하였다[7]. 일본

할이 확인되었다[13].

인은 국내 결혼이민자·귀화자의 4.2%를 차지하지만, 우리나

자기효능감은 신체활동 실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14].

라에 결혼을 매개로 한 이주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이주한

효능 신념은 특정된 영역과 연결된 차별화된 자아 신념의 총

집단이다. 최근 국내 선행연구에서 중년기 일본인 이주여성

합이기 때문에 관심 대상의 기능영역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

의 21.3%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25.9%가

다[13]. 즉, 관심 현상과 대상자에 따라서 자기효능감 측정을

치료중인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37.1%가 우울증상을

조정해야 한다.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

보고했다[4]. 일본인 이주여성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15.8%

구들은 이론 개발자인 Bandura [13]가 개발한 Self-Efficacy

였으며, 이것은 한국인 중년여성이 45.1% 수준이었던 것과

to Regulate Exercise Scale (SERES)을 비롯해 다양한 도구가

비교하면 1/3 수준에 불과했다[4,8]. 따라서 중년기 이주여

개발되었으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는 주로 영어로 개발되

성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신체활동 실천

었다[14-16]. 국내 간호연구 분야에서는 Shin 등[17]이 만성

을 높이기 위한 중재가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질환자의 운동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Bandura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실천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방법

SERES를 한국어로 번역한 Exercise Self-Efficacy Scale for

을 몰라서가 아니라,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단지 실천하

Korean과 Choi 등[18]이 노인의 운동자기효능감을 측정하

지 않는 것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3]. 즉, 필요성을 인식하지

기 위하여 Resnick과 Jenkins [15]의 Self-Efficacy for Exercise

만 행위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반 성인에게 권장되는

Scale를 한국어로 번역한 Korean version of the Self-

신체활동 기준은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중등도 이상의

Efficacy for Exercise Scale이 대표적이다.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것이며, 신체적 비활동(physical in-

운동자기효능감과 같은 추상적 개념을 관찰하기 위해서

activity)은 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를 말한다[9]. 신체적 비활

간접적 측정방법으로서 자가보고형 도구(self-reported in-

동자의 사망률 추정치가 흡연자의 수치와 유사하기 때문에

strument)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중요한 것은

[10] 신체적 비활동 집단을 비정상(abnormal) 집단으로 간주

신뢰도와 타당도와 같은 측정 속성(measurement proper-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3].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외

ties)을 만족시키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다[19]. 그동안 측

부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신체활동이 감소되

정 속성에 대한 정의는 일관되게 사용되지 않고 다양한 용어

어[11]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을

들이 혼용되어 왔다. COnsensus-based Standards for the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COVID-19 유행을 포함하여 신체

selection of health Measurement INstruments (COSMIN)

활동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니셔티브는 연구와 임상 실무에서 가장 적절한 측정도구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에 관심을 기울여

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방법론적 지침을 제시하였다[20]. 최근

야 한다.

간호 분야에서도 COSMIN의 표준화된 방법을 활용하여 측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인 자기효

정도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21-23].

능감은 결과로 이어지는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에 대한 개인

또한, 자가보고형 도구는 응답자의 문화적 특성에 영향을

의 자신감으로서, 주어진 상황에서 예상하는 결과를 만들어

받는다. 일본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화

낼 능력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2]. 효능

적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본어

신념(efficacy belief)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잘못된 생각, 전

로 개발된 운동자기효능감 측정도구가 적절하다. 국내 일본

략적인 생각, 낙관적 또는 비관적 생각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응답자들은 모국어

또한 사람들이 추구하기로 선택한 행동의 과정, 도전과 목표,

로 작성된 설문지에 응답하기를 원했다[4]. 따라서 일본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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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30편(PubMed 23편, Embase 90편, CINAHL

해서는 일본어로 개발된 신뢰성과 타당성 높은 측정도구가

17편)의 문헌이 검색되었으며, Endnote를 이용하여 중복된

필요하다.

문헌 1편을 제외하였다. 제목과 초록으로 125편이 제외되었
고, 남은 4편 가운데 신체가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2. 연구 목적

도구개발 문헌 1편, Sallis 등[16]의 도구를 일본어로 번역해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어판 운동자기효능감 도구를 파악
하고, 도구의 측정 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서 사용하였지만 측정 속성을 평가하지 않은 문헌 1편은 본
연구의 목적에 맞지 않아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고찰을 위
해 선정된 문헌은 2편이었다(Figure 1). 구체적으로는 Muto

연구 방법

등[25]이 Self-efficacy Scale for Exercise Behavior (SSEB),
Oka [26]가 Self-efficacy for exercise scale (SEES)에 대한 개

1. 연구 설계

발 과정 및 측정 속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보고한 문헌이었다.

본 연구는 일본어판 운동자기효능감 도구의 개발 과정 및

본 연구에서는 최종 선정된 2편의 문헌에서 보고한 측정 속

측정 속성을 보고한 선행문헌에서 소개된 운동자기효능감

성을 COSMIN의 기준을 참고하여 평가하였다. 신뢰도(reli-

도구의 측정 속성을 평가하는 문헌고찰 연구이다.

ability)는 측정 오류가 없는 정도를 나타내며 동일한 대상에
대한 반복 측정을 통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측정치를 산출

2. 연구 과정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20]. 신뢰도 영역에 신뢰도(reliability),

본 연구는 2021년 7월 19일에 PubMed, Embase와 CINAHL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측정 오류(measurement

에서 검색하였다. PubMed에서는 PubMed 검색필터[24],

error)가 포함된다. 신뢰도 추정방법으로는 검사-재검사

Embase와 CINAHL에서는 PubMed 검색필터를 번역하여 문

(test-retest), 측정자간 신뢰도, 측정자내 신뢰도, 동형검사

헌을 검색하였다. PubMed 검색필터는 측정 속성에 대한 연

가 있다. 내적 일관성은 측정 문항의 동질성을 나타내며

구를 찾기 위한 매우 민감한 검색필터이며, 필터의 감도는

Cronbach's alpha를 구한다. 내적 일관성은 1회의 측정으로

97.4%, 정밀도는 4.4%이다[24]. PubMed 필터에는 측정개념

신뢰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며,

과 목표 대상자에 대한 정보로서 “Exercise self-efficacy

COSMIN기준에서는 0.70 이상에서 0.95 이하를 적절한 것

AND Japanese”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으로 권장한다[20].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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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 영역에는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준거타당

다. 가설검증은 측정할 대상 개념을 측정한다는 가정을 기반

도(criterion validity),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가 포

으로 한 측정 점수가 가설을 확증하는가에 대한 것이며 수렴

함된다. 내용타당도는 도구의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

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있다[27]. 그밖에 횡문화적 타당도

개념을 얼마나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27].

는 번역되거나 문화적으로 개작된 도구의 문항이 원 도구의

내용타당도는 구성개념의 개념화 단계와 도구가 개념화된

문항이 가진 성능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구성개념을 잘 나타내는지 근거를 수집하는 단계로 설명된
다. 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연구 결과

다른 측정 속성에 대한 평가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
하다. 내용타당도는 관련성(relevance), 포괄성(compre-

1. 도구의 개발과정 및 특성

hensiveness: 중요한 문항이 누락되지 않은 정도)과 이해력

1) 개발 목적

(comprehensibility: 대상자가 문항을 정확하게 이해한 정

Muto 등[25]은 신체활동이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건

도)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으로, 전문가는 물론 대상자의 관점

강증진 행위이지만 시도와 행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행위

도 포함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19,20]. 내용 타당도는 질적 또

변화의 중재요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는 양적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질적 방법은 대상자

하였다. Muto 등[25]은 일반 성인의 운동자기효능감을 측정

또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그룹면담이나 일대일 면담(또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에 SSEB를 개발하였다. Oka [26]

는 인지적 면담)을 수행하여 평가한다. 양적 방법으로는 일반

의 도구 개발 목적도 유사하였으며, 타당성과 신뢰성이 충분

적으로 3∼12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

히 검증된 운동자기효능감 도구가 부족하여 2003년 중년기

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산출하여 평가하는 것이 권장

성인을 대상으로 SEES를 개발하였다(Table 1).

된다[27]. 준거타당도는 도구의 점수가 외부의 준거 또는
“gold standard”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2) 개발 과정

구성타당도는 도구가 얼마나 구성개념을 잘 나타내는가에

SSEB와 SEES는 운동자기효능감 개념의 이론적 토대로서

대한 것이다[27]. COSMIN에서는 구조타당도(structural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제시하였다. Muto 등[25]은

validity), 가설검증(hypotheses testing), 횡문화적 타당도

Sallis 등[16]의 Self-efficacy for Exercise Behaviors Scales

(cross-cultural validity)가 구성타당도에 속한다고 설명한

12문항을 토대로 13문항을 개발하였다. SSEB는 “높은 우선

다. 이 가운데 구조적 타당도는 도구가 광범위한 구성개념이

순위(high priority)” 7문항과 “독립요인(independent fac-

가진 차원을 적절히 포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서[27]

tor)” 6문항의 2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Oka [26]는

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과 확인

Marcus 등[14]의 self-efficacy measure에서 5개 문항을 선

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평가된

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1개의 요인, 총 4개 문항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cluded Instruments
Self-efficacy scale for exercise behavior
Developer
Published year
Theoretical evidence of the concept
Target population
Sample size
% of female
Setting
Number of items
Response option
Language

Muto, Saito, Sakurai, Adachi
1992
Bandura's self-efficacy theory
Japanese adult
647 (20∼59 age)
20.4%
Japanese manufacturing company
13 items
2 factors (high priority, independent factors)
3 points Likert (1∼3 points)
Japanese

Self-efficacy for exercise scale
Oka
2003
Bandura's self-efficacy theory
Middle-aged Japanese (40∼64 age)
1st 440, 2nd 808
1st 52.3%, 2nd 54.3%
Universities in Tokyo area
4 items
Single factor
5 points Likert (1∼5 points)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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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두 편의 연구에서는 문헌고찰, 면담

할 때’, ‘훈련자가 없을 때’, ‘동료가 없을 때’, ‘기술이 부족할

등을 통해 운동자기효능감 개념의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

때’, ‘시설이나 기구가 안 좋을 때’등의 문항들이 있다.

탕으로 예비문항을 작성하고, 전문가 패널을 활용하여 운동
자기효능감 개념에 대한 예비문항의 관련성, 포괄성, 이해력

2. 도구의 측정속성에 대한 평가

등을 평가하는 내용타당도 평가과정[18]은 보고되지 않았

1) 도구의 타당도

다.

Muto 등[25]은 제조업 근로자 647명을 대상으로 SSEB의
구조적 타당도와 구성타당도를 위한 가설검증을 하였다. 구

3) 지시문과 응답선택

조적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주성분분석과 배리맥스

도구의 지시문(instruction)의 경우, SSEB는 ‘How sure are

(Varimax) 회전법을 사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you that you can do these thing?’, SEES는 ‘Are you con-

분석결과, 고유값＞1.0을 기준으로 2개 요인이 확인되었고,

fident in exercising regularly even in the situations listed

2개 요인으로 60.8%의 분산을 설명하였다. 가설검증은 신체

in the section?’을 사용하였다. 응답에 대한 선택은 SSEB는

활동 유무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운동자기효능감의 차이

3점 Likert 척도(‘아니오’ 1점∼‘예’ 3점), SEES는 5점 Likert

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p＜.01), 높은 운동

척도(‘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1점∼‘대단히 그렇게 생각

자기효능감을 가진 응답자가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실천하

한다’ 5점)를 사용하였다. 두 도구는 공통적으로 ‘지쳐있을

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때’,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바쁠 때’, ‘날씨가 좋지 않을

Oka [26]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40세∼64세 성인을 대상으

때’ 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항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SSEB는

로 2회에 걸쳐(첫 번째 440명, 두 번째 808명) 자료수집 하였

추가적으로 ‘집안일을 해야 할 때’, ‘직장일이 많을 때’, ‘우울

다. 첫 번째 설문조사에 응답한 440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확

Table 2. Measurement Properties for Included Instruments
Measurement properties
Reliability
Test-retest

Internal consistency
Validity
Structural validity

Criteria

Self-efficacy scale for exercise behavior

Self-efficacy for exercise
scale

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or weighted
Kappa≥0.70

Correlation: Factor 1=.83, Factor 2=.74
- Time interval: 2 months
- Sample size: 128
- Analysis method not described

Cronbach's alpha≥0.70

Cronbach's alpha: Factor 1=.90, Factor 2=.84

EFA: factors explained at
least 50% of the variance
CFA: CFI or TLI or comparable
meausre ＞0.95 or RMSEA
＜0.06

EFA (2 factors, 13 items)
CFA (single factor, 4 items)
-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with Varimax
- GFI=.99, AGFI=.97,
rotation
CFI=.100, RMSEA=.05
- 60.8% of variance
- Factor 1: high priority (7 items)
- Factor 2: independent factor (6 items)
Examined with exercise behavior
Did not report
- Self-efficacy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employees who habitually exercised compared to
those who did not.
- A significantly higher percentage of employees with
high self-efficacy scores exercised regularly than
those with lower self-efficacy scores

Hypotheses testing for The result is in accordance
construct validity
with the hypothesis

r=.78
- Time interval: 2 weeks
- Sample size: 136
- Analysis with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Cronbach's alpha=.84
(4 items)

The criteria based on Prinsen et al. (2018) and Lee et al. (2015).
EFA=exploratory factor analysis; CFA=confirmatory factor analysis; GFI=goodness of fit index; AGIF=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TLI=Tucker-Lewi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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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요인을 1개로 지정하여 5문항

첫째, 타당도 측면에서 볼 때 SSEB와 SEES은 탐색적 요인

의 Goodness of Fit Index (GFI), Adjusted Goodness of Fit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구의 타당도를 보고하였다.

Index (AGFI), Comparative Fit Index (CFI), Root Mean

구성타당도를 통한 가설검증은 SSEB에서만 검증되었다.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를 확인한 결과 좋

SSEB는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60.8%의 분산 설명력을 보였

은 적합도를 보이지 않았다. 네 번째 문항(‘휴가 중’)을 제외

으며, SEES는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한 문항을 제외한 수정모

한 후 4개 문항으로 재분석한 결과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여

형에서 만족한 모형 적합도를 보였다. 타당도 측면에서 두 도

최종 1개 요인, 4개 문항의 도구로 결론을 지었다(Table 2).

구가 지닌 가장 큰 한계는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두 번째 설문조사에 응답한 808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행위변

점이다. 내용타당도는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개념을

화단계에 따른 운동자기효능감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행위

얼마나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며, 도구 개발에서

변화 5단계(무관심기, 관심기, 준비기, 실천기 및 유지기)에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19]. SSEB와 SEES의

서 유지기 단계는 다른 단계 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였고,

이론적 기틀로서 공통적으로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무관심기 단계는 다른 단계 보다 자기효능감이 낮았다(F=

제시하였지만, Bandura의 이론과 문항들과의 연결성이 명

81.8, p＜.001). 관심기와 준비기 사이에서는 자기효능감의

확히 설명되지 않았다. 또한 두 편[25,26] 모두 원 도구[14,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6]의 문항을 어떤 방법을 활용하여 번역하였는지 보고하지
않았다. SEES의 원 도구인 self-efficacy measure [14] 또한

2) 도구의 신뢰도

문항의 출처가 문헌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개발자

SSEB와 SEES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과 검사-재검사로 평

에게 문항 출처를 이메일로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

가되었다(Table 2). Muto 등[25]이 647명을 대상으로 SSEB

었다. SSEB의 원 도구인 Self-efficacy for Exercise Behaviors

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요인 1은 Cronbach’s alpha=

Scale [16]은 식이와 신체활동에 있어 행위 변화를 경험한 성

.90, 요인 2는 Cronbach’s alpha=.84이었다. Muto 등[25]은

인 40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시행하여 49개 예비문항을 개발

128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검사-재검사로 SSEB의 안정성을

하였다. 이후 171명(심리학과 학생, 건강증진연구회 회원)을

평가하였다. 요인 1은 .83, 요인 2는 .74이었다. Muto 등[25]

대상으로 2회의 자료 수집을 하여 타당도(구조적 타당도, 가

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의 시간 간격은 2개월이었다. Oka

설검증)와 신뢰도(내적 일관성, 검사-재검사)를 평가하여 최

[26]는 467명을 대상으로 SEES의 내적 일관성을 평가하였으

종 12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였다. 2016∼2020

며, Cronbach’s alpha=.84이었다. SEES는 136명의 자료를

년 5년간 Asian Nursing Research 학술지에 보고된 자기보

사용하여 검사-재검사로 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r=.78이었으

고식 도구를 분석한 Lee 등[28]은 간호 연구자들이 보다 엄격

며, 시간 간격은 2주이었다. Muto 등[25]과 Oka [26]의 연구에

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구조적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을 넘어

서 검사-재검사의 시간 간격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측정 속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둘째, 신뢰도 측면에서 SSEB와 SEES는 모두 일차원 척도

논 의

(unidimensional scale)에서 Cronbach’s alpha 0.70 이상의
내적일관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검사-재검사에서는 제한

본 연구에서는 일본인 이주민의 운동자기효능감을 측정하

점들이 관찰되었다. 먼저, Muto 등[25]과 Oka [26]는 검사-

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일본어로 개발 또는

재검사의 시간 간격이 적절했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제

번역한 도구를 파악하고, 이 도구들의 측정 속성을 평가하였

시하지 않았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다. 문헌검색을 통해 Muto 등이 개발한 SSEB와 Oka가 개발

이 변화하지 않을 만큼 짧아야 하지만, 동시에 기억 편향(re-

한 SEES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SEES는 최근까지 일본인을

call bias)을 방지할 만큼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평가되어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었다. 두 도구의 측정 속

야 한다[27]. 자기효능감은 변화 가능한 심리적 상태이므로

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타당도와 신뢰도 순으로 논의하고자

검사-재검사의 시간간격이 중요하며 2주 이내가 적절하다

한다.

고 권고된다[29]. Oka [26]는 2주의 간격을 두고 재검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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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시간간격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Muto 등[25]은 2개

결론 및 제언

월 후 재검사를 시행하였다. 이 경우 응답자의 운동자기효능
감이 실제 변화할 수 있으므로 도구의 안정성을 적절히 평가

국내 일본인 이주민의 운동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재검사에서 연속형 변수는 급내 상

일본어로 개발된 도구의 측정 속성을 평가한 문헌을 탐색하

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보고하도록 권

고 평가하였다. 본 연구결과 일본인 이주민의 운동자기효능

고되고 있다[20]. 그러나 Oka [26]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보고

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속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갖춘 도

하였고, Muto 등[25]은 상관성으로만 기술하고 구체적인 분

구는 부족하였다. 검색을 통해 일본어로 개발된 13문항의

석방법을 보고하지 않았다.

SSEB와 4문항의 SEES가 파악되었다. 두 도구 모두 대체적으

셋째, 도구의 문항 수와 응답 선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로 적절한 구조적 타당도, 내적 일관성 평가 결과를 보고하였

문항 수가 SSEB 13문항, SEES 4문항으로 Bandura [13]의

다. SSEB는 가설검증을 통해 적절한 구성타당도를 가지고 있

SERES 18문항보다 적다. 문항 수가 적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검사-재검사의 경우 시간간격의 적

부담을 주지 않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절성, 2회 측정동안 응답자의 운동자기효능감이 변화하지

SEES는 문항이 간명하여 어린이, 고령자, 외국인 등 건강문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부족하였다. 또한 두 도구 모두 문

해력이 낮은 집단에게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Google

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지시문

scholar에서 검색어 “自己効力感尺度 AND 運動（자기효능

과 응답 선택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부족하였다. 향후 전문

감 척도 AND 운동)”으로 SSEB와 SEES를 사용한 일본 국내 후

가 패널과 목표 집단을 대상으로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평가

속연구를 검색한 결과, Muto 등의 SSEB는 8편, Oka의 SEES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는 55편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는 SEES 4문항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체계적인 문헌 검색전략을 사용하여

으로 운동자기효능감 개념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울

PubMed, Embase, CINAHL 검색 엔진에서 관련문헌을 탐색

수 있다. 두 도구 모두 후속 연구를 통해 운동자기효능감 개념

하였지만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헌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일본

에 대한 문항의 관련성, 포괄성, 이해력에 대한 내용 타당도

에서 출판된 의학, 약학, 간호학, 기타 관련분야의 문헌 약

평가가 요구된다.

1,400만 건을 담은 의중지(医中誌) 웹사이트는 일본의 대학

응답 선택은 SSEB는 3점 Likert 척도, SEES는 5점 Likert 척

과 연구기관에서 사용하는 유료 데이터베이스다. 의중지에

도로 개발되어서 Bandura [13] SERES의 0점(전혀 할 수 없

서 일본어로 출판된 문헌을 검색할 경우, 운동자기효능감 도

다)부터 100점(매우 확실히 할 수 있다)척도와 비교하여 응답

구를 사용한 일본의 연구현황을 보다 정확하고 폭넓게 파악

하기 쉬운 편이다. Bandura [13]는 자기효능감 도구의 문항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간호연구자와 협력하

표현이 “will do (의도)”가 아니라 “can do (능력)”이어야 자기

여 의중지를 포함한 보다 다양한 검색엔진에서 관련문헌을

효능감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SEES는 “자신이 있다(自

탐색하고 평가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信がある)”로 개발되어 있어서, 이 표현이 적절한지 일본어
언어전문가와 심리학자가 포함된 전문가 패널을 통해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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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Bandura [13]는 응답 선택이 적은
경우 민감도가 낮고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0∼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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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가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응답 선택이 많은 경
우 교육 수준이 낮은 집단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어,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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