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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 및 신체활동의 정도가 

청소년의 문제행동(Problem Behavior)에 미치는 영향

은     홍     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이나 음주 및 흡연과 같은 문제행동(problem 

behavior)이 증가하면서 국내·외에서 청소년기의‘의도적 사회성 교육’ 및‘사

회 부정적인 요소형성의 차단’이 강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활동으로서‘스포

츠 활동’을 꼽을 수 있는데 국외에서 진행된 스포츠 활동의 긍정성에 관한 여

러 연구들이 청소년 스포츠 활동 참여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Faulkner 

et al. 2007; Miller et al, 2007). 그러나 이와 반대로 또 다른 연구에선 특정 스포

츠가 오히려 청소년 문제행동의 위험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Kwan et al., 

2014; Barnes et al., 2002)을 주장한다. 이처럼 현재까지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은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청소년

을 대상으로 스포츠 활동과 문제행동의 연관성을 검증하고, 특히 팀으로 구성된 

스포츠 활동이 신체활동(중등도, 고강도 운동)과 잠재적 문제행동유발요인(학업성

적, 가정의 경제상태, 우울감 경험 및 스트레스 인지)을 통제하는 상황에서도 인

터넷 중독, 음주 및 흡연에 독립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했다. 본 연

구에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이와 성별 또한 통제되었다. 

연구대상은‘제11차(2015년)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원시자료를 통해 수집

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3부터 18세까지의 남녀 68,043명의 데이터를 활용



하고, SAS 9.4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기분석(logistic-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녀차이에 따른 팀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각각 성별을 구분하였다.

연구결과,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가 남녀모두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개수가 증가할수록 인터넷에 중독될 가능

성이 줄어드는 것을 나타낸다. 남녀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팀 스포츠 참여개수가 많

을수록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인터넷 사용시간이 조금 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음주행동의 경우는 팀 스포츠 참여개수가 증가할수록 남녀모두의 음주가능성은 

높아졌고, 남녀의 차이를 분석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팀 스포츠 참여개수가 

많을수록 음주가능성이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흡연행동 또한 음주행동과 마찬가

지로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높아질수록 남녀모두의 흡연가능성이 높아졌고, 여

학생의 흡연가능성이 좀 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남녀 모두에게 팀 스포츠 활

동 참여개수는 신체활동(중등도, 고강도) 및 잠재적 문제행동유발요인(나이, 성별, 가

정의 경제상태, 학업성적,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청소년 

문제행동에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된 효과와 더불어 팀 스포츠 활동 개수와 신체활

동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따른 문제행동 가능성을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비교해 봤다. 남학생의 경우,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따른 신체활동의 영향력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신체활동량이‘적은 남

학생’이 많은 남학생에 비해 팀 스포츠 참여개수로부터 받는‘영향력이 크다(인터

넷 중독 가능성 감소)’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여학생의 경우,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따른 신체활동의 영향력이 흡연행동에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내

었는데 신체활동량이‘많은 여학생’이 적은 여학생에 비해 팀 스포츠 참여개수로부

터 받는‘영향력이 크다(흡연가능성 증가)’는 것을 나타냈다. 특히, 남학생과 여학

생 모두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한 개 이상일 때부터 큰 영향력을 보였다. 

주요어: 팀 스포츠 활동, 신체활동, 청소년 문제행동, 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 

상호작용   

학  번: 2015-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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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내 청소년 문제행동(problem behavior)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청소년기 문제행동으로 지목되는 것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음주 및 흡연

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2015청소년 온라인 행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첫 음주 경험 평균연령(세)이 남학생 12.9세, 여학생 13.3세

이고, 흡연에 경우는 남학생 12.7세, 여학생 12.8세로 음주와 흡연을 경험하는 

대부분의 청소년이 중학교 시절에 이러한 문제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인터넷 중독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2015년 인터넷 중독률 추

이’를 통해 최근 청소년의 중독률 추이가 12.5%로 유아동(5.6%), 성인(5.8%)

에 비해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전체 평

균(6.9%)보다도 약 두 배 높은 수치이다.

  문제행동이란‘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의되는 행동(Jessor,1977)’

으로써 작은 범위로는 일상의 고민거리, 학습부적응 및 욕구좌절부터 고립, 

약물 및 인터넷 중독과 같은‘비사회적 도피 행동’, 음주와 흡연과 같은

‘청소년 비행’, 그리고 강도, 살인 및 방화 등 넓은 범위의‘청소년 범죄’

를 포함한다.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가치관 

설립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기 비행경험은 특정 범죄와 같은 2차

적인 문제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최수형(2008)에 의하면 중범법행

위 또는 그 이상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수감자들의 상당수가 학창시절 음주, 

흡연 등의 문제행동을 경험했다고 한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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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성인기의 범죄유발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 과거의 문제행

동 경험에 따라 성인기 비행유형 및 횟수의 차이가 발생되고, 청소년기의 비

행성 문제행동이 성인기의 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지고 있다(Bernburg & Krohn, 2003; Sampson & Laub, 2004; 김은

경, 이동원, 2003; 이순래, 2005). 또한 청소년기 문제행동은 미성숙한 신체내

부 장기로 인한 질병 발생위험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 음주 및 

흡연을 경험한 사람들은 성인기에 처음 음주와 흡연을 접한 사람들에 비해 

질병발생위험이 약 2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국내 알콜의존증 

환자의 약 40%가 청소년기에 음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되어진다(질병관리본

부, 2010). 특히, 인터넷 중독의 경우는 대인 및 정서적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청소년기에 이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면서 가상과 현실세계를 혼동

하고 충동적 또는 폭력적 성향을 증가시킴으로 청소년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을 높일 수 있다(어디에?).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은 음주 및 흡연과 

또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그것은 문제행동의 지속성 및 시기이다. 음주 및 

흡연의 경우,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도달하면 더 이상 문제행동이 되지 

않지만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성인의 문제행동으로, 또 다시 

노인의 문제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친구 그리고 가족 등 사회구성원 모두에

게 직접 혹은 간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 될 수 있

다. 즉, 이에 대한 예방과 효율적인 사후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양돈규, 임영식,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행동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개인의 건전한 생활방식(life-style)형

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의 생활방식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Adolescence)부터 

이른 성인기(Early-adulthood)에 형성되는데, 한번 형성된 생활방식은 일생동안 변하

지 않은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Bray & Bor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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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리학 및 사회학 분야에선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요인은 입시위주, 성과주의 및 과다한 경

쟁 교육을 조장하는 현 학교의 교육구조이다(Huzinga & Jakob-chien, 1998). 

이러한 구조의 학교교육은 단체 내에서 소외감을 유발시키고, 특히 학업수행

이 낮은 청소년이 음주 및 흡연과 같은 다양한 문제행동에 연루되는 가능성

을 증가시킨다. 두 번째 요인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다. 가족의 사회경

제적 지위 등 구조적 측면이 부모와 아이들 간의 심리적 거리를 결정하고, 

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의 방법 등 기능적 측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기

능적 측면은 결국 아이들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Amone-P'Oal et al., 

2011 & Costello et al., 2003). 이러한 학교 교육의 구조와 가족의 구조적, 기

능적 측면은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심리적 압박감, 소외 및 우울감 등을 누적

시켜 정신건강의 저하를 가중시킨다(한정선, 2014). 오순근(1994)에 따르면 저

하된 정신건강은 인격 및 도덕성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자기 통제력의 부족과 

공격성 및 충동성을 야기하며 사회에 대한 반격 및 해소 행동으로써 문제행

동을 유발한다고 한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효율적인 사후처리를 위해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사회성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사회성은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는 가족, 친구, 학교 및 지역사회 등 주

변 환경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회성 발전을 위해선 

주변 환경을 이용한 의도적인 사회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오형근, 

2001). 의도적인 사회성 교육의 대표적인 예는 스포츠 활동 참여이다.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의 정신건강, 도덕성 및 사회성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스포츠 활동을 함으로써 스포

츠가 가진 규칙과 정신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정수, 

2012; 원형중, 1995; 김지현, 2013; 이성학, 2012; 구창모, 1991; 이송우, 2007; 

추현일, 2006). 이러한 스포츠가 가진 규칙과 정신들은 청소년의 비일상적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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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합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성취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 한다(유진영, 김기만, 2014). 또한, 스포츠참여 

정도에 따른 청소년들의 비행 수준과 관련한 연구에서 이러한 스포츠 활동의 

긍정적인 사회적 측면을 강조했는데,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집단이 참

여하지 않은 학생집단에 비해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비행정도가 낮았다고 

하였다((Faulkner et al. 2007; Miller et al, 2007; Barnes et al., 2007 and 

Taliaferro et al., 2010; 김지현, 2013). 그 이유는 청소년기의 스포츠 활동 참

여가 자아존중감 및 정체감을 향상시키고 스포츠 활동의 인지적이고 정의적  

의미를 자연스레 학습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문제행동, 더 나아가 범죄 등 사

회 부정적인 요소형성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정수, 2012).

  그러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긍정적인 교육효과에 

대한 상반되는 의견도 존재한다. Tutko와 Ogilvie(1966)은 실제 개인의 인격 및 

도덕성 발달은 여러 잠재적 요인들의 복잡한 관계와 개인 및 사회 환경에 따

라 달라지기 때문에 스포츠와 행동과의 관계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고 주

장한다. 또한,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오히려 비행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스포츠 활동 내에 허용되는 폭력 및 공격적 측면이나 규칙 위

반 등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행동을 습득하며 내면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다(Lueschen, 1976). Hughes와 Coakeley(1991)는 스포츠 활동 참여가 비행행위

를 조장하고, 스포츠 활동의 지속적 참여는 극단적인 형태의 문제행동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Donnelly와 Young(1988)은 스포츠 내에서의 과도한 

임무수행과 동료 간의 결속은 과음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팀 

스포츠가 과도한 알코올소비에 연관되어있고(Kwan et al., 2014) 비행행위에 연

루되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Barnes et al., 2002). 

  이처럼 현재까지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

견은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치

하지 않는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들의 세 가지 제한점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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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첫 번째, 스포츠 활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사이를 개입하는‘매개요

인’에 대한 접근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의 결과는 일관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Coakley, 2002; Farb and Matjasko, 2012; Gardner et al. 2009). 

따라서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행동의 발생원인(교육 구조적, 가족의 사회

경제적, 개인적 요인)을 본 연구에서는‘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으로 설

정하여 접근하였다. 두 번째,‘신체활동’과‘스포츠 활동’사이에 구분된 차

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둘 사이의 구분 없이 포괄적

인 스포츠 활동으로만 청소년 문제행동에 접근했다. 이것은 청소년 문제행동

에 대한 스포츠 활동이 가진 명확하고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활동에서 신체활동요소를 제

거하여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

하였다. 마지막으로‘개인’또는‘팀 스포츠 활동’에 대한 구분 없는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는 팀으로 구성된 스포츠 활동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팀 스포츠는 청소년들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촉진하

는 이상적인 배경제공과 문제행동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결과에 대

처하는 가능성을 보유(Johnson, 2014)하며 협력 없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

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들의 협동심, 배려심 및 사회성과 적극성 향상

에 탁월한 스포츠 활동이라고 판단된다(유진영, 2014). 이에 더불어 최근 심각

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기존 연구에선 다루지 않았던 청소년의 인터

넷 중독행동을 음주 및 흡연행동과 함께 검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팀 스포츠 활동참여가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억제

하는 효과로써의 순기능관계가 성립되는지 또는 역기능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여 스포츠 활동참여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 및 역할을 재조명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예방 및 사후처리를 통해 바람직한 개인의 생활방식

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학교, 가정, 사회생활을 이끌어 주는 스포

츠 활동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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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문제행동

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특히,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잠재적 

유발 요인(가정의 경제상태, 학업성적, 스트레스 인지 및 우울감 경험)과 신체활

동 요소(중등도 운동, 고강도 운동)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청소년의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신체활동’과‘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을 통제하고도 반사

회적 또는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위 관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실증적인 측정을 통해 스포츠 활동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연구목적: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청소년 문제행동(인터넷 중독, 음주, 흡연)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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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정의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

팀 스포츠 활동은 협동심, 타인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사회성과 적극성

등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스포츠 활동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팀

스포츠 활동의 참여 개수(0~4개 이상)를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신체활동

신체활동은‘골격근 수축으로 에너지소비를 야기하는 일상생활이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신체의 움직임’으로 넓은 범위에서

운동, 스포츠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을 중등도 운동,

고강도 운동 두 가지 범주로 설정하였다.

청소년

문제행동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위 또는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중독, 음주 및 흡연을 청소년 문제행동의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잠재적 문제행동

유발 요인

심리학, 사회적 관점의 청소년 문제행동 유발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하

여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상태, 우울감 경험, 스트레스

인지, 성별 및 연령을 문제행동의 잠재적 유발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3. 연구변인

본 연구에서는 관련이론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 신

체활동, 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 및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관한 변인을 설정하

고, 이에 대한 관계모형을 토대로 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 [표 1]과 같은 변인을 설

정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를 설정하였으며 신체활동 

요소(중등도 운동, 고강도 운동)과 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상태,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경험)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종속변인으로써 인터넷 중독, 음주 및 흡연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연구 변인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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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1) 청소년

청소년이란‘청년’과‘소년’을 포함한 용어로써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도기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한다(개정 2011).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중학교 1학년에서 고둥학교 3학년으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청소년 문제행동

청소년 문제행동이란 청소년기에 행하여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고 정의되는 행동(Jessor, 1977)을 말하며, 작은 범위에서는 일상적인 고민거

리, 욕구좌절 및 학습 부적응을 포함하고, 넓은 범위에서는 도피적 행동(고립, 

자살, 약물 오남용,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비행(음주, 흡연 등), 청소년 범

죄(강도, 살인, 방화 등)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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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스포츠 활동

가. 스포츠 유형

중독행동을 포함해 음주 및 흡연은 스포츠 활동 참여 자체만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여도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견이 있다(Rainey et al., 1996; Pretti-Watel et al., 2002). 즉, 스포츠 활동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측면을 분석해 스포츠 참여자와 문제행동사이의 관계에 

명확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관여도의 정

도), 스포츠 유형(팀 스포츠)을 동시에 검증해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았

다. 결론적으로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가 인터넷, 음주 및 흡연행동의 증가를 

예측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검증한다.

나. 팀 스포츠 활동 참여

  모든 스포츠는 특정한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팀 
스포츠의 경우 서로 협력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스포츠참여는 청소년들에게 규칙과 
규범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경기 중 동
료와 역할을 공유함으로써 협동심, 타인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사회성과 
적극성 등의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다(유진영, 김기만, 2014). 또한, 팀 



10

스포츠 활동과 행복에 관한 최근 연구는 팀 스포츠 활동의 참여개수가 많
을수록 행복감이 증가하고,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는 우울증 발생가능성
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제안한다(유진영, 김기만, 2014). 즉, 팀 스
포츠 활동은 청소년의 비일상적 활동 추구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합법적 수단을 통하여 목표를 성취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내면화시킨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경쟁 및 심리적 성취감 안에서 삶의 에너지를 재생
산한다(Park, 1991). 팀 스포츠 활동은 구성원사이의 우애감과 연대감을 
가져다주는 기회 그리고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적 결합에 대
한 욕구를 충족시켜준다(정진홍, 1998). 따라서 팀 스포츠 활동은 신체적, 
정서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간의 연대감을 돈독히 함으로써 사회적 거
리감을 좁혀주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팀 스포츠 활동의 참
가는 동료 또는 친구사이 뿐 아니라 경쟁자와도 우애감과 연대의식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원만하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처럼 팀스포츠 참여 활동이 청소년에게 사회적, 도덕적으로 긍정적
인 영향력을 제공한다고 제안한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하지만 스포츠 활
동 참여를 통해 오히려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몇몇 전문가들은 스포츠 활동 내에 허용되는 폭력 및 공격적 측
면이나 규칙 위반 등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행동을 습득하며 내면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Lueschen, 1976). Hughes와 Coakeley(1991)는 스포
츠 활동 참여가 비행행위를 조장하고, 스포츠 활동의 지속적 참여는 극단
적인 형태의 문제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Donnelly와 
Young(1988)은 스포츠 내에서의 과도한 임무수행과 동료 간의 결속은 과
음을 유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팀 스포츠가 과도한 알코올소비에 
연관되어있고(Kwan et al., 2014) 비행행위에 연루되는 가능성을 증가시킨
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Barnes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팀 스포츠 활동 참여와 청소년 문제행동사이에 일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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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기존 연구의 대안적 접근 방법으로써 인터넷 중독, 음주 및 흡연과 
같은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스포츠 활동 참여의 영향력을 4가지 방식으
로 검증할 것이다. 첫 번째, 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조사대상자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청소년 68,043명의   데
이터를 사용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이러한 데
이터를 분석하는데 있어 학업성적,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경험, 가정의 경
제상태, 성별 및 연령을 ‘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으로 고려하여 분석하
였다. 비록 기존연구들은 이러한 변인들의 중요성을 인식(Uger et al., 
1997; Taliaferro et al., 2008; Brown et al., 2007)하고 있지만 구체적으
로 이러한 잠재적 변인들을 동시에 검증한 연구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
다. 세 번째, 신체활동의 수준(운동량이 많은 또는 운동량이 적은)이 청소
년의 문제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Deeter et al., 1988; King et 
al., 2002)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활동의 수준을 구분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의 수준을 중등도운동과  
고강도 운동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 청소년
을 대상으로 팀 스포츠 활동과 청소년 문제행동 사이를 규명한 첫 번째 연
구이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북미 또는 남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아시아 국가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양성과 특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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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문제행동

가. 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

1) 학업성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학업성적이 스포츠 활동을 전혀 참여하

지 않는 청소년에 비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Marsh et al., 2003). 또한 

학업성적이 낮아지면 음주 및 흡연행동은 반대로 증가한다(Lynskey et al., 

2000)는 연구결과를 통해 스포츠 활동 참여와 음주 또는 흡연과 같은 약물사

용은 학업성적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을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잠재적 요인으로써 설정하고 스포츠 활동과 

문제행동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다. 

2) 가정의 경제상태

낮은 경제상태의 부모를 둔 청소년과 비교해 높은 수준의 경제 상태의 청

소년은 스포츠 활동에 다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진다

(Roudsepp, 2006; Santos et al., 2004)). 특히, 음주 및 흡연의 경우는 낮은 가

정의 경제수준과 밀접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Harrell et al., 1998). 가정의 경

제 상태는 스포츠 활동 참여와 음주 및 흡연과 같은 문제행동사이에서 잠재

적 문제행동 유발 요인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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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령 및 성별

사춘기시기에 음주 및 흡연행동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Wichstrom et al., 2001; Wilson et al., 1994). 사춘기를 일찍 시작한 아이들은 

또래보다 키가 크고 힘 또한 강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친구

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기에는 

스포츠 활동 참여를 멈추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여자청소년사이에서 이러

한 현상은 더 심하게 나타난다(Aarnio et al., 2002). 이런 경향은 아마도 왜소

한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

된다. 반면, 사춘기가 일찍 시작된 아이들은 잠재적으로 더 나은 운동능력을 

보이고 이로 인해 지속적 스포츠 활동 참여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스포츠 활

동 참여율과 음주 및 흡연행동은 동시에 상승한다.

3) 정신건강

청소년기는 호르몬의 변화가 빈번하고 충분히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뇌구

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아와 정체감을 찾아가는 신체 및 정신적 혼란기이

다. 하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과도한 입시경쟁, 가정의 훈육방법 및 교우관

계 등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울증 증가 양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통계청, 2014).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들의 정

신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음을 시사한다(Choi, 

2013). 질병관리본부의‘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2015)’에 따르면 스트레

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남학생은 29.6%로 여학생 41.7%

보다 낮았으며, 고등학생(남 32.2%, 여 45.8%)이 중학생(남 26.7%, 여 37.1%)에 

비해 높았고, 고학년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우울감 경험의 경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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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

이 있는 남학생은 19.7%로 여학생 27.8%보다 낮았으며, 고등학생(남 22.1%, 

여 29.4%)이 중학생(남 16.9%, 여 26.0%)에 비해 높았다.

최근 다수의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써 운동부족과 인터넷 중독 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Jee & Kim, 2013; Lee 

& Park & Jin, 2014; Yoo & Sin & Eun & Dokgo, 2000), 미국과 캐나다에선 

청소년 정신건강의 위험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학교 및 생활

체육의 활성화를 꼽고 있다. 특히,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법 개정 및 연령별, 

주기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적극적인 스포츠 활동기반 조성에 나서고 

있다(Orden & Carroll & Kit & Flegal, 2013). 즉, 청소년기 스포츠 활동을 통

해 신체적 기능 향상은 물론, 우울감,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건강의 향상도 도

모하고 있다(Kang, 2013; Kim & Jung,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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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 문제행동 유형

1) 청소년 인터넷 중독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이

에 따른 갈등과 방황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Young, 1998; 김동순, 

2012). 특히, 국내 청소년들은 학교의 입시위주교육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

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에서의 부적응을 경험

하게 되며, 많은 청소년들은 현실도피 및 스트레스 해소책으로 인터넷에 의

존하게 된다(오현이, 심미정, 오효숙, 2010; 김영희, 서정아, 2007). 

인터넷은 시간 및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온라인

을 통해 인간관계를 확대할 수 있으며 국내·외 커뮤니티의 형성 등의 긍정

적인 역할을 제공하지만(김경호, 차은진 2012; 박지은, 최연희 2011; 정동우, 

정혜원, 2010; 오원옥, 2007) 이러한 인터넷이 지니는 효용의 이면에는 역기능

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정동우, 정혜원, 2010; 김진희, 김경신, 2004; 이경화, 

홍정화, 2005; 김교정, 서상현, 2006; 변성희, 김정민, 2007; 오현이, 심미정, 오

효숙, 2010; 전성철, 김인경, 2011).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이란 ‘정보이용자의 인터넷 사용에 대

한 심리적 의존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에 심각한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및 

금전적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의된다(김동순, 김유숙, 김소희, 장미선, 

장영희 박종, 2012; 윤명숙, 조혜정, 이현희, 2009). 즉,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

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고, 학교생활의 부적응이나 학

업성취도의 감소를 유발한다. 또한 동료, 가족 및 친구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유발한다(김경호, 차은진, 2012; 이경화, 홍정화, 

2005; 나은영, 박소라, 김은미, 2009).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인터넷이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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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강도, 살인, 폭력 등과 같은 2차적인 문제행동을 부추기고 있어 인터

넷 중독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간주된다(이경화, 홍정화, 2005; 박선영, 

이준, 2007; Kim, Ryu, Chon, Yeun, Choi, Seo & Nam, 2006; Wei, 2007). 

청소년 온라인 건강 행태 실태조사(2015)에 따르면 최근 30일 동안 주중

(월~금)에 학습목적으로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평균 시간은 전체 

43.3분이었다. 그 중 남학생이 39분, 여학생은 48분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9분 더 길었고, 주말(토, 일) 학습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평균시간은 

전체 45.4분이었고 남학생은 35.204분, 여학생은 47.6분으로 여학생이 약 12.8

분 정도 더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30일 동안 

주중(월~금)에 청소년들이 주중 학습목적이외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평균 시

간은 전체 73.7분이었다. 그 중 남학생이 78분, 여학생은 68분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10분 더 길었고, 주말(토, 일) 학습 목적 이외 인터넷을 사용하는 

평균시간은 전체 134.8분이었고 남학생은 157.5분, 여학생은 110.1분으로 남

학생이 47.4분 정도 더 많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관적으로 스트레스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우울감을 경

험한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은 인터넷 중독의 경향을 보인다고 제시한다. 즉, 

정신적 건강이 인터넷 중독의 증감과 관련있는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박소연, 이홍직, 2013). 그러므로 이들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향상 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등의 고려가 

인터넷 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박

소연, 이홍직, 2013).

2) 청소년 음주 및 흡연

청소년 흡연·음주 행위는 청소년기에 흔하게 저지르는 지위비행에 속한다. 

성인세계를 모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은 지속되고, 우리나라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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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 흡연문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관대하게 수용되는 문화적 특성 때

문에 청소년 흡연 및 음주행위 또한 대수롭지 않은 비행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 음주는 청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성

인이 된 이후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청소년 비행의 분류에서 흡연과 음주행위를 지위비행으로 분류

하고 있는데 지위비행이란 법률상으로 위법행동은 아니나 청소년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은 문제행위를 의미하는데, 가출, 커닝, 무단결석, 음주, 흡연 등이 이

에 속한다(김준호, 이동원, 1996). 

  최근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가 조사한 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의하면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 11.9%로 여학생 3.2%보다 높았고, 고등학생(남 

18.3%, 여 4.5%)이 중학생(남 4.8%, 여 1.7%)에 비해 높았으며, 고학년(고3 남 

22.0%, 여 5.3%)일수록 높았다. 최근 남녀학생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경

향이며, 2015년은 조사 이래 최저 수준이었다. 매일 흡연을 하는 남학생은 

6.0%로 여학생 1.4%보다 높았고, 고등학생(남 10.1%, 여 2.3%)이 중학생(남 

1.4%, 여 0.4%)에 비해 높았으며, 고학년(고3 남 13.2%, 여 2.9%)일수록 높았

다. 현재 흡연을 하는 학생이 담배를 구하는 방법은 중학생은 친구, 선배에

게 얻어서(41.4%),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직접 사서(28.5%), 집, 친구 집에 

있는 담배를 피우는 경우(15.0%) 순으로 많았고, 고등학생은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직접 사서(55.9%), 친구, 선배에게 얻어서(31.0%), 집, 친구 집에 있는 

담배를 피우는 경우(7.7%) 순으로 많았다. 처음 담배를 피우게 된 주된 이유

는 호기심으로(52.0%), 친구의 권유로(27.7%), 스트레스를 풀기위해(7.0%) 순으

로 많았다.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지난 10년 내 가

장 낮은 수치인 7.8%로 전년 대비 15%감소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5년 

담뱃갑인상, 금연교육 등 정책의 강화와 연관이 있고, 사회적 인식변화 또한 청

소년 흡연율을 낮추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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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음주율은 남학생 20.0%로 여학생 13.1%보다 높았으며, 고등학생(남 

30.0%, 여 19.4%)이 중학생(남 8.8%, 여 5.9%)에 비해 높았다. 중･고등학교 남

녀학생 모두 그간 감소경향이었으나 최근 3년간 유사한 수준이었다. 위험 음

주율은 남학생 9.6%로 여학생 7.0%보다 높았으며, 고등학생(남 16.4%, 여 

11.5%)이 중학생(남 2.1%, 여 1.9%)에 비해 높았다. 남학생은  2008년 이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학생은 지속적으로 감소경향이었으나 최근 3

년간 유사한 수준이었다. 문제 음주율은 남학생 7.3%로 여학생 4.7% 보다 높

았으며, 고등학생(남 12.2%, 여 7.5%)이 중학생(남 1.7%, 여 1.5%)에 비해 높았

다. 중‧고등학교 남녀학생 모두 감소경향이었다. 현재 음주를 하는 학생이 술

을 구하는 방법은 중학생은 성인으로부터 얻어서(28.4%), 집, 친구 집에 있는 

술을 마신 경우(28.3%)가 많았고, 고등학생은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직접 구

매한 경우(37.5%), 집, 친구 집에 있는 술을 마신 경우(21.8%)가 많았다.

스포츠 활동과 음주율과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일정하지 않은데

(Burton and Marshall, 2005; Gardner et al., 2009; Sonderlund et al., 2013) 팀 

스포츠가 음주, 범죄 및  비행행동을 감소시킨다는 (Kelly, 2011, 2013) 연구 결

과와 팀 스포츠 활동과 높은 음주율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Peretti-Watel et 

al., 2002; McCaul et al., 2004; Terry-McElrath et al., 2011). 시간이 지날수록 

음주행위를 조장한다(Eccles and Barber, 1999; Barber et al., 2001; Denault et 

al., 2009; Mays and Thompson, 2009; Mays et al., 2010)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

다. 특히, 팀 스포츠가 다른 종목의 스포츠에 비해 음주율이 높다는 연구결과

도 존재한다(Peretti-Watel et al., 2002,2003; McCaul et al., 2004; Wichstrom 

and Wichstrom, 2009). 즉, 현재 스포츠 활동의 음주감소에 대한 효율성에 대

한 증거가 턱 없이 부족하다(Smith and Waddington,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스포츠 활동 특히, 팀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

히 밝히기 위한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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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포츠 활동 참여 및 청소년 문제행동이론

1) 사회유대이론 (Social Bonding Theory)

스포츠 활동 참여와 청소년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연관성이 있는 이론 중 하

나인 Hirschi(1969)의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은 개인이 사회와의 유

대관계가 강할수록 비사회적 행동에 연루될 가능성이 감소함을 주장한다. 즉, 

개인과 사회의 유대감이 약해지면 문제행동이 발생한다는 관점을 가진 이론이

다. 사회유대이론은 애착(attachment), 전념(Commitment), 참여(Involvement), 및 

신념(Belief)으로 구성된다. 스포츠 활동 참여가 이 네 가지 요소와 연관되어있

고, 스포츠 활동 참여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Agnew, 

Peterson, 1989; Hass, 2001). 예를 들어, 스포츠 활동 참여자들은 한 코치 아래

서 팀의 일원이 되고, 팀 내 동료들과의 애착(attachment)이 강화된다. 청소년

들이 스포츠 활동에 전념(Commitment)할 때 그들은 스포츠 참여활동기회를 위

태롭게 할 수 있는 문제행동을 스스로 억제한다. 사회적 가치 속에서의 신념

(Belief)은 스포츠참여로부터 강화되고, 스포츠가 내재하고 있는 규칙, 규범 그

리고 가치들이 스포츠 활동 중에 학습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활동의 참여

(Involvement)는 청소년을 비행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그 이유는 스포츠 참가자

들은 비행에 연루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Hirschi, 1969).

2) 권태이론(Boredom Theory) 및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Schafer(1969)의 권태이론(Boredom Theory)과 Cohen과 Felson(1979)의 일상

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서도 사회유대이론과 비슷한 주장을 찾을 

수가 있다. 권태이론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지루함에서 비롯된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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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은 단지 너무 바빠서 지루해질 틈이 없기 때문

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비행이 자연스레 억제 되는 것이다(Schafer, 1969). 

일상활동이론은 문제행동은 기회가 있을 때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스

포츠와 같은 구조화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비행에 연루될 시간을 줄이고 기

회를 차단한다고 제안한다(Cohen & Felson, 1979). 

스포츠 활동 참여와 청소년 문제행동사이의 관계는 이론적 관점에 따라 서

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 비행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egg et al., 1996; Fauth et al., 2007; Kelly and 

Sokol-Katz, 2011)는 내용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Burmann, 1977; Segrave 

and Hastad, 1982)는 내용, 그리고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Barnes et al. 

2007; Gardner et al., 2009; Miller et al., 2007; Wong, 2005)는 내용으로 분명한 

결론을 내고 있지 않다. 기존 실험연구에서 조차도 스포츠참여 활동과 청소년

비행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주지 못하고 있다(Coakley, 2002; Farb and 

Matjasko, 2012; Miller et al., 2007). 그러므로 스포츠참여 활동이 청소년문제행

동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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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청소

년 문제행동(인터넷 중독, 음주 및 흡연)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또한 신체활동(중등도 운동, 고강도 운동)과 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학업성

적, 가정의 경제상태,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경험, 성별,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설정

하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팀 스포츠 활동의 개수가 신체활동과 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을 통제하고도 문제행동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전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

인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실증적인 측정을 통해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

수와 청소년 문제행동 사이에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자 한다. 

가설1. 신체활동 및 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을 고려하고도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청소년 음주행동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신체활동 및 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을 고려하고도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청소년 흡연행동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신체활동 및 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을 고려하고도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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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의‘2015년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원시자료

를 사용 승인 받은 후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분석한 2차 연구이다.‘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로써 교

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을 근거로 실시하는 정부 

승인통계조사(승인번호 11758호)이며 2005년부터 매년 수행되고 있다. 원시자료는 

원 자료(raw-data)에서 논리적 오류와 이상치 처리를 한 정제된 자료로써 가중치 

변수 등과 함께 제공되어졌다. 2015년 표본 추출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

다. 첫째, 선정된 표본학교 중 전교생수가 50명 미만, 폐교 예정 및 장기간 휴교중

인 학교는 동일 층 내에서 지리적으로 인근에 위치하면서 특성이 유사한 학교로 

대체되었다. 둘째, 표본학급 선정 시,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등학교 유형별로 인문/

자연반, 진학/작업반을 고려한 후 일반계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과학고, 외국어

고·국제고, 예술고·체육고)의 경우는 인문/자연반을 고려하여 진학반 중 1개 학

급을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특성화계 고등학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경우는 

전공분야별로 학급을 구분한 경우가 있어, 이를 고려하여 1개 학급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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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모집단(2015년) 표본(2015년)

학교수(개교) 학생수(명) 학교수(개교) 학생수(명)

계 5,587 3,349,763 797 68,043

서 울 702 568,448 115 9,710

부 산 317 203,332 51 4,209

대 구 216 175,186 42 3,614

인 천 258 186,613 45 3,847

광 주 156 119,749 31 2,850

대 전 150 109,900 30 2,656

울 산 118 84,622 26 2,218

세 종 30 10,929 14 935

경 기 1,073 847,641 159 14,352

강 원 279 102,167 30 2,449

충 북 212 105,875 30 2,517

충 남 304 137,677 36 3,095

전 북 342 133,185 36 2,931

전 남 410 126,072 36 2,925

경 북 480 166,476 44 3,557

경 남 465 227,123 54 4,581

제 주 75 44,768 18 1,597

<표 2> 조사된 중·고등학교 학교 및 학생 수

 출처: 전국 중·고등학교 및 학생 수(201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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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대상자수(명) 참여자수(명) 참여율(%)

계 70,362 68,043 96.7

서 울 10,105 9,710 96.1

부 산 4,352 4,209 96.7

대 구 3,721 3,614 97.1

인 천 3,992 3,847 96.4

광 주 2,923 2,850 97.5

대 전 2,741 2,656 96.9

울 산 2,271 2,218 97.7

세 종 964 935 97.0

경 기 14,833 14,352 96.8

강 원 2,532 2,449 96.7

충 북 2,604 2,517 96.7

충 남 3,170 3,095 97.6

전 북 3,071 2,931 95.4

전 남 3,010 2,925 97.2

경 북 3,654 3,557 97.3

경 남 4,750 4,581 96.4

제 주 1,669 1,597 95.7

<표 3> 시·도별 조사 참여율(2015년)

출처: 전국 중·고등학교 및 학생 수(2015),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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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는 중학교 400개교, 고등학교 400교의 800개 

표본학교에서 학년별로 1개 학급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표본학

급 학생전원이 조사되었다 . 중학생 34,299명, 고등학생33,744명으로 총 

68,043명이 응답하였으며 층화, 집락, 가중치 등을 반영함으로써 모집단인 

전국 중·고생을 대표하도록 표본 설계되었다. 이 응답자는 2015년 4월 기

준 전국 중학생 1,574,072명, 전국 고등학생 1,775,691명을 대표하였다 . 

시·도별 조사 참여자 수로는 서울 9,710명, 부산 4,209명, 대구 3,614명, 

인천 3,847명, 광주 2,850명, 대전 2,656명, 울산 2,218명, 세종935명, 경기 

14,352명, 강원 2,449명, 충북 2,517명, 충남 3,095명, 전북2,931명, 전남 

2,925명, 경북 3,557명, 경남 4,581명, 제주 1,597명으로 대상자수는 조사당

일 기준의 출석부상의 학생 수를 의미하며, 표본학급 학생 중에서 장기결

석, 특수아동, 문자해독장애 학생은 조사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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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연구변인은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 1문항, 신체활동 2문항, 청

소년문제행동 6문항, 잠재적 문제행동유발요인 4문항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 2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청소년문제행동 변인의 경우 흡연 2문항, 음주 2문항, 인터

넷 중독 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문제행동원인관련 변수의 경우, 학업성적 1문항, 

가정의 경제상태 1문항, 스트레스인지 1문항, 우울감 경험 1문항을 사용하였으

며, 스트레스 정도와 가정의 경제상태는 원시자료의 Likert 5점 척도를 역코딩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는 이번학기에 학교에서 규칙적으로 참여한 스포츠 

활동 팀의 개수를 0-4개 팀으로 구성하였고 신체활동량 관련 변수는 중등도 운

동, 고강도 운동 두 가지 범주로 설정하였다. 중등도 운동에 경우, 최근 7일 동

안,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종류에 상관

없이)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최소 5일 이상 실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를 나누어 구성하였고, 고강도 운동의 경우, 최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

에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조깅, 축구, 농구, 태권도, 등산, 빠른 속도의 

자전거타기, 빠른 수영,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을 20분 이상 최소 3일 이상 실시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이분형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7

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통계패키지인 SAS 9.4를 이용하였다. 질병관리본부

의‘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복합표본 설계방법인 층화집락확률추

출방법에 의해 선정된 표본이므로 모집단에 대한 표본의 대표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층화, 집락, 가중치 등을 반영한 분석계획파일을 생성한 후 복합표본자

료 분석방법을 실시되었다.

복합표본자료 분석방법에 의한 자료처리 방식은 단순임의 표본추출을 가정

한 일반적 통계 처리 방법에서 발생하게 되는 편향된 결과를 방지할 수 있고 가

중치 처리로 인하여 결과를 해석할 때 모집단에 대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의‘2015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등확률 비복원 표본추출 

방식을 선택하여 분산 관대 충정을 방지하였으며 복합 표본설계방법의 자료 특

성상 케이스 선택 및 삭제 때 발생되는 추정치의 표준오차 편향을 방지하고자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DB를 분석할 때 SPSS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케이스 선택’프로시저 대신 관심집단과 그 외집단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변수

인 부모집단 변수를 생성하여 분석 시 적용한 데이터이다.

일반적 특성 및 신체활동 정도에 대한 빈도 분석은 복합표본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은 신체활동 및 잠재적 문제행동 유발 요인을 고려하

고도 팀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유, 무)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적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

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각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주변수(Categorical variable)의 경우 각 범주의 상대적 영향

력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에 아주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분석방법은 특정 속성을 가진 개인이 문제행동에 연루 될 것인지의 여부를 

확률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하므로 현재 문제행동에 연루된 청소년과 미래 연

루가능성을 가진 청소년사이의 확률적 차이에 개인적인 속성이 어떤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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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가를 밝히려는 본 연구에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

체활동과 문제행동원인요소를 통제하고 팀 스포츠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을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검증하였다. 또한, 남학생 및 

여학생을 구분하여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와 신체활동의 상호작용(Interaction)

에 따른 문제행동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로지스틱회귀분석에 쓰이는 기본 모델은 아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p개의 독립변수로 사건 E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

단, P(E)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연루될 확률 z는 선형조합, β는 로지스틱 분석

계수,  x는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인터넷 중독, 음주, 흡연)연관 여부이

며 독립변수로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를 사

용하였고, 통제변인으로 신체활동(중등도, 고강도 운동)과 잠재적 문제행동 유발 요인(학업

성적, 가정의 경제상태,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경험)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외에 문제행동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개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과 연령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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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문과 변인 정의

1) 독립 변인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학기 중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는 “이번학기에 학

교에서 규칙적으로 참여한 스포츠 활동 팀은 몇 개입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① 없다 ② 1개 팀 ③ 2개 팀 ④ 3개 팀 ⑤ 4개 팀 이상”을 이용하였다.

2) 종속 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음주, 흡연, 인터넷 중독 행동에 대한 설문은 음주에 

경우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 “① 

없다 ②있다”를 이용한 후 해당문항 중“②있다”를 선택한 설문대상자에 한

해 다음과 질문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를 

재설문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 ② 월1~2일 ③ 월

3~5일 ④ 월6~9일 ⑤ 월10~19일 ⑥ 월20~29일 ⑦ 매일”을 이용하였다. 이를 

재범주하여“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를 “없다”, “② 월1~2일 ~ ⑦매일”

를 “있다”의 이분형으로 재구성하였다. 흡연관련 설문에 경우 음주설문과 같

은 맥락으로“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으로“① 없다 ②있다”를 조사한 후 “②있다”를 선택한 설문대상

자에 한하여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대(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

니까?”를 재조사 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 ②월 

1~2일 ③ 월 3~5일 ④ 월 6~9일 ⑤ 월 10~19일 ⑥ 월 20~29일 ⑦ 매일”을 이

용하였다. 이를 재범주하여“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를 “없다”, “② 월

1~2일 ~ ⑦매일”를 “있다”의 이분형으로 재구성하였다. 또 다른 종속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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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터넷 중독행동에 대한 설문으로“최근 30일 동안, 하루 평균(주중, 주말) 

인터넷을 몇 시간 정도 사용하였습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우선 인터넷 사용

여부“① 사용하지 않았다 ② 사용했다”를 조사한 후 사용자에 한해 학습목

적 이외 인터넷 사용시간을“시간 및 분 단위”로 구성하였다. 

2) 통제 변인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통제변인은 잠재적 혼동변수의 효과를 배제시키

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① 대단히 많이 느낀다 ② 많이 

느낀다 ③ 조금 느낀다 ④별로 느끼지 않는다 ⑤ 전혀 느끼지 않는다”를 이

용하였고, 우울감에 경우“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

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①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②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를 이용하였다. 또한 신체활동

량은 중등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나누어서 설문하였는데 중등도 신체활동에 

경우“최근 7일 동안,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

체활동을(종류에 상관없이)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라

는 설문에 대한 응답 “① 최근 7일 동안 없다 ②주 1일 ③주 2일 ④주 3일 

⑤주 4일 ⑥주 5일 ⑦ 주 6일 ⑧주 7일”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고강도 신체활

동에 경우 “최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신

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에 대한 응답“① 최근 7일 동안 

없다 ② 주 2일 ③ 주 3일 ④주 4일 ⑤주 5일 이상”을 이용하였다. 학업성적

에 대한 설문은“최근 12개월 동안, 학업 성적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를 이용하였고, 경제상태의 

경우도 학업성적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응답“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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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1. 측정변인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설문에 따른 결과를 수록하고 해석하기에 앞서 설문대상자

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

별과 연령,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 상태에 따른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대상자 총 68,043명의 개인적 배경은 <표 4>에 요약되어있다. 먼저 설

문대상자는 12세에서 18세 사이의 남녀 청소년 68,043명으로 선정되었다. 남

녀의 구성 비율은 남자 35,204명(51.7%), 여자 32,839명(48.3%)으로 여자가 더 

높은 수의 데이터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12세는 5497명, 13세는 11,128명, 

14세는 12,071명, 15세는 11,751명, 16세는 11,024명, 17세는 11,463명, 18세는 

4,737명으로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분석 대상자들의 학업성적은 최근 12개월 동안의 학업성적을 상위권 

8,615명, 중상위권 17,075명, 중위권 18,952명, 중하위권 15,994명, 그리고 하위

권 7,407명으로 다섯 개의 집단을 나누어 분류하였다. 가정의 경제적 상태의 

경우, 학업성적과 마찬가지로 다섯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였는데 상위 6,214명, 

중상위 18,316명 중위 31,962명, 중하위 9,330명 하위 2,221명으로 분류되어 연

구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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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분 빈도 유효퍼센트(%)

성별

남자 35,204명 51.7%

여자 32,839명 48.3%

합계 68,043명 100%

연령

12세 5,497명 8.1%

13세 11,128명 16.4%

14세 12,071명 17.8%

15세 11,751명 17.4%

16세 11,024명 16.3%

17세 11,463명 16.9%

18세 4,737명 7.0%

합계 67,671명 100%

학업성적

상 8,615명 12.7%

중상 17,075명 25.1%

중 18,952명 27.9%

중하 15,994명 23.5%

하 7,407명 10.9%

합계 68,043명 100%

가정의

경제상태

상 6,214명 9.1%

중상 18,316명 26.9%

중 31,962명 47.0%

중하 9,330명 13.7%

하 2,221명 3.3%

합계 68,043명 100%

<표 4> 분석대상자의 개인적 배경 빈도 분석 결과(N= 6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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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주중 인터넷

사용시간

주중 인터넷을 하지 않는다 22,772명 33.5%

주 1일 4시간 미만 33,183명 48.8%

주 1일 4시간 이상 12,088명 17.8%

합계 68,043명 100%

나. 인터넷 이용시간

분석대상자들의 주중 학습목적이외 인터넷 이용시간 분포대는 결측값(주

중 인터넷 미사용 집단) 22,772명을 제외한 45,271명 중‘주중 학습목적 이외

에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대답한 인원이 5,191명(11.5%), ‘주중 학습목적 이

외에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인원이 40,080명(58.9%)으로 큰 차

이를 보였다. 주중 학습목적 이외 인터넷 이용시간은 평균 110.12분이었다. 

‘주 2시간미만’인 인원이 33,183명(73.3%(유효 퍼센트))로 가장 많았으며, 

‘주 3시간이상 4시간미만’은 6,019명(13.3%), ‘주 4시간이상’ 인터넷을 이

용하는 인원은 6,069명(13.4%)으로 나타냈다.

<표 5> 최근 30일 동안, 하루(월~금)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빈도 분석 결과

분석대상자들의 주말 학습목적이외 인터넷 이용시간 분포대는 68,043명 중

“주말 학습목적 이외에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대답한 인원이 49,324명

(72.5%), “주말 학습목적 이외에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인원

이 18,719명(27.5%)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인터넷 이용자의 주말 학습목적 이

외 인터넷 이용시간은 평균 186.69분이었다. “주 2시간미만”인 인원이 22,463

명(45.5%)로 가장 많았으며, “주 3시간이상 4시간미만”은 9,391명(19.0%), 

“주 4시간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원은 17,470명(35.4%)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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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주말 인터넷

사용시간

주말인터넷을 하지 않는다 18,719명 27.5%

주말 1일 4시간 미만 22,463명 33.0%

주말 1일 4시간 이상 26,861명 39.5%

합계 68,043명 100%

구분 빈도 퍼센트

음주행동

평생경험이 없다 40,842명 60%

평생경험이 있다 27,201명 40%

합계 68,043명 100%

최근 30일 동안 경험이 없다 16,180명 59.5%

최근 30일 동안 경험이 있다 11,021명 40.5%

합계 27,201명 100%

<표 6> 최근 30일 동안, 하루(토~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빈도분석 결과

다. 음주행동

분석대상자들의 음주행동을 분석해보면 "평생경험이 없다"가 40,842명으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한번이라도 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7,201명이었다. 평생 동안 한번이라도 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최근 30

일 동안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녀 통틀어 11,021명이었고, “최근 30일 

동안은 경험이 없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16,180명이었다.

<표 7> 음주행동 빈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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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흡연행동

평생경험이 없다 56,415명 82.9%

평생경험이 있다 11,628명 17.1%

합계 68,043명 100%

최근 30일 동안 경험이 없다 6,505명 55.9%

최근 30일 동안 경험이 있다 5,123명 44.1%

합계 11,628명 100%

라. 흡연행동

분석대상자들의 흡연행동을 분석해보면 "평생경험이 없다"가 56,415명으

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한번이라도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1,628명이었다. 평생 동안 한번이라도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최근 30

일 동안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은 남녀 통틀어 5,123명이었고, “최근 30일 

동안은 경험이 없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11,628명이었다.

<표 8> 흡연행동 빈도 분석 결과

마.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

분석대상자들의 팀 스포츠활동 참여빈도를 분석해보면 “참여하지 않는

다”가 32,368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한개 참여한다”가 

23,977명, “두 개 참여한다”가 7,710명, “세 개 참여한다”가 1,991명, “네 

개 이상 참여”라고 응답한 학생은 1,997명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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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

0 32,368명 47.6%

1 23,977명 35.2%

2 7,710명 11.3%

3 1,991명 2.9%

4 1,997명 2.9%

합계 68,043명 100%

구분 빈도 퍼센트

중등도

신체활동

한다 9,950명 14.6%

안한다 58,093명 85.4%

합계 68,043명 100%

<표 9>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 분석 결과

바. 신체활동 정도

분석대상자들의 신체활동정도와 관련해 “중등도 운동”에 참여빈도를 분

석해보면 “안한다”가 58,09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참

여 한다”가 9,950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중등도 신체활동 참여빈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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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퍼센트

고강도

신체활동

한다 26,257명 38.6%

안한다 41,786명 61.4%

합계 68,043명 100%

분석대상자들의 신체활동정도와 관련해 “고강도 운동”에 참여빈도를 분

석해보면 “안한다”가 41,786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참

여 한다”가 26,257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11> 고강도 신체활동 참여빈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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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의 검증

가. 연구가설 검증 결과: 연구가설 1)

연구가설 1) 신체활동 및 잠재적 문제행동 유발 요인을 고려하고도 

팀 스포츠 활동의 참여개수가 청소년 음주행동에 독립적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1) 에서는 신체활동 및 잠재적 문제행동 유발 요인을 

고려하고도 독립적으로 팀 스포츠 활동 참여빈도가 청소년 문제행동(음주)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신체활동(중등도, 고강도 

운동)과 잠재적 문제행동 유발 요인(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상태, 스트레스, 우

울감)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및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11>에 나온 바와 같이 팀 스포

츠활동 참여 개수가 늘어날수록 남녀청소년의 음주행동 가능성(β)이 0.1186으

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남녀모두에게 팀 스포츠 활동 참여 개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음주행동은 0.126배(odds ratio)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유의수준도 95%신뢰한계가 1.099부터 1.153사이에서 측정되므로 이 결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활동 및 문제행동원인을 고려하고도 팀 스포츠 활동의 참여개

수가 청소년 음주행동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연구가설 1)은 지지

되었다. 즉, 팀 스포츠 활동의 참여 개수가 많아질수록 청소년의 음주행동 가

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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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β (DF) S.E P-value Point 
Estimate 95% C.I

상수항 -8.8466(1) 0.1371 <.0001

학업성적 -0.1791(1) 0.00969 <.0001 0.836 0.820 0.852

경제상태 -0.00203(1) 0.0126 0.8715 0.998 0.974 1.023

나이 0.4579(1) 0.00736 <.0001 1.581 1.558 1.604

팀 스포츠활동 0.1186(1) 0.0122 <.0001 1.126 1.099 1.153

중등도 운동 0.1559(1) 0.0336 <.0001 1.169 1.094 1.248

고강도 운동 0.3447(1) 0.0259 <.0001 1.412 1.342 1.485

우울감 경험 0.4627(1) 0.0257 <.0001 1.588 1.510 1.670

스트레스 인지 0.0922(1) 0.0127 <.0001 1.097 1.070 1.124

<표 12> 남녀학생의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남녀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아래 <표 12-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

학생의 경우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따라 음주행동 가능성(β= 0.1127) 증

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팀 스포츠 활동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통계적 유의수준(95%C.I=1.087-1.152)하에서 남학생의 음주행동가능성

이 0.119배(odds ratio=1.119)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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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β (DF) S.E P-value Point 
Estimate 95% C.I

상수항 -9.0349(1) 0.1782 <.0001

학업성적 -0.1686(1) 0.0123 <.0001 0.845 0.825 0.865

경제상태 0.0219(1) 0.0158 0.1669 1.022 0.991 1.054

나이 0.4789(1) 0.00961 <.0001 1.614 1.584 1.645

팀 스포츠활동 0.1127(1) 0.0148 <.0001 1.119 1.087 1.152

중등도 운동 0.1300(1) 0.0387 0.0008 1.139 1.056 1.229

고강도 운동 0.2417(1) 0.0328 <.0001 1.273 1.194 1.358

우울감 경험 0.4735(1) 0.0353 <.0001 1.606 1.498 1.721

스트레스 인지 0.0998(1) 0.0160 <.0001 1.105 1.071 1.140

<표 12-1> 남학생의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와 신체활동(중등도와 고강도 운동)의 상호작용

(interaction)에 따른 남학생의 음주행동 가능성을 아래[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2]에서 나타내듯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따른 신체활동의 영향력

은 남학생의 음주행동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앞선 결과에서 나타난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따른 음주행동증가현

상 사이에 신체활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대로 신체활동에 따른 음주행

동증가현상에서도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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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와 신체활동의 상호작용에 따른 남학생의 음주행동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따른 음

주행동 가능성(β= 0.0491)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1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팀 스포츠 활동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통계적 유의수준

(95%C.I=1.004-1.098)하에서 음주행동가능성이 0.050배(odds ratio=1.050)증가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녀학생 모두에게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

수가 음주행동에 영향을 미쳤지만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의 음주가능성이 조

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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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β (DF) S.E P-value
Point
Estimate 95% C.I

상수항 -8.3181(1) 0.2184 <.0001

학업성적 -0.1835(1) 0.0158 <.0001 0.832 0.807 0.859

경제상태 -0.0573(1) 0.0206 0.0055 0.944 0.907 0.983

나이 0.4049(1) 0.0117 <.0001 1.499 1.465 1.534

팀 스포츠활동 0.0491(1) 0.0228 0.0311 1.050 1.004 1.098

중등도 운동 0.0230(1) 0.0708 0.7452 1.023 0.891 1.175

고강도 운동 0.1989(1) 0.0454 <.0001 1.220 1.116 1.333

우울감 경험 0.5315(1) 0.0384 <.0001 1.701 1.578 1.834

스트레스 인지 0.1731(1) 0.0213 <.0001 1.189 1.140 1.240

<표 12-2> 여학생의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 음주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와 신체활동(중등도와 고강도 운동)의 상호작용

(interaction)에 따른 여학생의 음주행동 가능성을 아래[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3]에서 나타내듯, 팀 스포츠 개수에 따른 신체활동의 영향력은 여학

생의 음주행동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선 결과에서 나타난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따른 음주행동증가현상 사이

에 신체활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대로 신체활동에 따

른 음주행동증가현상에서도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는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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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와 신체활동의 상호작용에 따른 여학생의 음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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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가설 검증 결과: 연구가설 2)

연구가설 2) 신체활동 및 잠재적 문제행동 유발 요인을 고려하고도 

팀 스포츠 활동의 참여개수가 청소년 흡연행동에 독립적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2) 에서는 신체활동량 및 잠재적 문제행동 유발 요인

을 통제하고도 독립적으로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청소년 문제행동(흡연)

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13>에 나온 바와 같이 팀 스포츠 활동 참여 

개수가 한 개 증가할수록 남녀흡연행동의 가능성(β)이 0.2183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남녀모두에게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음주행동은 0.206배(odds ratio)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의수준도 

95%신뢰한계가 1.206부터 1.283사이에서 측정되므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활동 및 잠재적 문제행동 유발요인을 고려하고도 팀 스포츠 

활동의 참여개수가 청소년 흡연행동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연구

가설 2)은 지지되었다. 즉, 팀 스포츠 활동의 참여 개수가 많아질수록 청소년

의 흡연행동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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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β (DF) S.E P-value Point
Estimate

95% C.I

상수항 -9.3155(1) 0.1917 <.0001

학업성적 -0.3816(1) 0.0138 <.0001 0.683 0.665 0.702

경제상태 -0.0154(1) 0.0173 0.3718 0.985 0.952 1.019

나이 0.4607(1) 0.0103 <.0001 1.585 1.553 1.618

팀 스포츠활동 0.2183(1) 0.0159 <.0001 1.244 1.206 1.283

중등도 운동 0.0940(1) 0.0448 0.0360 1.099 1.006 1.199

고강도 운동 0.4737(1) 0.0355 <.0001 1.606 1.498 1.721

우울감 경험 0.4435(1) 0.0349 <.0001 1.558 1.455 1.668

스트레스 인지 0.0753(1) 0.0176 <.0001 1.078 1.042 1.116

<표 13> 남녀학생의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 흡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흡연행동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아래 <표 13-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남학생의 경우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따른 흡연행동 가능

성(β= 0.1541)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팀 스포츠 활동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통계적 유의수준(95%C.I=1.127-1.208)하에서 흡연행동가능성이 0.167배

(odds ratio=1.167)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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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β (DF) S.E P-value
Point
Estimate 95% C.I

상수항 -9.1164(1) 0.2202 <.0001

학업성적 -0.3509(1) 0.0154 <.0001 0.704 0.683 0.726

경제상태 -0.0166(1) 0.0193 0.3901 0.984 0.947 1.021

나이 0.4770(1) 0.0120 <.0001 1.611 1.574 1.649

팀 스포츠활동 0.1541(1) 0.0178 <.0001 1.167 1.127 1.208

중등도 운동 -0.0271(1) 0.0484 0.5753 0.973 0.885 1.070

고강도 운동 0.1988(1) 0.0402 <.0001 1.220 1.128 1.320

우울감 경험 0.5000(1) 0.0419 <.0001 1.649 1.519 1.790

스트레스 인지 0.1219(1) 0.0197 <.0001 1.130 1.087 1.174

<표 13-1> 남학생의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 흡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와 신체활동(중등도와 고강도 운동)의 상호작용

(interaction)에 따른 남학생의 흡연행동 가능성을 아래[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4]에서 나타내듯,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따른 신체활동의 영향

력은 남학생의 흡연행동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선 결과에서 나타난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따른 흡연행동증가

현상 사이에 신체활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대로 신

체활동에 따른 음주행동증가현상에서도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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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와 신체활동의 상호작용에 따른 남학생의 흡연행동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따른 흡

연행동 가능성(β= 0.2010)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1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팀 스포츠 활동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통계적 유의수준

(95%C.I=1.131-1.321)하에서 흡연행동가능성이 0.131배(odds ratio=1.131)증가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녀학생 모두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음주와 마찬가지로 흡연행동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

에 따른 여학생의 흡연가능성이 남학생에 비해 높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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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β (DF) S.E P-value
Point
Estimate 95% C.I

상수항 -8.9301(1) 0.4189 <.0001

학업성적 -0.4670(1) 0.0320 <.0001 0.627 0.589 0.667

경제상태 -0.0764(1) 0.0388 0.0488 0.926 0.859 1.000

나이 0.3377(1) 0.0223 <.0001 1.402 1.342 1.464

팀 스포츠활동 0.2010(1) 0.0396 <.0001 1.223 1.131 1.321

중등도 운동 0.1506(1) 0.1295 0.2446 1.163 0.902 1.498

고강도 운동 0.0663(1) 0.0886 0.4543 1.069 0.898 1.271

우울감 경험 0.7637(1) 0.0728 <.0001 2.146 1.861 2.475

스트레스 인지 0.3460(1) 0.0420 <.0001 1.413 1.302 1.535

<표 13-2> 여학생의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 흡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와 신체활동(중등도와 고강도 운동)의 상호작용

(interaction)에 따른 여학생의 흡연행동 가능성을 아래[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그림 5]에서 나타내듯,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따른 신체활동의 영향

력은 여학생의 흡연행동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체활동량이 많은 여학생(빨강)이 적은 여학생(파랑)에 비해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체활동량이 

많은 여학생의 흡연량은 팀 스포츠 활동이 하나일 때, 감소를 보이다가 참여가 

2개 이상이 되면 급격히 흡연행동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신체활동량이 적은 여학생들의 흡연량은 신체활동이 많은 여학생에 비해 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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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 활동을 통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참여활동이 2개 이상이 되면서 부

터 차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5]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와 신체활동의 상호작용에 따른 여학생의 흡연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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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가설 검증 결과: 연구가설 3)

연구가설 3) 신체활동 및 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을 고려하고도 팀 

스포츠 활동의 참여개수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독립적

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3) 에서는 신체활동 및 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을 통

제하고도 독립적으로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청소년 문제행동(인터넷 중

독)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음주 및 흡연행동

과 마찬가지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14>에 나

온 바와 같이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한 개 증가할수록 남녀인터넷 중독

의 가능성 β값이 -0.0770으로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즉 남녀모두에게 팀 스포

츠 활동 참여개수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인터넷 중독은 0.074배(odds ratio)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의수준도 95%신뢰한계가 0.896부터 0.957사이

에서 측정되므로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 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체활동 및 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을 고려하고도 팀 

스포츠 활동의 참여개수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이란 연구가설 3)은 지지되었다. 즉, 팀 스포츠 활동의 참여 개수가 많아질수

록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가능성은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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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β (DF) S.E P-value
Point
Estimate 95% C.I

상수항 -0.3090(1) 0.1593 0.0525

학업성적 -0.2079(1) 0.0125 <.0001 0.812 0.793 0.833

경제상태 -0.1632(1) 0.0165 <.0001 0.849 0.822 0.877

나이 -0.0858(1) 0.00868 <.0001 0.918 0.902 0.934

팀 스포츠활동 -0.0770(1) 0.0167 <.0001 0.926 0.896 0.957

중등도 운동 -0.1055(1) 0.0478 0.0273 0.900 0.819 0.988

고강도 운동 -0.1144(1) 0.0337 0.0007 0.892 0.835 0.953

우울감 경험 0.0958(1) 0.0345 0.0055 1.100 1.029 1.177

스트레스 인지 0.1128(1) 0.0164 <.0001 1.119 1.084 1.156

<표 14> 남녀학생의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인터넷 중독에 대한 남녀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아래 <표 1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남학생의 경우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따른 인터넷 중

독 가능성(β= -0.0957)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팀 스포츠 활동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통계적 유의수준(95%C.I=0.881-0.937)하에서 인터넷 중독가능성

이 0.091배(odds ratio=-0.909)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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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β (DF) S.E P-value
Point
Estimate 95% C.I

상수항 0.5694(1) 0.1644 0.0005

학업성적 -0.2009(1) 0.0126 <.0001 0.818 0.798 0.838

경제상태 -0.1673(1) 0.0165 <.0001 0.846 0.819 0.874

나이 -0.0812(1) 0.00895 <.0001 0.922 0.906 0.938

팀 스포츠활동 -0.0957(1) 0.0159 <.0001 0.909 0.881 0.937

중등도 운동 -0.0621(1) 0.0413 0.1328 0.940 0.867 1.019

고강도 운동 -0.1357(1) 0.0331 <.0001 0.873 0.818 0.932

우울감 경험 -0.0176(1) 0.0389 0.6508 0.983 0.910 1.060

스트레스 인지 0.0956(1) 0.0164 <.0001 1.100 1.066 1.136

<표 14-1> 남학생의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와 신체활동(중등도와 고강도 운동)의 상호작용

(interaction)에 따른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 가능성을 아래[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에서 나타내듯,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따른 신체활동의 영

향력은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신체활동량이 적은 남학생(빨강)이 많은 남학생(파랑)에 비해 팀 스

포츠 활동 참여개수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신체활동

량이 적은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률은 팀 스포츠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가파른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신체활동량이 많은 남학생들의 인터넷 중독률 또한 

팀 스포츠 활동을 통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신체활동량이 적은 남학생들



53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감소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체활동량이 적

은 남학생들의 팀 스포츠 활동 독려는 인터넷 중독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인 방

안으로 사료된다.   

[그림 6]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와 신체활동의 상호작용에 따른 남학생의 인터넷 중독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따른 인터

넷 중독 가능성(β= -0.0529)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2>에서 확

인할 수 있듯이 팀 스포츠 활동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통계적 유의수준

(95%C.I=0.910-0.988)하에서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0.052배(odds ratio=0.948)감

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녀학생 모두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

수가 음주 및 흡연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중독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두 결과

와는 반대로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는 인터넷 중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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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β (DF) S.E P-value
Point
Estimate 95% C.I

상수항 -0.3327(1) 0.1868 0.0749

학업성적 -0.0926(1) 0.0147 <.0001 0.912 0.886 0.938

경제상태 -0.1653(1) 0.0197 <.0001 0.848 0.816 0.881

나이 -0.0814(1) 0.0101 <.0001 0.922 0.904 0.940

팀 스포츠활동 -0.0529(1) 0.0210 0.0116 0.948 0.910 0.988

중등도 운동 -0.0346(1) 0.0692 0.6171 0.966 0.843 1.106

고강도 운동 -0.1091(1) 0.0428 0.0108 0.897 0.825 0.975

우울감 경험 0.1275(1) 0.0380 0.0008 1.136 1.054 1.224

스트레스 인지 0.1471(1) 0.0198 <.0001 1.158 1.114 1.204

<표 14-2> 여학생의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분석결과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와 신체활동(중등도와 고강도 운동)의 상호작용

(interaction)에 따른 여학생의 인터넷 중독 가능성을 아래[그림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에서 나타내듯,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따른 신체활동의 영

향력은 여학생의 흡연행동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선 결과에서 나타난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따른 인터넷 중

독 감소현상 사이에 신체활동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

대로 신체활동에 따른 인터넷 중독 증가현상에서도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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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와 신체활동의 상호작용에 따른 여학생의 인터넷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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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연구가설 결과

가설1
신체활동및잠재적문제행동유발요인을고려하고도팀스포츠활동의

참여개수가청소년음주행동에독립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지지

가설2
신체활동및잠재적문제행동유발요인을고려하고도팀스포츠활동의

참여개수가청소년흡연행동에독립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지지

가설3
신체활동및잠재적문제행동유발요인을고려하고도팀스포츠활동의

참여개수가청소년인터넷중독에독립적으로영향을미칠것이다
지지

3. 가설 검증 결과표

위의 가설 검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연구 가설 검증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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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논의 

본 연구는 한국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들의 팀 스포츠 활동 참여 개수

와 인터넷 중독, 음주, 흡연과 같은 문제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팀 스포츠 활

동이 청소년들의 긍정 혹은 부정적 행동과 독립적인 연관이 있음을 밝힌 연구이

다. 스포츠 참여 활동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들은 청소년이 문

제행동에 연루되었을 때, 혹은 예방을 위해 어떻게 스포츠 참여 활동을 활용해야 

할지에 대해 긍정적 관점에서 논의해왔다 (유진영 & 김기만, 2014; taliaferro et 

al., 2010; Faulkner et al. 2007; Barnes et al., 2007; Miller et al, 2007, Alferrmann 

& Stoll, 2000). 그러나 이와 반대로 스포츠 참여활동이 청소년 문제행동의 위험성

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부정적 관점 또한 논의되어 왔다 (Kwan et al., 2014; 

Terry-Mc Elrath ea al., 2011; mays et al.,, 2010; Wichstrom & Wichstrom, 2009; 

peck et al., 2008; Barnes et al., 2002; Huges & Coakeley, 1991). 

  이처럼 스포츠 활동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들

의 의견은 현재까지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스

포츠 활동 중 팀으로 구성된 스포츠 활동은 아이들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촉

진하는 이상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부정적인 결과에 대처하는 가능성을 보유

(Johnson, 2014)하고 있으며 협동심, 타인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사회성과 적

극성 향상에 효과가 있다(유진영, 2014). 그러나 이러한 팀 스포츠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팀 스포츠가 가진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독립적인 영향

력을 설명한 체계적인 연구 및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팀 스포츠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신체활동 요소(중등도, 고강도 운동)를 조절변인으로써 제외하

고, 팀 스포츠 활동과 문제행동사이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학, 사회학적 

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상태, 우울감 경험 및 스트레

스 인지)또한 포함되지 않았을 때 청소년 문제행동에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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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분석해 도출한 가설들을 검증하고, 그 결

과를 토대로 종합한 팀 스포츠 참여활동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음주 및 흡

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학문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및 심리학, 사회학에서 언급하는 문제행동유발원인

을 고려하고도 팀 스포츠 활동의 참여개수가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독립적으

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남녀 학생 모두 학기 중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0-4개)가 증가할수록 인터넷 중독가능성이 낮아졌으며, 이는 팀 스포

츠 활동 참여개수가 높을수록 인터넷 중독에 연루되는 학생의 수가 더 적다

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신체활동과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상태, 스트레스 인

지, 우울감 경험, 성별, 나이 등 다양한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변수를 통제한 

후 팀 스포츠 활동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독립적으로 검증했음에도 청

소년들의 더 높은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와 인터넷 중독 감소 경향성 사이

에는 확실하면서도 단계적인 연관성이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팀의 규칙준수와 페어플레이 정신을 통해 자기 통제력을 길러주는 팀 

스포츠 활동의 효과로써, 팀을 위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스

스로를 통제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되는 팀 스포츠 활동의 효과(나명흔, 권혁중, 

1998)로 설명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청

소년일수록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자기 조절 수준이 높기 때문에 스포츠 활

동시간은 더 높은 자기통제력 수준과 연관(Jonker et al., 2011)되어 있고, 이러한 

스포츠 참여활동을 통한 자기 통제력은 인터넷 중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Kim et al., 2008; Mehroof & Griffith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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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팀 스포츠 활동개수와 신체활동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따른 인터넷 

중독 가능성을 분석해보면 남학생에게서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즉, 남학생의 경우 팀 스포츠개수에 따른 신체활동의 영향력이 인터넷 중독

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신체활동량이“적은 남학생”이 

많은 남학생에 비해 팀 스포츠 참여개수로부터 받는“영향력이 크다(인터넷 중독

감소)”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체활동량이 적은 남학생들의 팀 스

포츠 활동참여 독려는 인터넷 중독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연구 가설 결과를 토대로 종합해보면, 팀 스포츠는 청소년 인터넷 중

독 관리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들(Jonker et al., 2011; 

Jonker et al., 2010; Mehroof & Griffiths, 2010; Kim et al., 2008; Oaten & Cheng, 

2006)과 같이, 본 연구는 인터넷 중독행동이 스포츠 활동으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중

독률 감소)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욕구가 강한시기인 만큼 인터넷

을 통해 다양한 욕구충족, 도피처, 새로움 및 흥미 등을 충족한다(Suler, 1996; 

King, 1996; Young, 1997) 그러나 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이러한 욕구들이 충족되

고 동료 또는 또래와의 “어울림”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의 질을 향상(유진영, 2014)

함으로써 더 이상의 도피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활동을 지향하고, 인터

넷 사용시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스포츠 활동에 

기반을 둔 인터넷 중독 개입프로그램의 연구에 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스포츠 활동으로부터 인터넷 중독행동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특히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0-4)와 신체활동 정도(고, 저)와 더불어 특정한 상황에

서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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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 음주 및 흡연에 미치는 영향

  음주 및 흡연행동의 경우, 신체활동 및 잠재적 문제행동 유발 요인을 고려하

고도 팀 스포츠 활동의 참여개수가 청소년 음주 및 흡연행동에 독립적으로 영

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였다. 남녀 학생 모두 학기 중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

수(0-4개)가 증가할수록 음주 및 흡연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높을수록 음주 및 흡연에 연루되는 남녀학생의 수가 더 많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신체활동과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상태, 스트레스 

인지, 우울감 경험, 성별, 나이 등 다양한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변수를 통제한 

후 팀 스포츠 활동이 이러한 문제행동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을 검증했음에

도 청소년들의 더 높은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와 음주 및 흡연행동 증가 경

향성 사이에는 확실하면서도 단계적인 연관성이 관찰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스포츠 참여 및 신체활동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긍정적

인 영향력을 검증한 여러 선행연구(Barnes et al., 2007; Faulkner, 2007; 

Taliaferro et al., 2010)에 반대되는 결과지만, 스포츠 참여활동이 음주와 흡연

행위와 같은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Terry-Mc Elrath ea 

al., 2011; Mays et al., 2010; Wichstrom & Wichstrom, 2009; peck et al., 2008; 

)를 지지하는 결과로써 그 이유를 청소년기의 특성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

다. 청소년기는 동료 혹은 또래들의 수용과 인정을 바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친구의 행동이나 가치를 강하게 동조하는 특성으로 설명 할 수 있다 (김희수, 

2004; 최지은, 2003; 류경희, 2003). 또래로부터 거절을 경험한 청소년들일수록 

더 높은 비행행동 수준을 보인다(Barnow, Lucht, & Freyberger, 2005; 

Chapple, 2005). 즉, 스포츠 활동 능력이 낮은 아이들은 음주나 흡연행위에 동

조함으로써 또래에게 수용과 인정을 얻으려는 심리적 경향으로 예상된다. 

또한, 팀 스포츠 활동개수와 신체활동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따른 음주 

및 흡연행동 가능성을 분석해보면 여학생에게서 흡연행동에 유의한 상호작용 효



61

과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팀 스포츠개수에 따른 신체활동의 영

향력이 흡연행동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는데, 신체활동량이

“많은 여학생”이 적은 여학생에 비해 팀 스포츠 참여개수로부터 받는“영향력

이 크다(흡연행동 가능성 증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팀 스포츠 참

여활동 개수가 한 개 이상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팀 

스포츠 활동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행동에 연루된 또래와 어울릴 가능성 또

한 증가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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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및 신체활동이 청

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그동안 진행

되지 않았던 팀으로 구성된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초점을 두고 팀 스포츠

가 가진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이 존재한다. 

둘째, 중등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요소를 통제하여 잠재적으로 청소년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제거하고 학습부적응, 가정의 경제력, 스트레스 

및 우울감 등 심리학, 사회학분야에서 강조하는 청소년 문제행동원인요소 또한 

통제함으로써 인터넷 중독, 음주행동 및 흡연행동에 대한 팀 스포츠 활동의 독

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했다. 이로 인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던 기

존 연구들의 스포츠 활동과 청소년 문제행동사이의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연구결과는 팀 스포츠 활동 참여 개수가 음주행동 및 흡연

행동에선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고, 인터넷 중독 가능성은 감소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영향력을 제공한다는 점

을 시사해 주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팀 스포츠 활동개수와 신체활동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따른 문제행동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스포츠와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련성을 검증했던 기존연구들과의 차별성이 존재한다. 인

터넷 중독의 경우, 남학생이 인터넷 중독에 유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는

데. 신체활동량이 적은 남학생이 많은 남학생에 비해 팀 스포츠 참여활동 개

수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흡연의 경우는 팀 스

포츠 개수에 따른 신체활동의 영향력이 여학생에게서만 나타났는데, 신체활동

량이 많은 여학생이 적은 여학생에 비해 팀 스포츠참여 활동개수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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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를 포함한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청소년 문제

행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한다. 개인의 생활방식

은 청소년기부터 이른 성인기에 형성되고, 한번 형성된 생활방식은 일생 동안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Bray & Born, 2004). 이에 더불어 충

분한 가치관 설립이 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경험은 성인기의 범죄와 

같은 2차적인 문제의 발전 가능성이 증가(Bemburg & Krohn, 2003)시키기 때

문에 조기에 예방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 팀 스포츠 참가활동의 개수가 인터넷 중독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음주 및 흡연행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문제행동에 따른 팀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과 적절한 대처방안이 요구

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기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가 인터넷 중

독 감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볼 때, 인터넷 중독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 

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스포츠 활동에 기반을 둔 인터넷 중독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할 경우 자기통제

와 인내력을 증진시키고 타인과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팀 스포츠 형태의 

운동 프로그램이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 때 승부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

고 소외되는 팀원이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중

요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기는 동료들의 수용과 안정을 바라는 시기이므로 

친구의 행동이나 가치를 강하게 동조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팀 스포츠 활

동 내에서 신체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또래들의 수용과 인정을 

얻을 수 있는 자극적인 것(문제행동)을 찾게 되고 더 높은 문제행동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Barnow, Lucht, & Freyberger, 2005; Chapple, 2005). 

이로 인해 음주와 흡연행위와 같은 지위비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인지적 교육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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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켜 스스로 음주와 흡연에 대한 통제력을 지니게 하되, 인지활동과 신체

활동을 연계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개입 방안으로 삼아야한다. 특히, 내성적이

거나 소극적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의 경우 코치로부터 개별적 관심을 받음으

로써 소외 없이 팀 스포츠 활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 실무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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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개인의 건전한 생활방식(life-style)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인의 생활방

식은 일반적으로 청소년기(Adolescence)부터 이른 성인기(Early-adulthood)에 

형성되는데, 한번 형성된 생활방식은 일생동안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을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Bray & Born, 2004). 특히, 충분한 가치관 설립이 되지 않

은 청소년기 문제행동 경험은 따라 성인기의 범죄와 같은 2차적인 문제의 발

전 가능성이 증가시킨다(Bemburg & Krohn, 2003). 이로 인해 해외에서는 이

러한 문제행동의 예방과 사후처리를 위한 청소년들의 의도적 사회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오형근, 2001). 그 대표적인 것이 스포츠 활동 참여이다. 그러나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명

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일치

하지 않은 결론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학교 교육의 구조적 요인, 가족의 경제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과 같은 잠재적 

문제행동유발 요인의 개입여부를 고려하고, 신체활동과 스포츠 활동의 차이를 

명확하게 부분하여 스포츠 활동 참여가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촉진하는 이상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문제행동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처하는 가능성을 보유

하며 협동심, 타인에 대한 배려심 그리고 사회성과 적극성 향상에 효과적인 

팀으로 구성된 스포츠 활동(Johnson, 2014)을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의 조기 예

방과 사후처리를 위한 대응 전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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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가 신체활동 요소와 잠재적 문제행동유발요인을 통

제하고도 청소년 문제행동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검증에 초

점을 두었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팀 스포츠 참여활동 개수의 증가는 남녀 청소년 음주행동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팀 스포츠 

참여활동 개수의 증가는 남녀 청소년 흡연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학생에게서 팀 스포츠 개수에 따른 신체활

동의 유의한 상호작용(interaction)효과가 존재했는데, 신체활동량이 많은 여학

생이 적은 여학생에 비해 팀 스포츠 참여개수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팀 스포츠 참여활동이 한 개 이상일때부터 급격하

게 흡연행동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 팀 스포츠 참여활동 개수의 증가는 남녀 청소년 인터넷 중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흡연행동과 다르게 인터

넷 중독의 경우는, 남학생에게서 팀 스포츠 참여 개수에 따른 신체활동의 유

의한 상호작용(interaction)효과가 존재했는데, 신체활동량이 적은 남학생이 많

은 남학생에 비해 팀 스포츠 참여개수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참여하는 팀 스포츠 활동개수가 한 개 이상

일때부터 급격하게 인터넷 중독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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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개인의 생활방식(life-style)이 형성되는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에 

팀으로 구성된 스포츠 활동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등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요소’를 통제하여 잠재적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제거하고 학습부적응, 가정의 

경제력, 스트레스 및 우울감 등 심리학, 사회학에서 강조하는 청소년 문제행동

원인요소 또한 통제함으로써 인터넷 중독, 음주행동 및 흡연행동에 따른 팀 스

포츠 참여활동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팀 스포츠 참여활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안에

서 성별에 따른 남녀의 구분된 매커니즘 차이를 검증했다는 것은 보다 실증적

인 연구로써 향후 전략적 청소년 교육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실무적인 가치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실무적 의의를 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차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이를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횡단연구로 인해 보다 명확한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팀 스포츠 참

여활동의 영향력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2005년부터 진행되고 있는“청소년건강

행태온라인 조사에서 팀 스포츠 참여에 대한 설문은 2014년과 2015년, 두 해에 

걸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두

고 연구결과를 관찰하는 종단연구(longitudinal study)통해 인과관계를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팀 스포츠 참여활동은 야구, 축구 및 농

구 등 팀으로 구성된 스포츠 활동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엘리트 스포츠 팀, 

스포츠클럽 팀 또는 또래끼리 자체 형성된 팀 등 다양한 유형의 팀 스포츠 참

여활동의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문제행동의 수준에 따라 대상자들의 스포츠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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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특성이나 매개변수들의 작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향

후 연구에서는 팀 스포츠 구성에 대한 다양한 구분과 문제행동의 수준에 따른 

스포츠 활동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한다면 더욱 명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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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학기에 학교에서 규칙적으로 참여한 스포츠 활동 팀은 몇 개입니까?

① 없다

② 1개 팀

③ 2개 팀

④ 3개 팀

⑤ 4개 팀 이상

2. 최근 7일 동안,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종류에 상관없이)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① 최근 7일 동안 없다

② 주 1일

③ 주 2일

④ 주 3일

⑤ 주 4일

⑥ 주 5일

⑦ 주 6일

⑧ 주 7일

부록1. 설문지 문항

『제11차(2015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설문』

� 팀 스포츠 활동 참여개수에 관한 질문

� 중등도 신체활동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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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격렬한 신체활동: 조깅, 축구, 농구, 태권도, 등산, 빠른 속도의 자전거타기,

빠른 수영,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

① 최근 7일 동안 없다

② 주 1일

③ 주 2일

④ 주 3일

⑤ 주 4일

⑥ 주 5일 이상

4.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① 대단히 많이 느낀다

② 많이 느낀다

③ 조금 느낀다

④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⑤ 전혀 느끼지 않는다

5.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①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②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 고강도 신체활동에 관한 질문

� 스트레스 인지에 관한 질문

� 우울감 경험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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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제사, 차례 또는 성찬식(종교의식)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7.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

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

② 월 1~2일

③ 월 3~5일

④ 월 6~9일

⑤ 월 10~19일

⑥ 월 20~29일

⑦ 매일

8.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평생 음주경험에 관한 질문

� 최근 음주경험에 관한 질문

� 평생 흡연경험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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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대(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

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

② 월 1~2일

③ 월 3~5일

④ 월 6~9일

⑤ 월 10~19일

⑥ 월 20~29일

⑦ 매일

10. 최근 30일 동안, 하루 평균 인터넷을 몇 시간 정도 사용하였습니까?

구분 인터넷 사용여부
최근 30일 동안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

학습목적 학습목적 이외

주중
①사용하지 않았다

②사용했다
시간, 분 시간, 분

주말
①사용하지 않았다

②사용했다
시간, 분 시간, 분

11.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① 남자

② 여자

� 최근 흡연경험에 관한 질문

� 인터넷 사용시간에 관한 질문

� 성별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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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④ 고등학교 1학년

⑤ 고등학교 2학년

⑥ 고등학교 3학년

13.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14. 최근 12개월 동안, 학업 성적은 어떻습니까?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 연령에 대한 질문 

� 경제 상태에 대한 질문

� 학업성적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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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설문문항 빈도표

설 문 문 항

빈도

(가중치

미적용)

백분율

(가중치

적용)

(팀 스포츠) 이번학기에 학교에서 규칙적으로 참여한 스포츠활동 팀은 몇 개입니까?

① 없다

② 1개팀

③ 2개팀

④ 3개팀

⑤ 4개팀 이상

32,368

23,977

7,710

1,991

1,997

49.4

34.5

10.7

2.7

2.7

(중등도 신체활동) 최근 7일 동안, 심장박동이 평상시보다 증가하거나, 숨이 찬

정도의 신체활동을(종류에 상관없이) 하루에 총합이 6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① 최근 7일 동안 없다

② 주 1일

③ 주 2일

④ 주 3일

⑤ 주 4일

⑥ 주 5일

⑦ 주 6일

⑧ 주 7일

23,951

11,260

10,183

8,383

4,316

4,260

1,559

4,131

35.3

16.6

15.2

12.4

6.3

6.2

2.1

5.8

(고강도 신체활동) 최근 7일 동안, 숨이 많이 차거나 몸에 땀이 날 정도의

격렬한 신체활동을 2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격렬한 신체활동: 조깅, 축구, 농구, 태권도, 등산, 빠른 속도의 자전거타기,

빠른 수영,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

① 최근 7일 동안 없다

② 주 1일

③ 주 2일

④ 주 3일

⑤ 주 4일

⑥ 주 5일 이상

15,506

13,447

12,833

10,410

4,795

11,052

23.4

19.7

19.0

15.2

7.0

15.7

(스트레스 인지) 평상시 스트레스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① 대단히 많이 느낀다

② 많이 느낀다

③ 조금 느낀다

④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⑤ 전혀 느끼지 않는다

5,933

18,025

29,849

11,678

2,558

8.8

26.6

44.0

16.9

3.7

(우울감 경험)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① 최근 12개월 동안 없다

② 최근 12개월 동안 있다

52,149

15,894

76.4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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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문 항

빈도

(가중치

미적용)

백분율

(가중치

적용)
(평생 음주경험) 지금까지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제사, 차례 또는 성찬식(종교의식)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① 없다

② 있다

40,842

27,201

59.2

40.8

(최근 음주경험)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날은 며칠입니까?

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

② 월 1~2일

③ 월 3~5일

④ 월 6~9일

⑤ 월 10~19일

⑥ 월 20~29일

⑦ 매일

16,180

6,399

2,133

1,131

753

416

189

59.1

23.9

7.8

4.2

2.7

1.5

0.8

(평생 흡연경험)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56,415

11,628

82.6

17.4

(최근 흡연경험) 최근 30일 동안, 담배를 한 대(한 개비)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

까?

① 최근 30일 동안 없다

② 월 1~2일

③ 월 3~5일

④ 월 6~9일

⑤ 월 10~19일

⑥ 월 20~29일

⑦ 매일

6,505

872

403

340

497

502

2,509

55.5

7.4

3.4

3.0

4.3

4.5

21.9

(성별) 성별이 어떻게 됩니까?

① 남자

② 여자

35,204

32,839

52.1

47.9

(경제상태) 가정의 경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6,214

18,316

31,962

9,330

2,221

9.1

27.2

46.7

13.7

3.2

(학업성적) 최근 12개월 동안, 학업 성적은 어떻습니까?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8,615

17,075

18,952

15,994

7,407

12.6

25.1

27.9

23.6

10.8



84

설 문 문 항

빈도

(가중치

미적용)

백분율

(가중치

적용)

(연령) 학생은 몇 학년입니까?

① 중학교 1학년

② 중학교 2학년

③ 중학교 3학년

④ 고등학교 1학년

⑤ 고등학교 2학년

⑥ 고등학교 3학년

10,786

11,442

12,071

11,122

11,113

11,509

13.7

15.6

17.7

17.4

17.6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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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mining the influence of participation in team 

sports activity and level of physical activity on 

problem behavior of adolescents

 

Eun, Hong-bu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s of number of team 

sport participation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Also, interaction effects 

of number of participation in team sport activity and level of physical activity 

on internet addiction, alcohol use and tobacco use were examined. Physical 

activity (i.e., moderate and vigorous) and potential causes of problem behavior 

(high or low scholastic performance, stress recognition, depressed mood, 

socioeconomic status, gender and age) in this study were used as control 

variables for identifying independent effect of team sport activity on internet 

addiction, alcohol use and tobacco use of adolescents.

The data was obtained from the 2015 Korean Youth’s Risk Behavior 

Web-based Study. It selected 68,043 cases of 34,299 middle school students 

and 33,744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raw data and conducted a secondary 

data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by SAS9.4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number of team sports participation and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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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behavior.

The findings indicate that number of team sport participation had positive 

and significant impacts on internet addiction, but negative impacts on alcohol 

use and tobacco use, and the interaction effects of number of participation in 

team sport activity and level of physical activity on internet addiction was 

examined in male adolescents but no interaction effects on alcohol and 

tobacco use. In case of female adolescents, the interaction effects were 

examined on tobacco use. There was a not any interaction effect on internet 

addiction and alcohol us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along with future research directions.

Key Words: Team sport participation, Physical activity, Problem behavior, 

Substance use, Internet addiction, Drinking, Smoking, Adolescence 

Student Number: 2015-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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