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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 경험이 성인기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성인 신체 

활동량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이 청소년기 건강행동 및 

운동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의 모니터링을 경험한 청소년이 

향후 성인기에 신체활동을 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위해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의 모니터링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성인기 신체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기위해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전 

연구들을 토대로 매개 변인으로 우울증과 자존감을 매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 변인으로 성별, 나이, 인종을 설정하였다. 

각각의 독립 변인과 매개 변인을 통제하면서 종속 변인인 성인기 

신체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to Adult Health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Add 

Health 데이터는 미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간 간격을 두고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종단적으로 추적한 연구 데이터이다. Add 

Health 데이터 중에서 대상자들이 청소년기인 Wave1에서부터 성인기인 

Wave4까지를 사용하였다. 청소년기인 Wave1과 Wave2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 문항의 답변을 사용하였고, 대상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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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인 Wave3와 Wave4에서 성인기 신체활동 문항과 답변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여성은 청소년기에 부모의 

모니터링을 경험했을 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은 없었다.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청소년기 부모의 모니터링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했을 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변인 중 자존감 변인의 경우, 

여성은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청소년기 자존감이 

높았을 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증 변인을 보면, 남성은 유의한 수준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에 

여성은 청소년기 우울증상이 높았을 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울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은 청소년기 우울증이, 남성은 청소년기 

자존감이 시간이 흐른 후 성인이 되었을 때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은 히스패닉계 인종이 가장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 백인종, 흑인종, 그 외 인종 순이었다. 

여성은 백인종이 흑인종보다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았다. 

본 연구는 성인기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을 함께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기와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 성인기신체활동, 청소년기신체활동, 부모의 사회적지지, 부모의 

모니터링, Add Health, 로지스틱 회귀분석 

학   번 : 2020-24315 



 

 iii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 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문제점 .....................................................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 7 

제 1 절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신체활동 .......................................... 7 

제 2 절 부모의 모니터링과 신체활동 ............................................... 8 
 

제 3 장 연구 가설 .................................................................. 10 
 

제 4 장 연구 방법 .................................................................. 11 

제 1 절 연구 자료 및 대상 .......................................................... 11 

제 2 절 측정 도구 및 방법 .......................................................... 12 

제 3 절 변인 구성 ....................................................................... 16 

제 4 절 자료분석 ........................................................................ 19 
 

제 5 장 연구 결과 .................................................................. 20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결과 ......................................................... 20 

제 2 절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가설 검증 .................. 23 
 

제 6 장 논의 및 결론 ............................................................. 48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 49 

제 2 절 논의 .............................................................................. 49 

제 3 절 결론 .............................................................................. 52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 54 

 

참고문헌 .................................................................................. 56 

 

Abstract ................................................................................. 65 

 

 

표 목차 
 

[표 1-1] 우울증 설문 문항 ................................................... 15 

[표 1-2] 자존감 설문 문항 ................................................... 16 

[표 2-1] 통제변인 ................................................................. 18 

[표 2-2] 매개변인 ................................................................. 19 
 



 

 iv 

[표 3-1] 기술통계 분석결과 .................................................. 21 

[표 4-1] Wave3 남성 모델1 ................................................. 25 

[표 4-2] Wave3 남성 모델2 ................................................. 27 

[표 4-3] Wave3 남성 모델3 ................................................. 28 

[표 4-4] Wave3 남성 모델4 ................................................. 30 

[표 5-1] Wave4 남성 모델1 ................................................. 31 

[표 5-2] Wave4 남성 모델2 ................................................. 32 

[표 5-3] Wave4 남성 모델3 ................................................. 34 

[표 5-4] Wave3 여성 모델4 ................................................. 35 

[표 6-1] Wave3 여성 모델1 ................................................. 37 

[표 6-2] Wave3 여성 모델2 ................................................. 38 

[표 6-3] Wave3 여성 모델3 ................................................. 40 

[표 6-4] Wave3 여성 모델4 ................................................. 41 

[표 7-1] Wave4 여성 모델1 ................................................. 43 

[표 7-2] Wave4 여성 모델2 ................................................. 44 

[표 7-3] Wave4 여성 모델3 ................................................. 46 

[표 7-4] Wave4 여성 모델4 ................................................. 47 
 

 

 

 

 

 

 

 

 

 

 

 

 



 

 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신체활동은 다양한 원인의 사망률, 관상동맥 심장 질환, 고혈압, 

뇌졸중, 대사증후군, 제2형 당뇨병,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등을 줄여 

준다는 건강상의 이점이 있다(Batista et al., 2019;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20). 또한 신체활동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및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Janssen, 2010). 이처럼 여러 

연구들을 통해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Dumith, Gigante, 

Domingues & Kohl III, 2011). 미국의 경우에는 성인의 30%가 

신체활동 관련 여가시간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Office of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2016).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운동 참여율과 신체 활동량이 청소년기 후반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인기에 접어들면서 감소하였다(Eime, Harvey, Charity & 

Payne, 2016). 미국의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성인은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최소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75분 

이상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Piercy et al., 2018). 하지만 미국에서 

성인 남성은 오직 26%, 성인 여성은 19%만이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여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Piercy et al., 2018). 이처럼 미국 성인의 

신체 활동량의 절반 이상이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많은 연구들에서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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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신체활동을 함에 있어 중요한 예측변수임을 밝혔다(Kjønniksen, 

Anderssen & Wold, 2009; Murphy, Rowe & Woods, 2016; Telama 

et al., 2005).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면서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 요인들로는 청소년기의 체육교육, 직업, 

자녀의 유무, 건강 행동 그리고 살아온 환경 등이 있다(Hirvensalo & 

Lintunen, 2011). Barnes와 Farrell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표, 연령, 

성별, 인종, 가족구조, 알코올 중독의 가족력 등 중요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고려한 후에도 부모의 지지와 모니터링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Barnes & Farrell, 1992).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사랑, 자녀의 행동과 말에 반응해 

주는 것, 자녀를 중심으로 생각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부모의 

모니터링은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모의 인식과 

자녀의 이성친구 관계에 대한 부모의 인식 등이 포함된 보호 관리와 

관련된 행동을 말한다(Kalina et al., 2013). 이전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지지와 모니터링이 다양한 건강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다른 연구에서는 높은 부모의 지지와 모니터링은 

음주, 불법적인 약물 복용, 일탈 그리고 학교에서의 위법행위들과 같은 

행동들을 낮추는 것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Barnes & Farrell, 

1992). 따라서 성인기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청소년기 

부모의 지지와 모니터링의 경험의 유무가 성인기에 접어들어 신체활동을 

하는데 있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기에 중요한 두 변인인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과 

청소년기 건강 행동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은 자녀들의 과잉행동, 잘못된 충동 조절, 공격 등과 

같은 외부화 현상과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로는 부모의 높은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자녀들의 외부화 행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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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나타났다(Micalizzi, Sokolovsky, Janssen & Jackson, 2019). 

반면에, 이전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부모의 모니터링만 경험한 자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화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다(Brody, 2003). Kim은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에 의해 

자살 행동 사이에서 우울증의 조정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하였고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이 높을수록 자녀의 우울증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것을 밝혀냈다(Kim, Quinn & Moon, 2021). 또한 부모의 

모니터링은 시간 경과에 따른 비행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 반면에 

자녀가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자신의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비행 행동 변화를 예측하였다(Stattin & Kerr, 2000). 더불어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자녀를 모니터링 하기보다는 자녀들과 직접 대면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이 부모들이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Kerr, Stattin & Burk, 2010). 

이처럼 부모의 모니터링만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높은 위험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된다. 다른 이전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모니터링과 추적은 부모 행동에 대한 최선의 처방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와 다른 방식으로는 자녀가 알려주는 정보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Stattin & Kerr, 2000). 즉, 부모의 사랑이나 

지지가 없이 모니터링에만 노출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부정적인 건강행동을 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부모의 모니터링과 더불어 

부모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은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성인기에 긍정적인 

건강 행동 및 신체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만 경험한 사람과 부모의 

모니터링을 함께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신체활동 참여에 

있어서 다를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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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이 성인기 신체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문제점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 각각의 요인은 다양한 건강 행동과 

신체활동에 중요 변수로 적용된 연구 사례가 많이 있다. 먼저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건강행동 간에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기 자녀들의 약물 복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erafini, Stewart, Wendt & Donovan, 2018). 또한 높은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유소년기의 비행 행동을 막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Dong & Krohn, 2017).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신체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자녀들이 학교에서의 신체활동을 할 때 느끼는 즐거움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깊은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신체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 주면 자녀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 강하게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Shen et al., 2018). 이처럼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사람은 신체활동을 할 확률이 높다고 예상된다. 

다음으로 부모의 모니터링과 건강행동을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면, 

부모의 높은 모니터링은 청소년의 음주 시작을 지연시키는 것과 연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Ryan, Jorm & Lubman, 2010). 또한 부모의 

모니터링은 약물 사용을 예방 및 개선하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Steinberg, Fletcher & Darling, 1994). 

부모의 모니터링과 신체활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를 보면, 

남학생들의 경우 사춘기에 부모의 모니터링 효과는 신체활동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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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켰다(Bradley et al., 2011). 앞선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모의 모니터링이 강할수록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처럼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을 건강행동 또는 신체활동의 

예측변수로 살펴본 연구들은 많다. 하지만 두 변수를 함께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최근 한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이 

청소년기 신체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와 함께 운동에 참여하거나 격려해 주는 것 등을 통해 

사춘기 내내 자녀의 신체활동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일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대로 부모의 모니터링과 같은 통제 행동은 신체활동을 

감소시킨다고 밝혔다(Doggui, Gallant & Bélanger, 2021). 

하지만 위의 논문 역시 두 변수를 함께 본 것이 아니라 각각의 변수 

사회적 지지와 신체활동, 모니터링과 신체활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본 논문이다. 또한 두 변수가 참가자 집단을 청소년으로 

특정하여 특정 시기만을 관찰한 단면적 연구이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만 

받은 청소년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함께 부모의 모니터링을 받은 

청소년이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었을 때는 신체활동을 하는 것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을 

함께 받은 사람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신체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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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성인기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청소년기 부모의 모니터링이 성인기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은 성인기 신체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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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절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신체활동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그 행동으로는 칭찬, 격려, 애정을 주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은 자녀가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Barnes & Farrell, 

1992).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부모는 자녀들이 

신체활동을 하도록 계기를 만들어주고 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러 갈 때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 또는 스포츠 클럽의 

활동비를 지급해 주는 것 등이 있다. 이런 지원을 계기 

지원(instrumental support)이라고 하며 신체활동을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녀들이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서적으로 장려하는 것을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운동을 할 때 칭찬과 격려를 하는 것 또는 운동을 

했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는지 물어보면서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정보 

지원(informational support)은 자녀들이 신체활동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하고 동반 지원(companionship support)은 

자녀들과 신체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놀면서 신체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역할 모델을 수행하는 

검증 지원(validation support)이 있다. 이처럼 부모와의 다양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자녀들은 특정한 영역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원에 

대한 믿음을 확립한다(Shen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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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신체활동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Wilk와 동료들의 연구 결과에서는 자녀들이 그들의 신체활동 행동과 

관련하여 부모의 지지가 중요하고 또한 부모의 지원에 대한 자녀들의 

인식이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Wilk et al., 

2018). 또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비슷하게 중강도 신체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runet et al., 

2014). 이처럼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신체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제 2절 부모의 모니터링과 신체활동 

 

부모의 모니터링은 자녀의 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식, 알고 있음에 

의해 정의되며,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자유 시간에 자녀가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 것 등을 말한다(Hayes, Hudson & Matthews, 2007).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한 부모의 모니터링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모니터링은 청소년들이 문제가 될 만한 건강 행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미국 청소년들의 비행률과 약물 복용은 

부모의 모니터링과 많은 연관이 있다. 과거 연구에서 부모의 모니터링은 

청소년 자녀의 불법적인 약물 복용을 대략 3분의 1 정도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Rusby, Light, Crowley & Westling, 2018). 또한 Tobler 

와 Komro에 따르면 부모의 모니터링이 청소년 초기에 알코올 섭취와 

마리화나의 사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다(Tobler & Komro, 2010). 

흡연 역시 부모의 모니터링이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었다. 부모가 

모니터링을 강하게 할수록 사춘기 청소년의 흡연율이 낮게 

나타났다(den Exter Blokland, Hale III, Meeus & Engels, 2007). 



 

 9 

반대로 약한 모니터링을 받은 청소년들은 높은 우울 증상, 낮은 

자존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Gil-Rivas et al., 2003).   

신체활동과 부모의 모니터링을 연구한 논문을 보면 낮은 모니터링은 

자녀들의 신체활동에 긍정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Jago et al., 

2011). 하지만 Lohaus의 종 방향 연구에서는 높은 부모의 모니터링이 

3년 후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신체활동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Lohaus, Vierhaus & Ball, 2009). 이처럼 신체활동과 

부모의 모니터링에 관련된 연구는 적은 편이며 결과가 상이한 편이다. 

또한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 두 변수와 신체활동이 아닌 다른 것들을 

연구한 논문은 있지만 신체활동과 그것이 시간이 흘러 성인기에 

신체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논문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 두 변수를 같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을 경험한 

대상자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 신체활동을 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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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가설 

 

가설 1. 자존감은 성인기 신체활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우울증은 성인기 신체활동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성인기 신체활동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고려한 상태에서 부모의 

모니터링은 성인기 신체활동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제 4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자료 및 대상 

 

1. Add Health data 

 

본 연구의 자료는 미국의 the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t to Adult Health 줄여서 Add Health라고 하는 데이터 

자료를 사용한다. Add Health는 청소년 건강에 대한 연구를 후원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위임에 따라 1990년대 개발되었으며 사회, 행동 및 

생물 의학 분야의 연구팀에 의해 설계되었다. Add Health는 청소년기의 

행동과 사회적 환경이 건강 결과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조사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Harris, 2013).  

Add Health 데이터는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미국의 중, 고등학생 

7학년에서 12학년을 추적한 4 단계(4-Wave)의 종단적 추적 연구 

데이터 자료이다. 미국의 고등학교 중에서 11학년이 포함 되어 있어야 

하고 학생이 30명 이상 있는 학교는 1차 표본 추출에 포함되게 된다. 

이 학교들은 도시, 지역, 학교 유형, 규모, 민족적 혼합으로 계층화되어 

있음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 후 체계적인 무작위 추출을 사용하여 

80개의 고등학교가 선출되었고, 위 학교들의 70% 이상이 참여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중학교 중에서 7학년이 포함된 중학교도 같은 방식으로 

모집하고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총 134개의 중, 고등학교가 최종 

샘플로 결정되었다. 그다음으로 각각의 학교 안에서 학생들은 성적과 

성별에 따라 계층화한 후, 학교 공식 명단에서 무작위로 

선택되었다(Harris & Udr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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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1에서는 1995년 4월에서 12월 사이에 가정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총 20,745명의 응답자 중 16,388명(79%)이 인터뷰를 

완료하였다. 가정 내에서 하는 인터뷰는 오디오 컴퓨터를 이용한 자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오디오 컴퓨터 인터뷰는 응답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고 인터뷰 진행자와 부모의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Turner et al., 1998). Wave 2에서 인터뷰는 대략 1년 후 

시행되었고 Wave1의 응답자 중 89%가 설문을 완료하였다. Wave2 

인터뷰도 Wave1 인터뷰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다. Wave 3은 Wave1 

인터뷰에서 대략 6년 후에 시행되었고 Wave1의 응답자 중 77%가 

응답을 완료하였다. Wave 4 인터뷰는 Wave1에서 13년 후인 

2007년에서 2008년 사이에 시행되었고 Wave1의 응답자 중 80%가 

응답을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dd Health 데이터의 1단계에서 

4단계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제 2 절 측정 도구 및 방법 

 

1. 신체활동 측정 문항 

 

청소년기인 Wave1과 Wave2에서 신체활동에 대한 3가지 질문을 

참가자들에게 설문지 형태로 답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주에 

롤러블레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 보딩 또는 자전거 타기 등을 몇 

번 참여하였는가?이고, 두 번째 질문은 야구, 농구, 축구, 수영, 풋볼 

등을 몇 번 참여하였는가? 세 번째 질문은 지난주에 조깅, 걷기, 가라테, 

줄넘기, 체조, 댄스와 같은 운동에 몇 번 참여하였는가?이다.  

 참가자들이 Wave1과 Wave2에서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Wave1과 

Wave2의 신체활동을 측정하였다. 그 후 미국 성인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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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최소 15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75분 이상 할 것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였다(Piercy et al., 2018).  

 

2. 부모의 사회적 지지 측정 문항 

 

Add Helath 데이터의 평균 연령이 청소년기인 Wave 1과 Wave 

2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문항을 분석하였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 

측정 문항은 Add Health 데이터 Wave 1과 Wave2에서 각각 같은 

5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자가 생물학적, 입양, 의붓 엄마 또는 아빠와의 

관계를 묻는 문항들이다. 5점 척도이며 1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이고 

5점으로 갈수록 “매우 그렇다”이다. 첫 번째 문항은 ‘당신은 얼마나 

당신의 엄마와 친밀하다고 느끼는가?’이고, 두 번째 문항은 ‘당신은 

얼마나 당신의 아빠와 친밀하다고 느끼는가?’이다. 세 번째 문항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엄마는 당신을 따듯하게 맞이하고 

사랑한다.’이고, 네 번째 문항은 ‘대부분의 경우 당신의 아빠는 

당신을 따듯하게 맞이하고 사랑한다.’이다. 다섯 번째 문항은 ‘당신은 

엄마와 서로 소통하는 방식에 만족한다.’이고, 여섯 번째 문항은 

‘당신은 아빠와 서로 소통하는 방식에 만족한다.’이다. 일곱 번째 

문항은 ‘전반적으로, 당신은 엄마와의 관계에 만족한다.’이고, 여덟 

번째 문항은 ‘전반적으로, 당신은 아빠와의 관계에 만족한다.’이다. 

 참가자들이 청소년기에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받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Wave1과 Wave2의 문항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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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의 모니터링 측정 문항 

 

 Add Health 데이터 1단계와 2단계에서의 부모의 모니터링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7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 문항마다 ‘그렇다’는 0점 

‘아니다’는 1점으로 점수를 측정하고 총 답변을 더하여 합이 0에 

가까울수록 낮은 모니터링, 7에 가까울 수록 높은 모니터링으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부모님은 집에 있어야 하는 주말 

밤 시간에 대해 당신이 결정하도록 하나요?이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을 당신이 결정하도록 

하나요?이다.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무엇을 

입는지에 대하여 당신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요?이다. 네 번째 질문은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텔레비전을 얼마나 보도록 당신 결정하도록 

하나요?이다. 다섯 번째는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는지에 대하여 당신이 결정하도록 하나요?이다. 여섯 

번째는 ‘당신의 부모님은 평일에 당신의 취침 시간을 당신이 

결정하도록 하나요?’ 이다. 일곱 번째는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에 대하여 당신이 결정하도록 하나요?이다. 참가자들이 

청소년기인 Wave1과 Wave2의 부모의 모니터링 문항을 사용하였다. 

 

4. 우울증 측정 문항 

 

 우울증과 자존감의 측정문항은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pression Scale(CES-D)의 20문항 중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짧은 버전을 사용하였다(Primack et al., 2009). 짧은 버전은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dd Health 데이터 Wave1과 Wave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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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설문 문항은 최근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우울한 

증상이나 기분을 경험하였는지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Primack 

et al., 2009).  각 설문 문항 점수를 0부터 3까지 점수화하였다. 0부터 

“전혀 또는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많은 시간 그렇다” 

그리고 “대부분 또는 모든 시간 그렇다” 순이다. 9문항 설문의 

총점수에서 0점은 우울 증상 없음이고 36점은 심각한 우울 증상을 

나타낸다. 그리고 설문 문항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Cronbach’s α = 

0.77). 설문 문항은 아래 표(1-1)와 같다. 

 

표1-1. 우울증 설문 문항 

설문문항 

1. 당신은 평소에 신경 쓰지 않던 일들에 신경이 쓰였다. 

2. 당신은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느꼈다. 

3.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잘하고 있다고 느꼈다. 

4.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5. 당신은 우울함을 느꼈다. 

6. 당신은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꼈다. 

7. 당신은 인생을 즐겼다. 

8. 당신은 슬픔을 느꼈다. 

9. 당신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느꼈다. 

 

5. 자존감 측정 문항 

 

Add Health 데이터 중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한 4개의 설문 문항을 

사용하여 자존감을 측정하였다(Lee et al., 2018). 첫번째 설문만 4점 

리커트를 사용하였다. 1점부터 “전혀 또는 거의 그렇지 않다”, “때때로 

그렇다”, “빈번히 그렇다”, “대부분 또는 거의 그렇다” 순으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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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두 번째 문항부터 네 번째 문항까지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응답들의 값을 표준화 

하기위해 Z 스코어 값을 적용하여 산술평균을 계산하였고 Wave1의 

값과 Wave2의 값을 더하여 평균을 구하였고 그 값을 자존감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설문 문항의 신뢰성을 평가하였다(Cronbach’s α = 

0.72). 자존감 설문 문항은 아래 표(1-2)와 같다. 

 

표 2-1. 자존감 설문 문항 

설문 문항 

1.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잘하고 있다고 느꼈다. 

2. 당신은 있는 그대로를 나 자신을 좋아한다. 

3. 당신은 자랑스러워 할 것이 많다. 

4. 당신은 좋은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제 3 절 변인 구성 

 

1.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 변인은 ‘성인기의 신체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청소년기를 나타내는 Wave1과 Wave2 같은 경우에는 둘 중 한 

번이라도 미국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가 되었을 때 

성인기의 신체활동을 측정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성인 나이 때인 

Wave 3와 Wave 4의 신체활동 문항을 분석하였다. Wave3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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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4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체활동을 측정하여 미국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코딩한 뒤 

분석하였다.  

 

 

2. 독립변인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은 청소년기 신체활동과 청소년기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의 모니터링으로 구성하였다. 참가자들이 청소년기에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받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wave1의 엄마의 

사회적 지지 점수와 아빠의 사회적 지지 점수를 합한 뒤 평균 값을 

구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wave2의 엄마 와 아빠의 사회적 지지 점수도 

평균 값을 구하였다. 그 다음 wave1과 wave2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 

평균 값을 더하여 다시 평균을 낸 뒤, 그 값을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로 사용하였다. 

부모의 모니터링은 참가자들이 청소년기에 부모의 모니터링을 

받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Wave 1과 Wave 2의 부모의 모니터링에 

대한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뒤, 각 Wave1과 Wave2의 값을 합하여 

평균 낸 값을 청소년기 부모의 모니터링으로 사용하였다. 코딩을 실시할 

때는 부모의 모니터링 7문항은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반대로 

‘1’로, “아니다”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0’으로 코딩하였다. 

 

 

3. 통제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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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통제 변인은 매개 변인으로 설정한 우울증, 자존감, 

그리고 인종, 성별을 통제 변인으로 구분하였다. 성별은 남자, 여자로 

구분하였고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코딩하였다. 또한 인종은 

스페인어를 쓰는 중남미계의 미국 이주민을 뜻하는 

히스패닉(Hispanic)과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non-Hispanic white), 

히스패닉이 아닌 흑인(non-Hispanic black) 그리고 그 외의 다른 

인종으로 총 네 가지 인종으로 나누어 통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히스패닉계 인종을 코딩한다면 히스패닉=1, 백인=0, 흑인=0, 그 

외 다른 인종=0과 같은 방식으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제 

변인은 아래 표(2-1)와 같다.  

 

표 2-1. 통제변인 

변인 문항 

성별 □남 □여 

인종 □백인 □흑인 □히스폐닉 □그 외 인종 

 

3. 매개변인 

 

본 연구의 매개변인은 자존감과 우울증으로 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이전 연구들에서 일반적 사회적 지지와 신체활동 관련 행동들에서 

잠재적 매개 변인으로 자존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우울증과 

자존감이라는 변수를 부모의 지지와 신체활동 사이의 관계를 종적 

연구의 매개 변인으로 사용하였다(Parker & Benson, 2004; Eisenberg 

et al., 2004; Goodman & Whitaker, 2002; Nelson & Gordon, 2006; 

Maccoby & Martin, 1983; Olsson, Nordström, Arinell & 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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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rring, 1999; Sagrestano, Paikoff, Holmbeck & Fendrich, 2003).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우울증과 자존감을 잠재적 매개변수로 구성하였다. 

 

표 2-1. 매개변인 

변인 문항 

우울증 

(점수) □전혀 또는 거의 그렇지 않다=0 □때때로 

그렇다=1  

□많은 시간 그렇다=2 □대부분 또는 모든 시간 

그렇다=3 

자존감 

(4점척도) □전혀 또는 거의 그렇지 않다=1 □때때로 

그렇다=2 □빈번히 그렇다=3 □대부분 또는 거의 

그렇다=4  

(5점 척도) □매우 그렇다=1 □그렇다=2 □보통이다=3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지 않다=5 

 

제 4 절 자료분석 

 

1.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ple Variable 

Regression Analysis) 

 

분석 대상자들이 청소년기인 Wave1과 Wave2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 두 변수가 Wave3, Wave4에서 성인의 신체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SAS 9.4를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 변인을 두 범주로 나누어 이분변인(Dichoto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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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일 때 사용하는 통계 방법으로(Peduzzi et al., 1996) 선형 

회귀분석에서 고안한 분석 방법이다. 이 통계 방법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되며, 종속변인에 있어서 

독립변인의 설명력을 검증할 때 사용된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은 성인기 

신체활동이 미국 성인 신체활동 가이드라인에 충족하는지, 아닌지 보는 

이분변인이다. 이분변인은 특성상 최소 자승법의 오차 등분산성을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자승법이 아닌 최대 우도 추정 

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에서 변인을 추가하는 순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매개 

변인, 부모의 사회적 지지, 부모의 모니터링 순으로 총 4개의 모델로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계수, 표준오차로 나타내고 

계수에 유의 값을 표기하였다. 또한 모형 적합의 불량성을 나타내는 

이탈도 통계량(-2Log likelihood)을 통해 모델에 변인을 추가할수록 

이탈도 통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기 위해 추가하였다. 이탈도 

통계량(-2Log likelihood)은 모델에 변인을 추가하였을 때 값이 

낮을수록 이탈도가 없이 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제 5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주요 변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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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Wave와 성별로 분류하였고 표(3-1)와 같다. 전체 연구 대상자 

수는 처음 Wave1에서 6501명으로 미국의 중, 고등학생이 설문 응답을 

완료한 대상자로 포함되었다. Wave2에서는 결측 값을 제외하고 

4832명(74.3%)이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다. Wave3는 결측 값을 

제외하고 4881명(75%)이 응답하였고, Wave4는 결측 값을 제외한 

5111명(78.6%)이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312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48.3%이며 여성은 3382명으로 5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Wave1에서 평균연령이 15.5세이고 

표준편차는 1.7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 인종 비율을 살펴보면 총 

백인이 5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흑인이 23.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어서 히스패닉이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 외 다른 인종이 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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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기술통계 분석결과 

독립 변수 남자(N=3356) 여성(N=3147) 

 N 비율(%) N 비율(%) 

인종 3356  3147  

백인 1852 (59.5) 1982 (59.2) 

흑인 721 (23.5) 810 (24.2) 

히스패닉 357 (11.4) 381 (11.4) 

그 외 인종 156 (5.5) 167 (5.0) 

나이 (평균, 표준편차) 15.6 (1.78) 15.4 (1.78) 

신체활동     

청소년기 신체활동 2539 (89.4) 2326 (79.1) 

Wave3 신체활동 1244 (55.5) 1289 (49.3) 

Wave4 신체활동 1360 (57.9) 1379 (50.0) 

우울증(평균, 표준편차) 4.3 (3.01) 5.5 (3.57) 

자존감(평균, 표준편차) 0.3 (2.31) -0.3 (2.58) 

부모의 사회적 

지지(평균, 표준편차) 

12.8 (5.30) 12.4 (5.31) 

부모의 모니터링(평균, 

표준편차) 

1.63 (1.58) 1.60 (1.50) 

 

다음으로는 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나이는 Wave1에서 남성은 

평균 15.6세이며 표준편차는 1.78로 나타났다. 여성은 평균 나이가 

15.4세이며 표준편차는 1.78로 나타났다. 인종의 경우 남성 인종의 

비율은 백인이 59.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흑인이 23.5%이고 다음 순으로 히스패닉이 11.4%로 



 

 23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그 외 다른 인종이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의 인종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도 마찬가지로 

백인이 5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이어서 흑인이 24.2% 

히스패닉 11.4% 그 외 다른 인종이 5%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기 신체활동을 알 수 있는 Wave1과 Wave2의 신체활동을 

계산한 값을 보면 남성의 경우 2841명(89.4%)이 신체활동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청소년기 신체활동 Wave1과 

Wave2에서 2941명(79.1%)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기 

신체활동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10%만큼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 같은 경우에는 남성은 평균이 

12.81점이고 표준편차는 5.3으로 나타났고 여성은 평균이 12.49이고 

표준편차는 5.3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부모의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평균 점수는 1.63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58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평균 점수 역시 비슷한 점수인 1.60점으로 나타났고 

표준편차는 1.50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연구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부모의 지지와 모니터링과 신체활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시 

각 모델에 변인을 추가하였고 이전 모델 보다 안정성이 높은지 보기 

위해 이탈도 통계량(-2 log Likelihood)이 사용되었다. 변인을 추가하는 

순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통제 변인, 매개변인, 독립 변인인 부모의 

사회적 지지, 부모의 모니터링 순으로 총 4개의 모델로 성별을 구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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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그리고 SURVEYLOGISTIC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SURVEYLOGISTIC 절차는 다단계 클러스터 샘플링 설계 및 샘플 

가중치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는 

계수(Coefficient), 표준오차(Standard error)로 나타내고 계수에 유의 

값(p-value)을 표기하였다.  

 

1. 남성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 차이 

 

본 연구의 모델 1은 연구 대상자들이 성인기인 Wave3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인종, 나이, 신체활동이 포함되었다(표 4-1). 모델 1에서 

신체활동은 청소년기에도 신체활동을 할수록 성인기에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9962, p<0.0001). 나이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종의 경우, 흑인은 백인에 비하여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0304, p=0.0514). 히스패닉의 경우 백인에 

비하여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3204, 

p=0.0575). 그 외 인종은 성인기 신체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탈도 통계량(-2 log 

Likelihood)은 1261297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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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Wave3 남성 모델1 

독립변수 모델1 

 계수 표준편차 

나이 0.030 0.035 

신체활동 0.996*** 0.166 

인종   

백인(ref) - - 

흑인 -0.309* 0.157 

히스패닉 0.320* 0.167 

그 외 인종 -0.206 0.248 

우울증   

자존감   

부모의 사회적 

지지 

  

부모의 

모니터링 

  

-2LL 12,612,977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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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개 변인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 차이(wave3) 

 

 모델 2는 모델 1에서 매개 변인인 우울증과 자존감 변인을 

추가하였다(표 4-2). 신체활동 변인은 청소년기에도 신체활동을 할수록 

성인기에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다(계수=0.9362, p<0.0001). 

인종 변인을 살펴보면 흑인의 경우에는 백인에 비하여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3258, p=0.0442). 

히스패닉의 경우 백인에 비하여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3246, p=0.0562). 그 외 인종은 성인기 신체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중 

하나인 우울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존감 변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기에 

자존감이 높을수록 성인이 되어서 신체 활동에 많이 참여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0833, p=0.0071). 그리고 이탈도 

통계량(-2 log Likelihood)은 12523656으로 모델 1보다 더 값이 낮기 

때문에 이탈도 없이 이전 모델에 비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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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2. Wave3 남성 모델2 

독립변수 모델2 

 계수 표준편차 

나이 0.043 0.036 

신체활동 0.936*** 0.169 

인종   

백인(ref) - - 

흑인 -0.325* 0.160 

히스패닉 0.324* 0.168 

그 외 인종 -0.171 0.247 

우울증 -0.009 0.023 

자존감 0.083** 0.030 

부모의 사회적 지지   

부모의 모니터링   

-2LL 12,523,656 

*P<0.05 **P<0.01 ***P<0.001 

 

3.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 

차이(wave3) 

 

모델 3는 모델 2에서 독립변인 중 하나인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을 

추가하였다. 신체활동 변인은 청소년기 신체활동을 할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다(계수=0.9811, p=0.0010). 나이 

변인의 경우에는 성인기 신체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변인을 살펴보면, 흑인과 그외 인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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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신체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히스패닉은 백인에 비해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3442, p=0.0413).  

마지막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 역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많이 경험했을수록 성인기 

신체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0451, 

p=0.0028).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는 이탈도 통계량(-2 log 

Likelihood)은 12452285로 모델 2보다 값이 더 낮으므로 이전 모델에 

비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표4-3. Wave3 남성 모델3 

독립변수 모델3 

 계수 표준편차 

나이 0.059 0.035 

신체활동 0.981*** 0.173 

인종   

백인(ref) - - 

흑인 -0.935 0.171 

히스패닉 0.344* 0.167 

그 외 인종 -0.177 0.245 

우울증 0.000 0.023 

자존감 0.068 0.030 

부모의 사회적 지지 0.045** 0.014 

부모의 모니터링   

-2LL 12,452,285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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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모의 모니터링 변인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 

차이(wave3) 

 

모델 4는 모델 3에 독립변인 중 하나인 부모의 모니터링 변인을 

추가하였다. 먼저 신체활동 변인은 청소년기 신체활동을 할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다(계수=1.0067, p<0.0001). 나이 

변수도 통계적으로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0843, p=0.0184). 인종 변인을 살펴보면, 흑인과 그 

외 인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히스패닉의 경우 백인보다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3587, p=0.0416). 다음으로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0371, p=0.0138). 반면 부모의 모니터링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탈도 

통계량(-2 log Likelihood)은 12140457로 이전 모델인 모델3보다 

값이 작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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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4. Wave3 남성 모델4 

독립변수 모델4 

 계수 표준편차 

나이 0.084 0.035 

신체활동 1.006*** 0.164 

인종   

백인(ref) - - 

흑인 -0.209 0.171 

히스패닉 0.358* 0.174 

그 외 인종 -0.193 0.251 

우울증 -0.014 0.023 

자존감 0.067* 0.030 

부모의 사회적 지지 0.037** 0.014 

부모의 모니터링 0.056 0.041 

-2LL 12,140,457 

*P<0.05 **P<0.01 ***P<0.001 

 

5.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 

차이(Wave4) 

 

본 연구의 모델 1은 연구대상자들이 Wave3보다 나이가 더 많은 

성인기인 Wave4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인종, 나이, 신체활동이 

포함되었다. 모델1에서 신체활동은 청소년기에도 신체활동을 할수록 

성인기에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다(계수=0.6210, 

p=0.0002). 나이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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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종 변인의 경우, 모든 인종이 성인기 

신체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탈도 통계량(-2 log Likelihood)은 125770492로 나타났다.  

 

표5-1. Wave4 남성 모델1 

독립변수 모델1 

 계수 표준편차 

나이 0.013 0.037 

신체활동 0.621*** 0.160 

인종   

백인(ref) - - 

흑인 -0.188 0.123 

히스패닉 -0.029 0.218 

그 외 인종 0.189 0.351 

우울증   

자존감   

부모의 사회적 지지   

부모의 모니터링   

-2LL 12,570,492 

*P<0.05 **P<0.01 ***P<0.001 

 

6. 매개 변인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 차이(Wave4) 

 

모델 2는 모델 1에서 매개 변인인 우울증과 자존감 변인을 추가하였다. 

신체활동 변인은 청소년기에도 신체활동을 할수록 성인기에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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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다(계수=0.5522, p=0.0010). 나이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변인을 

살펴보면 모든 인종이 성인기 신체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인 중 하나인 우울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존감 

변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기에 자존감이 높을수록 성인이 

되어서 신체 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0837, 

p=0.0091). 이탈도 통계량(-2 log Likelihood)은 12475404로 모델 

1보다 더 값이 낮기 때문에 이탈도 없이 이전 모델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표5-2. Wave4 남성 모델2 

독립변수 모델2 

 계수 표준편차 

나이 0.027 0.037 

신체활동 0.552 0.163 

인종   

백인(ref) - - 

흑인 -0.222 0.128 

히스패닉 -0.018 0.223 

그 외 인종 0.226 0.351 

우울증 -0.006 0.024 

자존감 0.083** 0.031 

부모의 사회적 지지   

부모의 모니터링   

-2LL 12,475,404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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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 

차이(Wave4) 

 

모델 3은 모델 2에서 독립변인 중 하나인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을 

추가하였다. 먼저 신체활동 변인은 청소년기 신체활동을 할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다(계수=0.5480, p<0.0010). 나이 

변인의 경우에는 성인기 신체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변인을 살펴보면, 모든 인종이 성인기 

신체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자존감이 높을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다(0.0852, p=0.0095). 마지막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는 이탈도 통계량(-2 log Likelihood)은 12474703으로 모델 

2보다 값이 더 낮으므로 이전 모델과 비교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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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3. Wave4 남성 모델3 

독립변수 모델3 

 계수 표준편차 

나이 0.025 0.037 

신체활동 0.548*** 0.162 

인종   

백인(ref) - - 

흑인 -0.234 0.131 

히스패닉 -0.021 0.221 

그 외 인종 0.228 0.351 

우울증 -0.007 0.025 

자존감 0.085** 0.032 

부모의 사회적 지지 -0.004 0.014 

부모의 모니터링   

-2LL 12,474,703 

*P<0.05 **P<0.01 ***P<0.001 

 

8. 부모의 모니터링 변인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 

차이(Wave4) 

 

모델 4는 모델 3에 독립변인 중 하나인 부모의 모니터링 변인을 

추가하였다. 먼저 신체활동 변인은 청소년기 신체활동을 할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고(계수=0.5757, p=0.0008). 나이 

변수는 통계적으로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변인을 살펴보면, 흑인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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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은 백인과 비교해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2468, p=0.0594). 흑인을 제외한 히스패닉과 그 외 

인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과 부모의 모니터링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탈도 

통계량(-2 log Likelihood)은 12171994로 이전 모델인 모델3보다 

값이 작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표5-4. Wave4 남성 모델4 

독립변수 모델4 

 계수 표준편차 

나이 0.047 0.040 

신체활동 0.575*** 0.167 

인종   

백인(ref) - - 

흑인 -0.246* 0.129 

히스패닉 -0.022 0.216 

그 외 인종 0.222 0.350 

우울증 -0.009 0.026 

자존감 0.079** 0.032 

부모의 사회적 지지 -0.008 0.015 

부모의 모니터링 0.076 0.046 

-2LL 12,171,994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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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성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 차이 

 

본 연구의 모델 1은 연구대상자들이 여성이고 성인기인 Wave3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인종, 나이, 신체활동이 포함되었다. 모델 

1에서 신체활동은 청소년기에도 신체활동을 할수록 성인기에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다(계수=0.8497, p<0.0001). 나이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종의 

경우, 모든 인종이 성인기 신체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탈도 통계량(-2 log Likelihood)은 

1217772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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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1. Wave3 여성 모델1 

독립변수 모델1 

 계수 표준편차 

나이 0.001 0.034 

신체활동 0.849*** 0.126 

인종   

백인(ref) - - 

흑인 -0.192 0.118 

히스패닉 -0.126 0.164 

그 외 인종 -0.269 0.242 

우울증   

자존감   

부모의 사회적 지지   

부모의 모니터링   

-2LL 12,177,772 

*P<0.05 **P<0.01 ***P<0.001 

 

10. 매개 변인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 차이 

 

모델 2는 모델 1에서 통제 변인인 우울증과 자존감 변인을 추가하였다. 

신체활동 변인은 청소년기에도 신체활동을 할수록 성인기에 신체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나타났다(계수=0.8154, p<0.0001). 나이 변인은 

통계적으로 성인기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또한, 인종 변인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반면에 매개변인 중 하나인 우울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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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우울감을 느끼는 증상이 높을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다고 나타났다(계수=-0.0344, p=0.0432). 다른 

매개변인 중 하나인 자존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리고 이탈도 통계량(-2 log Likelihood)은 12124748로 모델 

1보다 더 값이 낮기 때문에 이탈도 없이 이전 모델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표6-2. Wave3 여성 모델2 

독립변수 모델2 

 계수 표준편차 

나이 0.013 0.034 

신체활동 0.815*** 0.124 

인종   

백인(ref) - - 

흑인 -0.183 0.121 

히스패닉 -0.088 0.165 

그 외 인종 -0.211 0.243 

우울증 -0.034* 0.016 

자존감 0.016 0.024 

부모의 사회적 지지   

부모의 모니터링   

-2LL 12,124,748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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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 

차이 

 

모델 3는 모델 2에서 독립변인 중 하나인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을 

추가하였다. 신체활동 변인은 청소년기 신체활동을 할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다(계수=0.8087, p<0.0001). 나이 

변인과 인종 변인의 경우, 성인기 신체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많이 경험했을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0293, p=0.0218).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는 이탈도 통계량(-2 log Likelihood)은 12095014로 

모델 2보다 값이 더 낮으므로 이전 모델과 비교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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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3. Wave3 여성 모델3 

독립변수 모델3 

 계수 표준편차 

나이 0.024 0.035 

신체활동 0.808*** 0.126 

인종   

백인(ref) - - 

흑인 -0.106 0.125 

히스패닉 -0.074 0.163 

그 외 인종 -0.196 0.239 

우울증 0.026 0.017 

자존감 0.008 0.012 

부모의 사회적 지지 0.029* 0.012 

부모의 모니터링   

-2LL 12,095,014 

*P<0.05 **P<0.01 ***P<0.001 

 

12. 부모의 모니터링 변인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 차이 

 

모델 4는 모델 3에 독립변인 중 하나인 부모의 모니터링 변인을 

추가하였다. 먼저 신체활동 변인은 청소년기 신체활동을 할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다(계수=0.8290, p<0.0001). 나이 

변인과 인종 변인의 경우, 성인기 신체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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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0326, p=0.0144). 또한 부모의 

모니터링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0663, p=0.0954). 그리고 이탈도 통계량(-2 log 

Likelihood)은 11693241로 이전 모델인 모델 3보다 값이 작아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표6-4. Wave3 여성 모델4 

독립변수 모델4 

 계수 표준편차 

나이 0.020 0.038 

신체활동 0.829*** 0.132 

인종   

백인(ref) - - 

흑인 -0.094 0.128 

히스패닉 -0.068 0.184 

그 외 인종 -0.154 0.245 

우울증 -0.022 0.017 

자존감 0.011 0.013 

부모의 사회적 지지 0.032** 0.013 

부모의 모니터링 -0.066* 0.039 

-2LL 11,693,24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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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 차이 

 

본 연구의 모델 1은 연구대상자들이 Wave3보다 나이가 많은 성인기인 

Wave4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인종, 나이, 신체활동이 포함되었다. 

모델 1에서 신체활동은 청소년기에도 신체활동을 할수록 성인기에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다(계수=0.5022, p=0.0003). 나이 

변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종 변인의 경우, 흑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인은 백인과 비교해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8278, p<0.0001). 그리고 이탈도 통계량(-

2 log Likelihood)은 1243930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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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1. Wave4 여성 모델1 

독립변수 모델1 

 계수 표준편차 

나이 0.055 0.037 

신체활동 0.502*** 0.135 

인종   

백인(ref) - - 

흑인 -0.827*** 0.163 

히스패닉 -0.301 0.185 

그 외 인종 0.066 0.250 

우울증   

자존감   

부모의 사회적 지지   

부모의 모니터링   

-2LL 12,439,408 

*P<0.05 **P<0.01 ***P<0.001 

 

14. 매개 변인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 차이 

 

모델 2는 모델 1에서 매개 변인인 우울증과 자존감 변인을 추가하였다. 

신체활동 변인은 청소년기에도 신체활동을 할수록 성인기에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다(계수=0.4829, p=0.0004). 나이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변인을 

살펴보면 흑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흑인이 백인과 비교해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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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계수=-0.8157, p<0.0001). 그 외 히스패닉과 다른 인종은 

신체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인 중 하나인 우울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우울감을 느끼는 증상이 높을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다고 나타났다(계수=-0.0369, p=0.0437). 

반면에 자존감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도 통계량(-2 log Likelihood)은 12379290으로 모델 

1보다 더 값이 낮기 때문에 이탈도 없이 이전 모델보다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표7-2. Wave4 여성 모델2 

독립변수 모델2 

 계수 표준편차 

나이 0.064 0.037 

신체활동 0.482 0.134 

인종   

백인(ref) - - 

흑인 -0.815*** 0.163 

히스패닉 -0.256 0.191 

그 외 인종 0.056 0.245 

우울증 -0.036* 0.018 

자존감 0.013 0.023 

부모의 사회적 지지   

부모의 모니터링   

-2LL 12,379,290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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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 

차이 

 

모델 3은 모델 2에서 독립변인 중 하나인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을 

추가하였다. 먼저 신체활동 변인은 청소년기 신체활동을 할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다(계수=0.4854, p=0.0004). 나이 

변인의 경우에는 성인기 신체활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변인을 살펴보면, 흑인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흑인이 백인과 비교하여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8371, 

p<0.0001). 그 외 히스패닉과 다른 인종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는 이탈도 통계량(-2 

log Likelihood)은 12377047로 모델 2보다 값이 더 낮으므로 이전 

모델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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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3. Wave3 여성 모델3 

독립변수 모델3 

 계수 표준편차 

나이 0.485 0.133 

신체활동 0.485*** 0.133 

인종   

백인(ref) - - 

흑인 -0.837*** 0.163 

히스패닉 -0.260 0.191 

그 외 인종 0.050 0.247 

우울증 -0.039* 0.018 

자존감 0.015 0.018 

부모의 사회적 지지 -0.007 0.013 

부모의 모니터링   

-2LL 12,377,047 

*P<0.05 **P<0.01 ***P<0.001 

 

16. 부모의 모니터링 변인에 따른 신체활동 참여 차이 

 

마지막으로, 모델 4는 모델 3에 독립변인 중 하나인 부모의 모니터링 

변인을 추가하였다. 먼저 신체활동 변인은 청소년기 신체활동을 할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고(계수=0.5348, p=0.0003). 

나이 변수는 통계적으로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변인을 살펴보면, 흑인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흑인은 백인과 비교하여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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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계수=-0.7837, p<0.0001). 흑인을 제외한 히스패닉과 그 외 

인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모니터링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계수=-0.0827, 

p=0.0229). 즉, 청소년기 부모의 모니터링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크다는 것이다. 이탈도 통계량(-2 log Likelihood)은 

11862822로 이전 모델인 모델3보다 값이 작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표7-4. Wave4 여성 모델4 

독립변수 모델4 

 계수 표준편차 

나이 0.039 0.041 

신체활동 0.534*** 0.143 

인종   

백인(ref) - - 

흑인 -0.783*** 0.157 

히스패닉 -0.194 0.199 

그 외 인종 0.102 0.249 

우울증 -0.034 0.019 

자존감 0.015 0.023 

부모의 사회적 지지 0.004 0.015 

부모의 모니터링 -0.082* 0.035 

-2LL 11,862,822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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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미국 성인 신체활동 감소의 문제가 청소년기 건강행동에서 

부모라는 요소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청소년기에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의 모니터링을 경험한 청소년이 성장하여 성인기 

신체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이 성인기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청소년기 신체활동을 했을수록 성인기 신체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을 고려했을 때, 

성인기 Wave3에는 남녀 모두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다. 반면 성인기 Wave4로 갈수록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통제한 상태에서 모니터링 

변인을 고려했을 때, 남성 성인기 Wave3와 Wave4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성인기 Wave3와 

시간이 흘러 성인기 Wave4일 때, 청소년기 부모의 모니터링을 경험을 

많이 했을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변인을 고려했을 때, 우울증 변인의 경우에는 남성은 유의한 영향이 

없지만 반면에 여성의 경우 청소년기 우울감을 느꼈을수록 성인기에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아진다고 나타났다. 자존감 변인의 경우, 여성은 

유의한 영향이 없지만 남성의 경우 청소년기 자존감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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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에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종 변인의 경우, 

성인기 Wave3 남성에서만 히스패닉계 인종이 백인보다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다. 또한 흑인 남성은 성인기 

Wave4에서 백인보다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다고 나타났다. 반면 

흑인 여성은 성인기 Wave3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성인기 

Wave4에 모든 모델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성인기 신체활동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나타났다.  

 

제 2 절 논의 

 

본 연구는 성인기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을 함께 변수로 살펴보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나 모니터링을 

독립변수로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기의 비행 행동이나 흡연, 

음주 등을 주로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다. 또한 선행 연구들에서 

신체활동과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보면,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신체활동을 많이 한다는 긍정적인 

결과의 연구들이 많은 반면 신체활동과 부모의 모니터링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부모의 모니터링 수준이 높을수록 또는 낮을수록 

자녀가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의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두 변수를 모두 경험한 사람은 신체활동을 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변수를 분석한 것은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청소년기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대상자들을 추적하여 성인기 신체활동에 두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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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 알아보는 종적 연구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은 본 연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매개 변인으로 

청소년기 우울증과 자존감을 추가로 모델에 구성하여 단순히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청소년기 우울증과 자존감이 

성인기 신체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았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인 부모의 사회적 지지 변인의 

경우, 성인기 Wave3에서 남녀 모두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이전 연구에서도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맥락과 비슷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Aggarwal, Liao & Mosca, 2008). 부모의 적극적인 칭찬과 격려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청소년기 자녀들이 신체활동을 

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Shen et al., 2018), 그 영향이 

성인기 신체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모니터링 변인의 경우, 남성과 달리 여성에게서 청소년기 

부모의 모니터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이전 연구로 청소년기에 강한 부모님의 

모니터링은 낮은 수준의 중강도 신체활동을 초래한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Mellin et al., 2002).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여성은 청소년기에 부모의 모니터링을 경험하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소통이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의 과잉 통제적 모니터링은 

자녀의 심리적 불안 및 위축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Mellin et 

al., 2002). 이처럼 청소년기 부모의 모니터링은 남성보다 여성이 

부모의 모니터링을 받았을 때,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여성의 성인기 신체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위와 같은 원인 때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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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기 신체활동을 인종에 따라 분석해 보았을 때, 성인기 Wave3 

남성에서만 히스패닉계 인종이 백인보다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다고 나타났다. 또한 흑인 남성은 성인기 Wave4에서 백인보다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다고 나타났다. 이는 과거 연구에서도 성인 

히스패닉계 남성은 백인 및 흑인 남성에 비해 가벼운 운동과 중강도 

신체활동에서 모두 활동 수치가 높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Hawkins et al., 2009). 여성의 경우를 살펴보면, 흑인 여성은 

성인기 초반(Wave3)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성인기 

후반(Wave4)에서는 모든 모델에서 흑인이 백인보다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낮다고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이전 연구에서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저, 중, 고강도 모든 신체 활동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awkins et al., 2009). 

본 연구에서 남성과 달리 여성은 청소년기 우울 증상이 있으면 성인기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우울감을 더 많이 

느꼈을수록 성인기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 우울증과 신체활동 관련 연구에서 우울증은 대부분의 활동의 

수준을 낮추며, 우울한 기분이 낮은 신체활동의 수준을 의미한다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Birkeland, Torsheim & Wold, 2009). 

반대로 자존감 변인의 경우, 여성과 달리 남성의 경우에 청소년기에 

자존감이 높을수록 성인기에 신체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매개 변인에 영향을 받는 결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에 미치는 

심리적 변수들의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성은 자존감과 신체활동이 연관이 있었으며 여성은 

반대로 우울증과 신체활동이 연관이 있었다. 과거 연구에서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존감이 낮았고 우울 증상은 높게 나타났다(Orne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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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reira & Ayala, 2007). 이것은 청소년기 부모의 모니터링을 받았을 

경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우울감을 잘 느끼거나 심리적인 영향이 

신체활동에 남성에 비해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과 가설 2 모두 부분 채택되었다. 

독립 변인 중 하나인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경우, 성인기 남녀 모두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았을수록 성인기 신체활동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기 

신체활동과 건강행동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와 같은 맥락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Brunet et al., 2014). 즉, 청소년기에 부모의 

지지를 경험한 사람은 청소년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높을 것이고 또한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도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독립 변인 중 하나인 부모의 모니터링의 경우, 성인기 

여성에게서만 신체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가설 4는 부분 채택되었다. 남성은 부모의 모니터링에 성인기 

신체활동이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여성에게서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흥미로운 결과이다.  

 

제 3 절 결론 

 

미국 성인의 신체활동 비율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갈수록 참여율이 

낮은 편이다(Piercy et al.,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기 신체활동 

참여율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어떤 변인들이 성인기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성인기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부모 관련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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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관련된 예측 변인으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이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는 신체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부모의 

모니터링은 신체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두 

변인을 같이 살펴본 국내 연구는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기에서부터 추적한 데이터를 이용해 성인기 신체활동까지 

살펴보는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의 모니터링이 성인기 

신체활동과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성인기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낸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변인을 

더할수록 모델의 안정성을 보기 위해 이탈도 통계량(-2Log 

likelihood)을 통해 점점 값이 작아지는 안정적인 모델인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이 성인기 

신체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으며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라 우울증과 자존감이 성인기 신체활동에 미치는 결과가 

상이하였다. 남성의 경우 청소년기 자존감이 성인기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여성은 청소년기에 우울증이 성인기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기 신체활동은 남녀 모두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남녀 모두 청소년기의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받았는지에 따라 성인기 신체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부모의 모니터링은 성별에 따라 상이하였다. 

남성은 유의한 영향이 없었지만 여성은 청소년기 부모의 모니터링을 

경험할수록 성인이 되었을 때 신체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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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 

관련 인식이 낮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자녀의 

신체활동 참여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무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제 4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성인기 신체활동에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이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시사점이 

있으며, 성별에 따라 청소년기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모니터링을 

경험함에 있어 성인기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만을 

살펴보는 단적 연구가 아닌 성인기까지 추적하여 장기간 신체활동의 

변화를 연구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는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 신체활동을 유지하게 하는 여러 

요소 중 몇몇 요인을 밝혀냈다는 점에 있어 향후 다른 요인을 밝혀내는 

데에 본 연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학문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해당 

연구 분야의 폭넓은 발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Add Health 데이터에서 신체활동을 하는지 

묻는 문항들이 사용되었다. 설문 문항에서 농구, 수영, 자전거, 체조, 

롤러스케이트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3문항에 담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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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운동 종류를 더 세분화하여 팀 스포츠, 개인 스포츠로 

나누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신체활동을 하는지 세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의 스포츠 신체활동 문항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상자가 회상하는 과정에서 회상 편향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Add Health 데이터는 미국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적한 종적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는 다른 나라의 성인기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나라의 청소년기, 성인기를 대표할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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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ongitudinal effect of parental 

social support and parental 

monitoring during adolescence on 

the trajectory of physical activity 

from adolescence through young 

adulthood 
 

Choi, Joohe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longitudinal effect 

of parental social support and monitoring during adolescence on the 

trajectory of physical activity from adolescence through young 

adulthood. Based on previous studies showing that adolescent 

parental social support and monitoring affect adolescent health 

behavior and physical activity,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how 

adolescents who experienced parental social support and parental 

monitoring in adolescence affect their physical activities in 

adulthood. The data used in this study came from N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Adolescence to Adult Health (Add Health). It 

is a 4-wave longitudinal study that followed up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he US. 

A series of multivariable logistic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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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e the effect of parental social support and parental 

monitoring at Wave 1 and 2 on the trajectory of physical activity 

from Wave 1 to Wave 4. Parental social support and parental 

monitoring of adolescent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physical activity in adulthood were set as dependent variables. In 

addition, depression and self-esteem were set as parameters based 

on previous studies. Finally, gender, age, and race were set as 

control variables. While controlling each independent variable and 

parameters, it analyzed how it affects the dependent variable, adult 

physical activity.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effect of parental social support 

during adolescence on participants’ physical activity lasted until 

they become young adults (Wave 3, 4)(p < 0.05).  

Among the female participants, parental social support at Wave 1 

and 2 was a significant predictor for physical activity at Wave 3 and 

4. (p < 0.05) even after depression and self-esteem were 

introduced into the model. In addition, parental monitoring at Wave1 

and 2 was significant predictor for physical activity at Wave3 and 4. 

That is to say, unlike male participants, parental social support at 

Wave 1 and 2 was a significant predictor for physical activity at 

Waves 3 and 4.(p < 0.05). However, parental monitoring at Wave1 

and 2 was insignificant predictor for physical activity at Wave 3 and 

4. (p < 0.05).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literature by providing 

important information on the longitudinal effect of parental social 

support and parental monitoring during adolescence on the 

trajectory of physical activity from adolescence through young 

adulthood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participants 

transitioning from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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