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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신체활동 결정 요인:
건강 신념 모형, 계획된 행동 이론,

통합된 행동 모형에 근거하여

박     세     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코로나19 및 신체활동에 대한 인

식이 이들의 신체활동 참여 의도 및 행동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

자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전통적 건강 신념 모형에 자기 효능

감 변인이 추가된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코로나19 위험 인식과 신체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다. 이 연구의 자료는 온라인 설문조사

를 통해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에게서 수집했으며, 이들

의 중강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을 검증

하기 위해 성별 층화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중강도 신체활동에는 남학생이 평균적으로 여학생보다 많이

참여하였으나, 고강도 신체활동에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참여하였다. 다중 회귀 분석 결과, 대학생의 고강도 신체활동은 남

녀 모두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설명

되었다. 한편, 중강도 신체활동의 경우 남학생은 신체활동에 대한

인지된 장애물에 의해, 여학생은 현재 건강 상태에 따른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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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연구 2에서는 계획된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코로나19의 발생 전

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신념과 신체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수집된 자료와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 사회대학 또는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 3은 통합된 행동

모형을 근거로 행동의 현저성, 지식과 기술, 환경적 제약이 신체활

동 참여 의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도-행동 간 차이를 감소시키

는지 검증하였다. 연구 3의 자료는 연구 2의 자료와 함께 세 차례

에 걸쳐 수집되었다. 먼저, 개방형 질문지를 활용하여 신체활동에

대한 신념을 도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인

식, 의도, 신체활동의 현저성, 지식과 기술 등에 관한 응답을 수집

했다. 약 한 달 후, 신체활동 참여 시간과 환경적 제약에 관한 자

료를 수집했다. 연구 2의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학생들

의 신체활동 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했음에도 행동 의도는 증가했

다. 이에 대해 건강 증진, 가족 구성원, 게으름이 영향을 주어 코

로나19 발생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연구 3의 결과, 신체활동의

환경적 제약과 지식과 기술은 신체활동 의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신체활동에 대한 설명력을 유의하게 높여주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신체활

동 참여 행동에 관한 경험적 근거를 제공한 동시에 이에 관한 세

가지 이론의 한계와 발전 가능성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코로나19, 대학생, 신체활동, 건강 신념 모형, 계획된 행동 이론,

통합된 행동 모형

학 번 : 2017-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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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2020)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코로나19는 약 2년이 지난 2022

년 현재까지도 각종 변이 바이러스를 일으키고 있어 이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닌 엔데믹(endemic), 즉 풍토병으로의 전환 시기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코로나19의 전염이 사람들 간의 밀접 접촉 혹은 밀폐된 공

간의 부유비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각국에서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의심 증상자의 자가 격리, 재택근무, 통행금

지 등 크고 작은 규제와 조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사람들의 여가 생활은

물론 생계 활동마저도 위협하며 심각한 경기 침체와 사회적 고립을 초래

하였다(Fernandes, 2020). 특히 코로나19의 발생과 지속은 전 세계인들의

신체활동 수준을 급격하게 감소시켰다(Huang & Zhao, 2020). 우리나라

역시 같은 현상이 관측되었다. 2020년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 따르

면 당해 체육활동 참여 수준은 2019년(66.6%) 대비 상당히 감소했다

(60.1%). 그 이유 중 1위는 ‘체육활동 가능 시간(56.9%)’, 2위는 ‘체육 시

설 접근성(36.1%)’, 3위는 ‘코로나19(36.0%)’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체육활동 가능 시간’ 항목이 장기간 체육활동 참여 수준 감소의 첫 번째

원인이었던 것과는 달리 ‘시설 접근성’은 순위권에 포함된 새로운 요인이

었는데 이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과 정책적 조치들로 인한 것이라 추

정된다. 실제로 코로나19 등장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실내 체육 시설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해왔기에 대중들의 신체활동

감소의 주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신체활동의 부족은 체중의 증가와 비만, 심혈관 질환 및 제2형 당뇨

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수면의 질을 낮추며 불안 및 스트레스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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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는 등 인간의 전반적인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n.d.; Ridner, Newton, Staten,

Crawford, & Hall, 2016; Van Dyck, De Bourdeaudhuij, Deliens, &

Deforche, 2015).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신체적 무활동 상태가 고조

된 현상은 좌식 생활 습관으로 인해 이미 망가져 버린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고착화하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악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Owen, Sparling, Healy, Dunstan, & Matthews, 2010;

Maugeri et al., 2020). 코로나19는 특히 대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크

게 변화시켰다. 지금까지 대학생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다른 집단에 비해 건강하다고 여겨져 건강 증진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받

지 못했다(Lederer & Oswalt, 2017). 그러나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은 향

후 직장 생활에서 더 오랜 좌식 시간과 신체활동의 부족을 경험할 가능

성이 크고, 이들의 부정적인 건강 상태와 행동 습관의 지속은 각종 만성

질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Dėdelė, Miškinytė, Andrušaitytė, &

Bartkutė, 2019; Jelsma et al., 2019; Hessels, Arampatzi, van der Zwan,

& Burger, 2018).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대학생들은 지난 2년

간 대부분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했고, 각종 스포츠 활동이나

사회적 모임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이는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신체활동

수준을 감소시켰음은 물론 불안 수준의 증가와 동시에 불균형한 영양소

의 섭취와 과식을 증가시킴으로써 대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

강의 악화를 초래했다(Ammar et al., 2020; Antunes et al., 2020; L. A.

Gallo, T. F. Gallo, Young, Moritz, & Akison, 2020; Robinson et al.,

2020; Romero-Blanco et al., 2020). 대학생들의 건강 행동이 이후 성인

기의 습관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변화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Almutairi et al., 2018; Keating, Guan, Piñero, & Bridges,

2005; Ridner et al., 2016).

다행히 대학생들은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 증진에 우선이 되

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Fish & Ni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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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balan, Aucott, Precious, Crombie, & Smith, 2010). 특히 코로나19

발생으로 대학생들이 신체활동이 결핍된 일상을 지내면서 신체활동의 기

능과 필요성을 더욱 체감하게 되었을 것이다(Gallo et al., 202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는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발생과 지속이 이들의 행동에 가져온 변

화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론적 연구는

행동에 관한 다양한 변인들과 이들 간의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간결하

고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동시에 현상이나 행동의 예측에 효과적이다

(Nigg & Geller, 2012). 그뿐 아니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결과의 해석,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실행, 평가의 전 과정의 근

거를 제공한다. 이론을 바탕으로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

을 구조화하고 행동에 대한 그들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행

동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Nigg

& Geller, 2012; Rhodes, Liu, Lithopoulos, & Garcia-Barrera, 2020;

Sheeran, Klein, & Rothman, 2017). 더욱이, 이론을 근거로 한 연구의 결

과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실행과 이후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에 관한 다차원적인 논의

를 이끌 수 있다.

건강 신념 모형(the health belief model)은 본래 환자들이 질병의 예

방 및 치료 행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하고자 개발된

이론으로, 질병의 위협 상황에서 사람들의 불안과 불확실성, 우려 등을

확인하고 이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개념적 틀로써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건강의 위협에 대처하는 개인 및 지역 수준의 행

동 결정 요인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여 백신 접종, 당뇨 자가 관리, 콘돔

사용, 환자 순응도, 신체활동 등 건강의 위협 요인을 약화하는 예방 행동

을 증진하거나 행동 수정을 유도하는 연구에 활발히 적용되어왔다

(Carpenter, 2010; Harrison et al., 1992). 건강 신념 모형은 위협 인식

(threat perception)과 행동 평가(behavior evaluation)의 두 가지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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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 집중했다(Abraham & Sheeran, 2015; Carpenter, 2010). 건강을

위협할만한 질병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위협 인식은 인지된 취약성

(perceived susceptibility)과 인지된 심각성(perceived severity)으로 구성

된다. 개인이 스스로 특정 질병에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 질병

이 본인에게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위협 인식이 높아져 건강 행동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행동 평가는 건강 행동이 특정 질병을 예방할 것이

라는 기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지된 효과(perceived benefit)와 인지된

장애(perceived barrier)로 구성된다. 사람들은 행동의 효과가 긍정적이라

고 인식할수록, 그리고 행동을 수행하는데 장애물이 적다고 인식할수록

건강 행동을 취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건강 신념 모형에 관심을 둔 선

행 연구자들은 이것이 이론으로써 충분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발

견했고, 전통적 건강 신념 모형에서 제시된 네 가지 구성 변인 이외에

추가적인 변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Rosenstock,

Strecher, & Becker, 1988; Carpenter, 2010; Harrison et al., 1992;

McArthur, Riggs, Uribe, & Spaulding, 2018). 그중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은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독립적인 예측 변인으로

서 타당성을 입증해왔을 뿐 아니라 건강 신념 모형의 구성 변인들과 함

께 신체활동의 예측과 긍정적인 행동으로의 변화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서 그 효과를 증명해왔다(Noar, Benac, & Harris, 2007). 자기 효능감이

포함된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은 행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인식과 신체활동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

보를 제공할 것이다(Rosenstock, Strecher, & Becker, 1988; Loprinzi, 

Barnell, Hager, & Vidrine, 2015; McArthur, Holbert, & Forsythe,

2006). 하지만 건강 신념 모형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여전히 변인들의

예측력을 정량화하는 데만 관심을 두어 주요 구성 요인들의 개념 정의와

측정 도구, 그리고 변인 간의 직간접적 영향 관계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조작화 불일치(lack of operational homogeneity)의 문제를 겪고 있

어 과제로 남아있다(Skinner, Tiro, & Champ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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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행동을 예측하는 또 하나의 유용한 이론 중 계획된 행동 이론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신체활동 예측에 활발히 사용되어왔

다. 계획된 행동 이론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은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tion)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행동 의도를 예측

하는 변인(attitude, subjective norm, perceived behavior control)들과 이

에 선행한 핵심 신념(salient beliefs)들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다.

Fishbein & Ajzen (2010)에 따르면 행동에 관한 신념들은 행동 변화 프

로그램의 효과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핵심 신념

을 찾기 위한 도출 조사(elicitation study)를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는 연구를 요구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기를 경험하는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출 조사를 통해 이들에게 새로이 형성된 신체활동에 대한 신

념과 인식을 발견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Sun, Acheampong, Lin, &

Pun, 2015; Cowie & Hamilton, 2014). 더욱이, 코로나19 이전에 수집된

자료와 일치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결과는 코로나19의 발

생 전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둘러싼 인식과 환경 등에 나타난 차이를

보여줄 것이다.

계획된 행동 이론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되어 온 것은 행동 의도와

행동 간에 상당한 차이가 관측된다는 점이다(Rhodes & Dickau, 2012).

통합된 행동 모형(the integrated behavioral model)에서는 이 같은 한계

를 극복하기 위해 행동 의도와 행동 사이에 존재 가능성이 있는 조절 변

인들이 추가되었다. 통합된 행동 모형은 개인의 인식뿐 아니라 인지하지

못한 이외의 영향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기존 이론에 대한 비판을 반영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Fishbein & Ajzen, 2010). 통합된 행동 모형

은 행동을 결정하는 변인으로서 의도 이외에 행동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 행동의 현저성, 습관, 환경적 제약을 행동의 직접적 예측 변인으로

추가하여 행동의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였다(Fishbein & Ajzen, 2010).

통합된 행동 모형에 관심을 둔 학자들은 각 변인이 행동에 미치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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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영향을 증명하고자 시도해왔으나, 개념의 정의, 측정 도구의 부재,

방법론적 제한,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 여러 문제를 발견

하였다(Fishbein & Ajzen, 2010; Norman, 2011; Rossman, 2013;

Branscum & Fairchild, 2019). 통합된 행동 모형에서는 이전에 고려되지

않았던 변인들의 역할을 가정하는 만큼 각 변인 및 변인 간 관계에 대한

세밀한 검증이 필요한데도,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행동 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일의 행

동을 구체화하고, 그 행동이 수행되는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정확히 정

의해야 한다(Fishbein, 2000). 하지만 모집단의 특성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미국인들을 대상으

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문화나 환경이 다른 중국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

기는 어려운 것처럼,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역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데다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개인과 국가들마저도 서로 경험하고 있는 상

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이전과는 다른

상황과 새로운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스스로

의 행동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의 바람직

한 행동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식과 행동 결정 요인들을 이해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시기는 신체활동 및 건강에 관한 교육에 있어 좋은 기회이다

(Lederer & Oswalt, 2017).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현재 코로

나19를 겪어낸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을 둘러싼 개인적, 사회환경적 요인

을 밝혀내는 연구는 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거나 행동 변화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본 연구는 신체활동 증진에 효과를 입증해 온 확장된 건강 신

념 모형과 계획된 행동 이론, 그리고 통합된 행동 모형을 활용하여 코로

나19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인식과 행동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알맞은 신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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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확장

된 건강 신념 모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지는 코로나19의

위협에 대한 인식과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이 신

체활동 참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했다(연구 1).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형성된 신체활동에 대한 신념들을 도출하고 코로나19의 발

생 이전과 이후에 이들의 신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신념이 행동을 결정하기까지 영향을 미친 인지적 요소에는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 비교해보았다(연구 2). 마지막으로, 통합된 행동 모형에서 제

시된 의도와 행동 간에 존재하는 직접적 행동 결정 요인들이 우리나라

대학생의 신체활동 참여 의도와 행동 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

다(연구 3). 이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및 신체활동을 둘러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인지적,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나타난

코로나19 및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과 신체활동 참여 행동을 조사하고, 이

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친 변인들과 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건강 행동을 예측하고 증진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온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과 계획된 행동 이론, 그리고 통합된 행동 모형

을 적용하여 세 가지 하위 연구를 설계하였다. 먼저, 연구 1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코로나19의 위협과 신체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이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가

진 코로나19의 위협에 대한 인식, 신체활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자기 효



- 8 -

능감이 신체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확장된 건강 신념 모

형은 질병의 위협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행동을 예측하는 이론

으로, 코로나19라는 질병의 특성과 그 위협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반

영하여 그들의 신체활동 참여 행동을 이해하고자 했다. 이때, 사람들이

성별에 따라 코로나19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

생들의 자료를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동시에, 코로나19 상황

에서는 참여하는 신체활동의 종류와 강도에 따라 참여 행동의 결정이 이

루어질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여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2는 코로나19의

발생 전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신념, 의도, 그리고 행동에 나타

난 차이를 비교검증 하고자 설계되었다. 이를 위해 계획된 행동 이론을

근거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출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의 발생 이전에 수집된 자료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구 3에서는 통합된 행동 모형에서 가정하는 행동의

현저성, 지식과 기술, 그리고 환경적 제약이 신체활동 의도가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검증하였다. 통합된 행동 모형의 네 가지 변인

중 습관은 연구의 필요성과 구성 변인으로서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요약하면, 먼저 연구 1에서 대학생들이 느끼는 코로나19의 위협과 신

체활동의 효과 및 장애가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연구 2를 통해 대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대해 가지는 믿음과 인지적 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어떠한 믿

음이 그들의 신체활동 의도와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

것이 코로나19의 발생 전후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 하였다. 연

구 1, 2를 통해 신체활동 의도 및 행동에 대한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조

사한 후, 연구 3에서는 인지적 요인들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한 부분을 추

가로 설명하고자 행동 수행의 지식과 기술, 현저성, 환경적 제약 변인을

활용하였다. 즉, 세 개의 연구는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우리나라 대학생

들의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나타난 인지적, 사회환경적, 행동적 변화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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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다양한 변인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되었

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나라 대학생들

의 신체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코

로나19 상황에서 신체활동 예측에 관한 세 가지 이론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신체활동

신체활동은 골격근의 수축을 통해 발생하는 신체 움직임 중 기초 수

준 이상의 에너지 소비를 일으키는 활동(U.S. Department of Health,

Human Services [HHS], 2018), 일상생활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닌 행위자의 재량에 따라 수행되는 행동(Physical Activity

Guidelines Advisory Committee [PAGAC], 2008) 등으로 정의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 신체활동은 기초 수준 이상의 에너지 소비를 요구하는 신체

적 움직임 중 행위자의 재량에 따라 수행되는 행동으로 정의한다.

○ 인지된 취약성

인지된 취약성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인식(Hochbaum, 1958),

병으로 아파질 가능성에 대한 인식(Kegeles, 1969), 질병의 재발가능성에

대한 인식(Heinzelmann, 1962)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된다(Becker &

Maiman, 1975). Skinner et al. (2015)은 이를 종합하여 인지된 취약성이

란 자신이 질병 등의 부정적인 건강 결과를 얻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라고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인지된 취약성은 개인이 질병과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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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건강 결과를 얻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한다.

○ 인지된 심각성

심각성은 질병 및 질환으로 인한 통증, 합병증과 같은 의학적 심각성

(medical seriousness)과 그로 인한 사회적 역할 수행, 즉 직장 생활, 가

정,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심각성(psychosocial

seriousness)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 Janz & Becker (1984)는

인지된 심각성을 질병 자체의 심각성 또는 질병을 치료하지 않은 의학

적, 사회적 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느낌이라고 정의하였고, Skinner et al.

(2015)은 건강 문제를 얻음으로 인한 심각성 혹은 그 문제를 치료하지

않음으로 인한 물리적, 사회적 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 인지된 심각성은 개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문제를

치료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의한다.

○ 인지된 효과

인지된 효과란 건강 증진 행위로 인한 의학적, 사회심리학적 효과를

포함하는 것으로, Harrison et al. (1992)은 건강 문제의 위험이나 심각성

을 감소시키는 건강 행동에의 기대를 인지된 효과라고 정의하였다.

Skinner et al. (2015)는 인지된 효과는 행동 자체의 긍정적인 특징이나

행동의 수행으로 인한 위협의 감소 효과를 의미하여 질병 및 질병으로

인해 야기되는 결과로부터의 위협을 줄이는 효과를 의미한다고 했다. 이

연구에서 인지된 효과는 개인이 권장되는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질병의 위

협을 감소시키는 긍정적인 특징이나 이점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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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된 장애

인지된 장애는 행동의 수행 시 발생가능한 유·무형의 부정적인 요인

들 혹은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장애물에 대한 인

식을 의미한다(Champion & Skinner, 2008; Skinner et al., 2015, pp. 77).

Skinner et al. (2015)에 따르면 인지된 장애는 불편성, 비용, 그리고 행

동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공포 등)을 포함하여 행동이나 행동의 지

속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이 행동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인

지된 장애는 개인이 권장되는 행동을 수행하는데 발생가능한 장애물 및

부정적 결과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한다.

○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구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Lightsey, 1999), 스

스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믿음(Bandura, 2004)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Skinner et al., 2015, pp. 77)으로 정의한다.

○ 행동 의도

행동 의도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Fishbein & Ajzen, 2010,

pp. 39)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 혹은 자신이 특정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Fishbein & Ajzen, 1975)을 의미한다. 이에 이 연구

에서 행동 의도는 개인이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Montaño

& Kasprzyk, 2015, pp. 74-75)이라고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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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와 행동 신념

태도(attitude)는 어떤 심리적 대상에 대한 호의적 혹은 적대적인 정

서(Thurstone, 1931), 또는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

향을 미치는 구조화된 정신 상태(Allport, 1935) 등으로 정의된다.

Fishbein & Ajzen (2010)은 태도를 어떤 심리적 대상에 대한 호의적이

거나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의 잠재적인 경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대

-가치 이론에 따르면 태도는 어떤 목적이나 행동의 속성에 관한 기대와

신념을 통해 결정되므로 개인이 행동을 수행하는 것의 결과에 대한 믿음

을 의미하는 행동 신념(behavioral beliefs)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Montaño & Kasprzyk, 2015, pp. 74-7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태도를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얻게 될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행동 신념

을 행동의 수행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한다.

○ 주관적 규범과 규범 신념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은 행위자가 타인이 자신이 특정 행동

을 수행해야 한다고 혹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인식으로

정의된다(Fishbein & Ajzen, 2010, pp. 131). 규범 신념(normative beliefs)

역시 주관적 규범과 유사하게 행위자가 스스로에게 중요한 개인이나 집

단이 자신의 행동 수행을 찬성 혹은 반대한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주관

적 규범의 준거자는 일반적인 타인을 의미한다면 규범 신념에서 준거자

는 보다 구체적인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 인지된 행동 통제와 통제 신념

인지된 행동 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사람들이 특정 행

동의 수행 가능성을 믿고 행동 수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

다(Fishbein & Ajzen, 2010, pp. 155). 인지된 행동 통제는 개인의 행동

수행을 촉진 혹은 반대하는 요인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믿음인 통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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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control beliefs)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통제 신념은 행동을 쉽게 혹은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개인의 인식으로, 신체활동에 참여

하는데 필요한 장비나 시설의 접근성, 강습 요금, 피로감 등을 포함한다.

○ 행동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

행동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knowledge and skills to perform

behavior)은 정보를 해석하는 기술(interpretation skill), 질병에 관한 지

식(knowledge of disease), 행동에 관한 지식(knowledge of behavior) 등

행동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형태의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

되어왔지만, 통합된 행동 모형에서의 지식과 기술은 행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실질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Fishbein & Ajzen, 2010, pp.

19; Montaño & Kasprzyk, 2015, pp. 104).

○ 행동의 현저성

Becker (1974)에 따르면 행동의 현저성(salience of behavior)이란 행

동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대상 행동이 중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독 행동을 연구한 Brown (1993), Charlton & Danforth (2007),

Griffiths (1996)는 현저성이란 특정 행동이 한 사람의 삶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거나 그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Brown (1993)과 Griffiths (1996)는 현저성에 인지적 현저성(cognitive

salience)과 행동적 현저성(behavioral salience)이 있다고 보고, 인지적

현저성은 특정 행동이 개인의 정신적인 삶을 지배하는 특성을, 행동적

현저성은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특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

에서 행동의 현저성이란 개인의 삶에서 다른 행동에 우선하여 개인의 생

각, 감정, 행동을 지배하는 행동의 특성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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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적 제약

Fishbein (2000)와 Fishbein & Ajzen (2010)은 행동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에 방해가 되는 환경적 제약 요인을 극복 및 제거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 환경적 제약이란 개인의 행동 수행

을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외부적 요인으로 정의한다(Triandis,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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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와 신체활동 참여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the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2 [SARS-CoV-2])으로도 불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코로나19)는 사람과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RNA 바이러스

로, 전염 속도가 매우 빠르다. 주로 감염자의 비말에 의해 전파되어 발

열, 어지러움, 기침, 코막힘, 호흡곤란, 근육통, 피로 등 다양한 증상을 일

으키며, 감염 이후에도 피로감, 집중력 저하, 기억력 장애, 후각 및 미각

손실, 폐 염증 등의 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

2021).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이후 약 3개

월 만에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를 뒤덮으며 11만 8천여 명에 달하는 확

진자를 발생시켰고, 결국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3월 11일 팬데믹

(pandemic)을 선언하였다(WHO, 2020). 질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

는 팬데믹은 전염병 위험 최고 경보 단계로, 코로나19는 1968년 홍콩 독

감과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에 이어 세 번째 사례가 된 것

이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며, 신체의 면역 체계를 활발히 하여 항원에 대한

적응 반응 및 백신의 효과를 증대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건강 문제

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Chen et al., 2020; Sañudo, Fennell, &

Sánchez-Oliver, 2020; Fernandez, 2020; Powell et al., 2018; Pascoe,

Singh, & Edwards, 2014). 하지만 코로나19가 사람들 간의 접촉을 통해

확산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의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염

을 막기 위해 출퇴근을 포함한 모든 이동을 금지하는 봉쇄령을 내렸고,

그로 인해 실제로 약 26억 명의 사람들이 최대 10주간 집 안에서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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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했다(Van Hoof, 2020). 자연히 국내외의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무

기한 연기되었고, 스포츠계 역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2020년에는 최

초 개최 예정이었던 한·중·일 e스포츠 대회가 연기되었고, 제 2차 세계대

전의 발발로 취소되었던 1940년 올림픽 이후 80년 만에 2020 도쿄 올림

픽마저 연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상 최초로 각종 프로 스포츠의 개

막전이 연기되다가 결국 무관중으로 개최되기도 했다. 프로 스포츠뿐만

아니라 대중 스포츠 역시 코로나19에 의해 큰 타격을 입었다. 학교, 체육

관, 놀이터, 수영장 등 각종 실내외 체육 시설이 문을 걸어 잠갔고, 이는

장비 및 공간의 활용, 온라인 교육 수단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 등 신체

활동 참여에 관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Rhodes, 2020; Van

Lancker & Parolin, 2020; Douglas, Katikireddi, Taulbut, McKee, &

McCartney, 2020). 대부분의 신체활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에

게 코로나19는 신체활동에 더 큰 제약이 되었을 것이다(Van Dyck, De

Bourdeaudhuij, Deliens, & Deforche, 2015; Shahidi, Stewart Williams,

& Hassani, 2020; Jakobsson, Malm, Furberg, Ekelund, & Svensson,

2020).

코로나19로 인해 야기된 사회 상황이 실제 신체활동 참여 행동의 변

화를 이끌었는지 알고자 했던 연구자들은 실제로 코로나19 시기에 대중

들의 신체활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다(Ammar et al.,

2020; Kite et al., 2021; Rhodes, Liu, Lithopoulos, Zhang, & Garcia‐

Barrera, 2020; Woods et al., 2020; Meyer et al., 2020). 코로나19의 확

산 이전에 신체적으로 활발하던 사람들은 더욱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연

구 결과도 존재한다(Zhang, Wang, Rauch, & Wei, 2020). 한편, 코로나

19의 발생이 신체활동에의 관심이나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만 준 것은 아

니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Ding, del Pozo Cruz, Green, & Bauman, 2020;

Romero-Blanco et al., 2020; Schnitzer, Schöttl, Kopp, & Barth, 2020).

Ding et al. (2020)은 코로나19가 신체활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넛징

(nudging)하였음을 발견하였고, Schnitzer et al. (2020)은 코로나19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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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이전에 신체활동이 적었던 사람들의 경우 신체활동이 활발했던 사람

들과는 달리 코로나19 확산 이후 오히려 신체활동이 증가하였음을 발견

하였다.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각종 제약 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기존에 신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던 이들의 신체활동이 증가한 것은 코

로나19로 인한 신체 건강 증진의 필요성, 불안, 우울감 등으로부터의 심

리적, 정신적 안정화 욕구, 여가 시간의 증대, 혹은 이전에 즐기던 여가

활동의 제약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Baloran, 2020; Moccia et

al., 2020; Barkley et al., 2020).

우리나라 20대의 약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대학생들은 타 연령집단에

비해 활동 범위와 다양성의 폭이 넓은 특성을 보인다(이보희, 2020). 이

들은 타지에서의 대학 생활을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거주지를 분리

하기도 하고, 스스로 재정적 책임도 갖기 시작 한다(Das & Evans,

2014; Ruthig, Marrone, Hladkyj, & Robinson-Epp, 2011). 학교에서는

수업과 동아리 활동에, 학교 밖에서는 아르바이트나 자원봉사, 각종 교류

활동 등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새로이 맺어지는 여러 사회적 관계들을 형

성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대학생들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스로의 행

동을 결정하는 데 완전한 자율성을 갖게 되면서 고등학교 시절과는 전혀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구축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마주하

는 다양한 변화들은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스트레스나 각종 위험 행

동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식습관, 수면 패턴, 흡연 및 음주 행태, 신체활

동 등 이들의 건강 행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Ruthig,

Marrone, Hladkyj, & Robinson-Epp, 2011; Van Dyck, De

Bourdeaudhuij, Deliens, & Deforche, 2015; Fedewa & Ahn, 2011;

Miller, Staten, Rayens, & Noland, 2005). 고등교육은 신체적 무활동의

중단과 좌식 생활 습관의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결과들이 제시되었음에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 현상은 꾸준히 보고되어왔다(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 [ACHA], 2015; Leslie, Sparling, & Owen,

2001; Keating, Castro-Piñero, Centeio, Harrison Jr, Ramirez, & 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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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대학생들은 청소년기에 비해 학업 및 여가 생활 시 컴퓨터와 스

마트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할 뿐 아니라 신체활동 참여가 개인의 자발적

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체계적인 신체활동 교육 프로

그램에 대한 접근성은 감소한다(Goje, Salmiah, Ahmad Azuhairi, &

Jusoff, 2014; Nelson, Story, Larson, Neumark-Sztainer, & Lytle, 2008;

Miller, Noland, Rayens, & Staten, 2008; Keating et al., 2005; HHS,

2000).

게다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대학생들의 외부적 환경에는 물론 개인

의 행동 습관, 심리적 상태 등에 있어 이전에 없던 큰 전환이 일어났다

(권주연, 임가영, 김승현, 신현재, 이주영, 2020; Antunes et al., 2020;

Bertrand, Shaw, Ko, Deprez, Chilibeck, & Zello, 2021; Gallo et al.,

2020; Romero-Blanco et al., 2020). 대학들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

해 거의 모든 강의를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어 학생들은

학교에 가거나 캠퍼스 내의 흩어져 있는 강의실로 이동할 필요 없이 오

랜 시간 한 장소에 앉아서 모든 수업을 듣고 있다. 심지어 체육 실기 수

업마저도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충분한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도 체육 수업에 관한 학점을 이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

다. 우리나라 정부는 주 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

치를 적용하였는데, 실내 체육 시설은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이

는 다중 이용 시설에 포함되어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걷기나 등

산 등 주로 야외에서 개인 운동을 즐기는 중장년층 이상에게는 덜하더라

도 피트니스 센터를 가득 메우고 있는 2-30대 청년들에게는 코로나19의

발생과 그로 인한 조치들이 큰 장애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문화체육관광

부, 2020). 대학생들이 체육 수업, 체육 시설 사용, 강의실 이동 등을 통

해 신체활동의 많은 부분을 학교생활 중에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

나19가 이들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왔음은 분명하다(Wilson,

Elliott, Duffey, Papalia, & Bopp, 2020; Barkley et al., 2020). 실제로 대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감소한 현상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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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kley et al., 2020; Gallo et al., 2020; Sañudo, Fennell, &

Sánchez-Oliver, 2020; Savage et al., 2020). Sañudo et al. (2020)은 코로나

19로 인한 자가 격리로 대학생들의 중강도 신체활동은 53%, 고강도 신체활

동은 68% 감소했다고 보고했고, Gallo et al. (2020)도 남녀 모두에게서 신체

활동 권장 수준을 충족시키는 학생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보여주었다.

Savage et al. (2020)은 lockdown 기간 중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시

간이 평균 28분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특히 여학생들보다도 남

학생들에게서 신체활동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

을 입증했다.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정도에 따라 그룹을 나누어 분

석한 Barkley et al. (2020)은 높은 참여 그룹에서 신체활동이 감소하였

음을 보고하였다.

대학 시기의 신체활동 습관은 이후 성인기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이들이 부정적인 행동과 인식을 갖게 되었다면

오랜 기간 굳어질 위험이 있다(김정민, 고광욱, 김윤지, 신용현, 2011;

Almutairi et al., 2018; CDC, n.d.; Ridner et al., 2016). 특히 대학생들이

스스로 마주하게 된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만한 시간이나 기술이 부족하

거나 능동적으로 행동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장애물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Von Ah, Ebert,

Ngamvitroj, Park, & Kang, 2004; Das & Evans, 2014; Bayram &

Bilgel, 2008). 다행히 대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행동 습관이 확고하게 형

성되지 않아 수정 가능성이 높고 행동 변화를 위한 개입에 효과적인 시

기로, 대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 습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

는 노력은 매우 가치 있다(Oosterveen, Tzelepis, Ashton, &

Hutchesson, 2017; Keating et al., 2005; Ferrara, 2009).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대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추가로 발생가능한 부정

적 건강 결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서 이들의 신체활동 참여

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와 신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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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개개인이 가진 수정 가능한 문제

를 파악하고 해결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Wilson, Holland,

Elliott, Duffey, & Bopp, 2021).

2.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

1) 건강 신념 모형

건강 신념 모형은 본래 환자들의 건강 행동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개발

된 이론이다. 1950년대 미국 공중 보건 서비스의 초점은 질병의 치료보

다는 예방에 맞추어져 있었는데 환자들이 권장되는 예방적 행동을 채택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학자들은 건강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심리학적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다(Hochbaum, 1958, Rosenstock,

1966). 환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소홀했던 당시의 연구진들은 환자들

이 예방적 행동의 채택에 실패하는 이유와 행동의 선행 요인들을 찾고자

했으며, 공중 보건 서비스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환자들은 물론, 건강인

들의 질병 예방에도 관심을 두었다(Rosenstock, 1974, 2005). 당시 사람

들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작동 원리에 관해서는 두 가지 사회 심리학적

흐름이 존재하였다. 그중 하나는 Watson (1925) 중심의 자극 반응 이론

가들(stimulus-response theorists)이었다. 이들은 사람들의 행동은 특정

사건이나 강화(reinforcement) 혹은 처벌(punishment)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행되는 것으로 여겨 인지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반면, Lewin

(1935) 중심의 인지 이론가(cognitive theorists)들은 행동은 사고 과정을

통한 기대(expectations)로부터 비롯된다고 여겼다(Skinner et al., 2015).

이들은 행동의 결과보다 그에 관한 인지 과정을 중요시하였고, 행동은

사고 과정을 통한 기대로부터 비롯된다고 여겼다. 건강 신념 모형을 개

발한 Rosenstock은 인지 이론가 중 하나로, 행동을 예측하는데 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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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보다는 개인의 행동 이전에 나타나는 동기(motivation)와 인식

(perception)에 관심을 두었다(Rosenstock, 1974; Abraham & Sheeran,

2015). 결핵 검사에 관한 Hochbaum (1958)의 연구는 건강 신념 모형의

개발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그는 연구를 통해 결핵 검사를

수행한 사람들과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스스로 결핵에 걸릴 수

있다는 믿음과 결핵 검사를 통해 결핵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 즉 결

핵 검사의 효과에 대한 믿음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Abraham & Sheeran, 2015). Rosenstock은 나이와 성별, 인종, 사회경

제적 지위와 같은 사회인구통계학적 변인들도 건강 행동 수행 및 건강

서비스의 활용의 주요한 영향 요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요인들은

설득적 방법을 통해 수정될 수 없기에 예측 및 개선 가능한 개인의 특성

을 찾아내고자 한 것이다(Abraham & Sheeran, 2015). 이후 건강 신념

모형은 사회 인지 이론, 계획된 행동 이론 등과 함께 다양한 건강 행동

의 예측과 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활발하게 적용되었다(Sulat,

Prabandari, Sanusi, Hapsari, & Santoso, 2018; Champion, 2008; Janz &

Becker, 1984).

건강 신념 모형은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

들을 두고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특정 질병의 위험에 취약하다고 생

각하는 경우, 해당 질병의 위험이 자신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건강 행동의 수행이 해당 질병에 대한

취약성 및 심각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는 경우 건

강 행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행동을 수행하는 효과가 행

동을 수행하는데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장애물에 비해 크고, 예상

되는 장애물이 행동을 막을 만큼 강하지 않다고 믿는 경우 사람들은 건

강 행동을 채택한다(Skinner et al., 2015). 이것은 건강 신념 모형에서

각각의 변인들로 구성되어 이들 간 영향 관계를 가정한다. 건강 신념 모

형에 따르면 행동에는 두 종류의 신념이 선행되는데, 하나는 위협 인식

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 평가이다(Abraham & Sheeran, 2015). 위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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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위협 인식)은 부정적인 건강 결과에 관한 개인의 인식을 포함

하는 것으로, 인지된 취약성과 인지된 심각성으로 구성된다. 인지된 취약

성은 개인이 질병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건강 결과를 얻을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개인이 특정 건강 문제에 대하여 위험하다고 믿으면

건강 행동을 수행하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 반대로 자신이 해당 질병

에 대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건강 행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Carpenter, 2010). 즉, 사람들은 스스로 특정 질병에 전염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건강 행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건강 신념 모형에 관한 리

뷰 연구들은 건강 신념 모형의 한계로 모형의 구성 요소들, 그 중에서도

인지된 취약성의 개념화가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Ahbraham & Sheeran,

2015). Weinstein (1988)은 인지된 취약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람들

이 위협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하였다. 먼저, 건강 위협의

존재를 인식하고, 다음으로 그 위협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많은 이

들이 그 위협에 노출될 수 있을지 판단한다. 그리고 그러한 위협을 개인

화하여 내가 그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흔히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고, 흔치

않은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자신이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는

‘비현실적 낙관주의(unrealistic optimism)’의 경향이 있는데 이는 권장되

는 건강 행동의 채택을 방해하곤 하기에 질병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의

한 잘못된 평가는 모델의 설명력을 저하할 위험이 있다(Weinstein, 1988;

Slovic, Fischoff, & Lichtenstein, 1977). 인지된 취약성과 건강 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인지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들의 존재 가능

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과거의 위험 행동과 HIV 감염 인지된 취약성에

관한 리뷰 연구를 수행한 Gerrard, Gibbons, & Bushman (1996)은 행동

의 특성이 인지된 취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과거 위험 행동과 HIV 감염 인지된 취약성이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결과를 발견하였고, 이는 성행위(sexual behavior)가 가지는 사회적

이고 복합적인 특성이 HIV 감염에 대한 인지된 취약성을 떨어뜨린 것이



- 23 -

라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성별, 성적 지향성, 직업과 같은 개인적 특성

(Gerrard et al., 1996), 자아 존중감(Smith, Gerrard, & Gibbons, 1997),

성격(Hampson, Andrews, Barckley, Lichenstein, & Lee, 2000) 등은 행

동과 인지된 취약성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지된 심각성은 개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그 문제를 치료하지 않음으

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건

강 결과가 심각하다고 느끼면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한 행동을 수행하지

만, 건강 결과가 개인의 삶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

우 예방 행동에 동기부여 되지 않는다(Carpenter, 2010). Haefner (1974)

는 심각성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다고 설명하며, Shuval (1971)의 연

구를 예로 질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과 직업과 같은 삶의 다

른 영역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Smith Klohn & Rogers (1991)도 인지된 심각성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심각성의 차원을 정도, 발생 기간, 발생 속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골다

공증 예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세 가지 차원의 개념 간 상호

작용이 행동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유방

암 검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Champion (1999)은 유방암에 관해서는

인지된 심각성의 분산이 거의 없음을 발견하고, 인지된 위협을 측정하는

도구로 취약성에 대한 인식만을 활용하였다. 즉, 인지된 심각성은 위협의

종류에 따라 이론의 구성 요소로서 역할이 크게 약화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와 유사하게 Weinstein (1988)은 건강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위협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인지될 필요가 있지만, 심각성에 대한 인식

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이후에는 취약성에 대한 인식만을 토대로

행동이 결정된다고 했다.

인지된 취약성의 경우 건강 행동을 예측하는 데는 인지된 심각성과

함께 대부분의 결과 행동에 대하여 가장 약한 예측 요인이었다(Sulat et

al., 2018; Carpenter, 2010). Zimmerman & Vernberg (1994)은 네 개의

리뷰 연구 중 유일하게 건강 신념 모형의 변인들 가운데 인지된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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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장 강한 효과 크기를 가진다고 주장했으나, 이에 대해 Carpenter

(2010)는 그들이 구성 요소들의 변인 각각의 개별적 효과를 검증하지 않

고 전체 모델의 예측력만을 검증하였다는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인지된 취약성

과 인지된 심각성의 경우 행동을 설명하는 분산이 작다는 것이다. 질병

을 진단받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질병에 취약하다고 느낄 것이 당연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는 심각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러

한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이는 행동을 결정하는 데도 유의한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Janz & Becker, 1984; Harrison et al., 1992;

Carpenter, 2010). 또 하나는 인지된 취약성과 인지된 심각성이 위협 인

식에 의해 매개되어 간접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며(Janz &

Becker, 1984; Champion & Skinner, 1984), 다른 하나는 취약성 및 심각

성에 대한 인식은 질병을 진단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장기적인 건강 위협이 될 수 있는 증상을 경

험한 적이 없거나 질병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질

병의 취약성이나 심각성에 대한 개념화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

한다(Janz & Becker, 1984; Slovic et al., 1977). 마지막으로는 이론에서

측정되지 않은 이외의 변인의 존재 가능성이다(Sulat et al., 2018;

McArthur et al., 2018). 건강 행동의 수행에는 인지된 취약성 및 인지된

심각성 외에도 자기 효능감, 행동 촉진 요인, 인구통계학적 변인 등 취약

성 및 심각성의 인식과 연관성이 있는 변인들이 존재한다(Witte, 1992;

Rosenstock, 1974). 때문에 건강 신념 모형에 관한 연구에서 이와 같은

변인들이 측정되지 않았다면 인지된 취약성과 인지된 심각성의 예측력을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있다.

행동에 대한 평가는 인지된 효과와 인지된 장애를 포함한다. 여기에

서 인지된 효과란 개인이 권장되는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질병의 위협을 감

소시키는 긍정적인 특징이나 이점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Skinner et al.,

2015). 건강 신념 모형에 의하면 권장되는 특정 행동이 건강 문제의 예



- 25 -

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조기에 결핵 증상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인지된 취약성과 인지된 심각성이 높을지라도 건강 위협을 완화하

는 행동의 효과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행동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Carpenter, 2010).

인지된 장애는 행동의 수행 시 발생가능한 유·무형의 부정적인 요인

들 혹은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장애물에 대한 인

식을 의미한다(Champion & Skinner, 2008; Skinner, et al., 2015). 즉, 불

편성, 비용, 그리고 행동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공포 등)을 포함하

여 행동이나 행동의 지속을 방해하는 모든 요인이 행동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연 행동을 예로 들면, 담배를 끊으려는 시도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금연이 초래할 금단

현상에 대한 두려움 등이 행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Janz & Becker (1984)는 사람들은 행동을 수행하기 전에 권장되는 행동

의 이점과 그 효과가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소비되는 비용을 능가하는지

계산한다고 하였다. 개인이 인지한 장애 요인이 행동의 긍정적 효과보다

더 강력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그가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것이다(Carpenter, 2010). 건강 신념 모형에 따르면 이 네 가지 구성 요

소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결합적으로 건강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한다

(Hayden, 2013). 즉, 사람들은 스스로 특정 질병에 전염될 수 있다고 생

각할수록, 그 질병이 본인에게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건강 행동을 취하

고, 행동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행동을 수행하는데 장애물

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건강 행동을 취한다(Abraham & Sheeran, 2015).

리뷰 연구들에 따르면 인지된 장애의 효과 크기는 0.21에서 0.52, 유

의성 비율이 0.91로, 건강 행동의 종류나 연구 설계 방법과 관계없이 가

장 강력하게 행동을 예측하는 변인이었다(Carpenter, 2010; Harrison et

al., 1992; Janz & Becker, 1984; Zimmerman & Vernberg, 1994; Mun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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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n, Swart, & Volmink, 2007). 1966년부터 1987년 사이에 수행된 16

개의 연구의 건강 신념 모형의 효과 크기를 분석한 Harrison et al.

(1992)은 건강 행동의 유형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모든 행동에서 인

지된 장애와 인지된 효과가 가장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나타났다고 하였

다. 198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수행된 18개의 종단적 연구를 분석한

Carpenter (2010)도 인지된 효과 및 인지된 장애는 모든 연구에서 행동

과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고, 특히 예방 행동을 예측하는 데 더욱 효

과적이라고 하였다. Skinner et al. (2015)에 따르면, 인지된 효과의 경우

인지된 장애보다는 그 효과가 작았지만, 백신 접종 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수행되는 예방 행동과 위험 감소 행동(risk reduction behavior), 그

리고 스스로 질병으로부터 나아지기 위해 수행하는 행동인 환자 역할 행

동(sick-role behavior)을 설명할 때 치료 행동에 비해 효과적이다.

1974년에서 1984년 사이에 수행된 29개의 연구와 1974년 이전에 수행

된 18개의 연구를 리뷰한 Janz & Becker (1984)는 효과 크기가 아닌 변

인들의 유의성 비율(significant ratio), 즉, 각 변인이 행동과 유의한 관

계에 있는 연구의 수를 전체 연구의 수로 나눈 비율을 계산하였다. 이러

한 방식은 효과 크기에 비해 변인 간의 관계의 강도를 정확하게 추정한

다고 볼 수는 없지만(Hunter & Schmidt, 2004),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

르면, 1974년 이후의 선행 연구 결과들은 인지된 장애, 인지된 효과, 인

지된 취약성, 인지된 심각성 순으로 강하게 행동을 예측하였다. 물론

1974년 이전 연구의 리뷰 결과에서는 인지된 장애의 예측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시에는 인지된 장애를 측정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건강 행동 결과의 유형(예방적 건강 행동, 환자 역할 행동, 진료소 이용

행동)과 연구 설계 방법(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등을 고려하여

모든 결과를 종합하면, 다른 리뷰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인지된 장애가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인지된 심각성이 가장 약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건강 신념 모형에 관한 리뷰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행동의 종류에

관계없이 인지된 취약성이나 인지된 심각성에 비해 인지된 효과 및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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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장애가 행동 예측에 효과적인 것 같다(Sulat et al., 2018; Carpenter,

2010; Harrison et al., 1992; Janz & Becker, 1984).

Abraham & Sheeran (2015)에 따르면 건강 신념 모형은 여전히 주요

변인들의 예측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이론의 위상과 발전이 저해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Abraham & Sheeran, 2015; Harrison et al., 1992).

건강 신념 모형을 활용한 선행 연구들은 구성 요소 간의 관계나 측정에

관한 정의를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구성 요소 자체에 대한

정의마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Rosenstock, 1974; Becker &

Maiman, 1975). 뿐만 아니라, 건강 신념 모형에 관하여 기술적 혹은 중

재적으로 수행된 연구들이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적절하게 검

증하지 않은 채 연구를 수행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Skinner et al.,

2015). 더욱이, 건강 신념 모형을 활용한 이전의 연구들은 건강 행동에

대하여 각 구성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직접적인 효과를 정량화하는 데에

만 관심을 두어왔다(Carpenter, 2010; Janz & Becker, 1984). 그러다 보

니 변인 간에 이루고 있는 상호작용과 그 효과를 검증하지 않았고, 주요

변인 이외에 조절 혹은 중재 변인들의 존재나 그로 인한 간접적 영향에

대한 관심도 부족하였다(Skinner et al., 2015; Abraham & Sheeran,

2015).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 건강 신념 모형은 이론 자체가 가지는

중요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과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Harrison et al., 1992). 따라서 Skinner et al. (2015)은 건강 신념

모형이 오랜 기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를 밝혀내고, 발전

된 분석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이론의 발전적 이해에 기여할 것을 권장하

였다.

2)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

건강 신념 모형은 사회 인지 이론, 계획된 행동 이론, 단계적 변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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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등과 함께 다양한 인구 집단의 건강 행동 및 행동 변화 프로그램 참

여의 예측과 행동 변화를 위해 활발하게 사용되어왔다(Sulat et al.,

2018; Rosenstock et al., 1994). 그러나 이론의 주요 변인들이 건강 행동

을 설명하는 효과의 크기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 변인 간 관계가 결과

행동의 종류나 연구 방법에 따라 예측력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 그리고

이론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 주요 변인들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중재되

었다는 점 등의 한계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설명하는

추가적인 변인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Skinner et al., 2015).

McAuthor et al. (2018)은 나이, 성별, 인종, 소득 및 교육 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은 건강 신념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모형의 주요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건강 행동을 결정한다고 하였고,

Carpenter (2010), Sulat et al. (2018)은 건강 신념 모형의 주요 변인들을

측정하는 시기와 건강 행동을 측정하는 시기 간에 발생하는 시간적 차이

(time interval)가 변인들의 영향력을 중재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인지된 효과, 취약성, 심각성 변인과 행동 사이에서 부정적 중재자의 역

할을 한다고 했다. Harrison et al. (1992)은 연구 설계 방법이 중요한 중

재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모형의 예측력과 중재 프로그램

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을 입증하였다.

건강 신념 모형이 개발된 얼마 후인 1977년, Bandura는 사회 인지 이

론(the social cognitive theory)을 통해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의 개

념을 제시하였다(Bandura, 1977). 자기 효능감은 개인이 특정 행동을 성

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한다(Skinner et al., 2015, pp.

77). 인간의 행동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가정하였던 Bandura는 개인에게는 스스로의 필요에 맞게 환경

을 구성하는 능력이 있다고 이해하였다(Samson & Solmon, 2011). 때문

에 어떤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기술이나 능력

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주어진 상황에서 그러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

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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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효능감은 스스로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의미하는 자아 존중감

(self-esteem)이나 개인의 영향력 밖에서 오는 힘을 행동으로써 통제했

다고 믿는 통제 위치(locus of control, Rotter, 1966), 그리고 특정 행동

의 수행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인식인 인지된 행동 통제

(Ajzen, 1980)와 유사한 개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Bandura, 2006). 그러

나 자기 효능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휘되는 개인의 능력이자,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변인

과도 다른 독특성을 가진다(Bandura, 1977, 1998; Skinner et al., 2015;

Rosenstock et al., 1988).

그림 1.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

건강 행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이 제시된 이후, 학자들은 건

강 신념 모형, 계획된 행동 이론, 스트레스와 대처의 역동적 상호작용 모

형(the transactional model of stress and coping), 단계적 변화 모형

(the trans-theoretical model) 등 다양한 행동 변화 이론들에 자기 효능

감을 추가하기 시작하였다. 그중에서도 건강 신념 모형에 자기 효능감을

추가했던 Janz & Becker (1984)는 자기 효능감의 부족이 행동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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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여겼고, 따라서 자기 효능감을 장애 인

지 요인에 포함하였다(Mahoney, Thombs, & Ford, 1995). 그러나

Rosenstock et al. (1988)은 이들의 방식이 자기 효능감의 중요성을 평가

절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건강 행동 습관의 장기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지적 과정뿐 아니라 스스로의 행동 변화에

대한 자신감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 자기 효능감을 독립된 변인으로서

이론에 추가하였다(Skinneret al., 2015; Rosenstock et al., 1988). 건강

신념 모형이 개발되던 당시에는 건강 행동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인 반응

은 배제한 채 인지적 과정만을 고려하였는데, 자기 효능감을 이론에 포

함함으로써 행동에 대한 인지적 요소와 함께 감정적인 요소의 작용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Skinner et al., 2015).

최근 자기 효능감은 다양한 행동 연구에서 활발히 다루고 있지만, 본

래는 부정적인 결과가 야기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요인의 하나로서 등장한 개념이다(Samson & Solmon,

2011). 공포심과 스스로의 대처 능력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연구한 학자

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는 일에 대해서는 높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자기 효능감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공포심이 감소하는 것을 발

견하였다(Bandura, Adams, & Beyer, 1977; Bandura, Adams, Hardy, &

Howells, 1980). 즉, 동일한 위협에 대해서도 그 일을 대하는 개인의 효

능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의 두려움을 강화하기도, 약화하기도 하며, 두려

움의 대상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관련된 행동에도 영향

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전히 건강 신념 모형에 관한 많은 연구들

이 자기 효능감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Carpenter, 2010; Sulat et al., 2018).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불특정 다

수를 대상으로 하는 위협적인 질병 상황에서 사람들의 건강 행동을 예측

및 증진하기 위해 건강 신념 모형과 자기 효능감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Yıldırım, Geçer, & Akgü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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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활동 참여에 관한 선행 연구

건강 행동을 예측하는 다른 이론들과는 달리, 건강 신념 모형은 부정

적인 건강 결과의 발생 가능성, 즉 건강에의 위협을 고려하고 특정 행동

을 예방적 목적으로 바라봄으로써 건강 결과 및 건강 행동에 대해 구축

된 개인의 신념과 행동에 대한 그 역할을 검증하였다(Hochbaum, 1958;

Hayslip et al., 1996). 이전 연구자들이 자기 효능감을 포함한 확장된 건

강 신념 모형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은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골다공증, 심장질환, 암 등 다양한

질병에 관한 결과물을 축적해왔고 신체활동은 이들 질병의 예방적 행동

으로 활용되었다(Hayslip et al., 1996; Abraham & Sheeran, 2015). 성인

들의 골다공증 예방 행동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Evenson & Sanders (2016)는 중재 전후 연구 참여자들의 골다

공증에 대한 지식과 건강 신념,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비교하였다. 그는

중재 프로그램이 골다공증에 대한 건강 신념을 증가시켰던 반면, 운동

효과나 자기 효능감에 관해서는 유의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였음을 보

고하였다. 특히 이전에 건강 신념 모형에 관한 교육 중재 연구들이 질병

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고자 했을 뿐 예방 행동이 증진된 효과는 검증하

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예방 행동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의 적용을

요구하였다.

당뇨의 예방 행동으로써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인지한 Chen

& Lin (2010)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 생활 습관(health

promoting lifestyle)과 이에 대한 건강 신념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 효능감이 포함된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이 지난 6개월 동안의 직장

인들의 생활 습관의 47.5% 설명하였으며, 자기 효능감, 인지된 장애, 인

지된 효과의 세 요인이 건강 증진 생활 습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발견하였다. Garza, Harris, & Bolding (2013) 역시 자기 효능감이 관

상동맥 심장질환의 예방 행동으로써 성인들의 신체활동을 예측하는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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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인임을 검증하였다. 이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상동맥 심장질

환에 관한 장기적인 건강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년 여성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한 Habibollah Hosseini, Moradi, Kazemi, &

Shahshahani (2017)는 인지된 효과, 인지된 장애, 자기 효능감이 신체활

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면서도, 이들 변인 중 자기 효능감 만이 신

체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자기 효능감이 개

인의 감정, 생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에 신체활동을 예측하고

증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외에도 Llewellyn,

Sanchez, Asghar, & Jones (2008)은 자기 효능감이 낮게 형성된 사람들

의 경우 어떤 장애물을 마주하였을 때 행동이나 도전을 회피하지만, 높

은 자기 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도전적인 목표를 추구하고 고통이나 좌

절을 이겨내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고, Bandura (1986), Martin

& Gill (1995), Hu, Motl, McAuley, & Konopack (2007), Rovniak,

Anderson, Winett, & Stephens (2002)은 신체활동의 사회 인지적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자기 효능감의 중요한 역할과 이론적 가치를

발견하였다.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성인들의 신체활동 행동 예측을 위해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을 적용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

다. 골다공증의 예방 행동으로서 운동 참여와 칼슘 섭취에 대한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의 역할을 검증한 Wallace (2002)는 운동에 대한 자기 효

능감과 장애 요인, 인지된 취약성이 여대생들의 운동 참여의 가장 강력

한 예측 변인임을 발견하였다. 그는 운동 권장 수준(주당 90분)을 기준으

로 그룹을 구분하였는데, 운동 권장 수준에 미달한 그룹의 경우 반대 그

룹에 비해 자기 효능감은 낮게, 인지된 장애물과 인지된 취약성은 높게

형성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특히 자기 효능감과 인지된 장애가 그룹

간 변량의 90% 이상을 설명하는 결과를 근거로, 젊은 여성들의 골다공

증 예방을 위해 운동에 관한 두 변인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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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Wallace, 2002). Schimiege, Aiken, Sander, & Gerend (2007) 역시 골

다공증 예방 행동으로서 체중 부하 운동의 결정 요인을 밝히고자 건강

신념 모형과 계획된 행동 이론을 활용하였다. 이들은 여자 대학생들의

운동 의도는 인지된 장애와 자기 효능감에 의해 예측되고, 운동 의도는

운동 행동에 대한 이들의 영향을 완전 매개 한다는 결과를 밝혀내었다.

흑인 여대생들의 신체활동을 예측하고자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과 단계

변화 이론을 함께 적용했던 Juniper et al. (2004)은 행동 단계에 따라 신

체활동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다른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인지된

장애의 경우 계획 전(precontemplation)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유지

(maintenance)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높았던 반면, 자기 효능감을

포함한 다른 건강 신념들은 계획 전 단계의 사람들이 유지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을 발견하였다. Von Ah et al. (2004)도

대학생들의 다양한 건강 행동에 대한 위협 인식, 인지된 장애, 자기 효능

감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인지된 취약성과 인지된 심각성

의 곱으로 위협 인식 수준을 산출하여 그로 인한 자기 효능감과 인지된

장애, 신체활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건강 행동의 한 종류인 신체활동과

영양 행동에 대하여 자기 효능감과 인지된 장애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낮은 위협 수준에서 자기 효능감은 신체활동과 영양

행동과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있었기에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

록 신체활동에 관한 건강 증진 행동에 더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높은 위협 수준에서는 자기 효능감과 신체활동 간의 관계가

직·간접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인지된 장애가 자기 효능감

과 신체활동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연구

결과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포함한 건강 신념 모형이 위협 인식 및 행동

평가의 선행 변인, 혹은 행동에 대한 직접 변인으로서 건강 신념 모형의

설명력을 높여 모형의 한계점을 완화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중재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Sas-Nowosielski, Grabara, & Hadzik (2013) 역시 391명의 대학생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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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를 바탕으로 젊은 성인들의 신체활동을 예측하는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인지된 효과, 인지된 장애,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신체활동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자기

효능감은 가장 강력한 예측 변인이었던 반면, 건강 위협에 관한 신념들

은 신체활동을 결정하는 유의한 변인이 아니었음을 발견하였다.

Rahmati-Najarkolaei, Tavafian, Fesharaki, & Jafari (2015)는 이란의

Tehran 대학교 학생들의 건강 신념과 심장질환 예방 행동을 예측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 지식, 인지된 심각성, 인지된 장

애, 자기 효능감 변인이 신체활동과 유의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인지된 심각성이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연구 참

여자들의 신체활동의 장애 요인에는 낯선 이들에 대한 공포, 날씨, 그리

고 학교 숙제 등이 있었고, 신체활동의 효과로는 건강상의 효과, 오락으

로써의 효과, 그리고 체중의 정상화 등이 있었다. 저자들은 특히 신체활

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의 역할을 강조하며, 건강 신념 모형의 구성 요인

들이 학생들의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N. A.

Ustun, U. D. Ustun, Isik, & Yapici (2018) 역시 대학생들의 심장질환

및 암의 예방 행동으로서 여가생활 신체활동 참여 행동을 증진하고자 하

였다. 대학생 중 한 달에 최소 3회 체육관에 방문한 학생은 운동 참여

집단으로,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집단으로 구

분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여가생활 신체활동을 예측하는 변

인으로서 인지된 취약성을 제외한 다섯 가지 변인이 사용되었는데 이들

중 자기 효능감 만이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 효능감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비만 예방 행동으로서 체중 관리 행

동 의도를 예측하는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Saghafi-Asl, Aliasgharzadeh, & Asghari-Jafarabadi (2020)는 여대생들

의 건강 신념과 체질량 지수 등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인지된 취약성과

인지된 심각성의 합을 통해 위협 인식의 수준을 계산하였고, 다양한 건

강 신념이 체질량 지수 및 체중 관리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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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협 인식과 인지된 효과, 그리고 운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체중

관리 의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 위협 인식은 행동 촉진 요인과 인

지된 효과, 그리고 운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체중 관리에 미치는 영향

을 매개하는 것을 입증했다.

건강 신념 모형을 통해 신체활동 행동을 예측하고자 한 학자 중 이론

의 구성 변인들의 유의성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를 인지한

이들도 있었다(Gammage & Klentrou, 2011; Almutari & Orji, 2021). 남

녀 대학생들의 고강도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Gammage &

Klentrou (2011)은 여학생들에 대하여는 인지된 취약성과 건강 동기

(health motivation),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남학생들에 대하여는 인지된

장애가 신체활동을 예측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성별의

차이를 고려한 연구와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을 제안하였다. 사

우디아라비아 성인들의 신체활동 예측을 위해 건강 신념 모형을 적용한

Almutari & Orji (2021)는 질병 대신 신체적 무활동의 위협을 측정하였

다. 이들은 연구 결과를 통해 남성의 신체활동에는 인지된 취약성, 인지

된 장애, 자기 효능감이, 여성의 신체활동에는 인지된 취약성과 심각성,

인지된 장애, 자기 효능감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연구 결과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성별과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중

재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건강 신념 모형은 반세기 이상 건강 행동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어 왔

고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상당히 유용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 더욱이, 자기 효능감을 포함한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을

통해 행동의 더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을 적용하여 신체활동 행동을 예측하고자 한 선행 연구들은 이 이론

이 신체활동 예측에 상당히 효과적인 것을 입증해 왔다. 자기 효능감은

독립적 변인으로서, 그리고 이론을 구성하는 변인으로서 다른 어느 변인

보다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자기 효능감이 행동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만의 독특성을 가지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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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또한, 많은 연구들이 이론의 일부 구

성 요소들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변인의 측정 도구나 영향 관

계, 연구 방법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한 이론의 적용과 연구는 이론의 지속적인 발전

과 인간 행동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기여할 것이다.

3. 계획된 행동 이론과 통합된 행동 모형

1) 계획된 행동 이론과 통합된 행동 모형

계획된 행동 이론과 합리적 행위 이론(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Fishbein, 1967)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합리적 행동 접

근법(reasoned action approach)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합리적 행동 접

근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 행동에 대해 가

지는 정보와 신념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고려하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간주

한다(Fishbein & Ajzen, 2010). 이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문화적

배경에서 획득한 경험, 교육,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친

구나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 가치와 신념들을 구성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더하여 개개인이 가지는 특성은 사람들의 경험과 정보,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기억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데, 다양한 사회

적 배경과 개인적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각기 다른 신념을 형성하게 되

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행동에 관한 신념들이 어

떻게 형성되든 이 신념들은 개인이 행동을 수행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기에 중요한 요인이다. 합리적 행위 이론에 인지된 행동 통

제가 추가된 계획된 행동 이론은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성

과를 보였다(Armitage & Conner, 2000). 특히 인지된 행동 통제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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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와 행동 모두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입증하면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았다. 계획된 행동 이론은 행동과 행동 의도,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 간의 관계를 통해 행동을 이해하는 개념

적 틀을 제공하였으며, 흡연, 음주, 약물 복용, 운동, 건강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건강 관련 행동의 예측에는 물론, 이론을 바탕으로 행동을 변

화시키거나 강화하는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효과도 입증해 왔다(J.

D. Fisher, Amico, W. A., Fisher, & Harman, 2008; Ajzen, 1991;

Maddux & Dawson, 2014). 이제는 경영학, 행정학, 환경 과학 등 특정한

환경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전 분야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Bosnjak, Ajzen, & Schmidt, 2020).

계획된 행동 이론이 합리적 행위 이론에 인지된 행동 통제를 추가함

으로써 이론을 발전시킨 것처럼 통합된 행동 모형은 계획된 행동 이론에

기술적 규범(descriptive norm)을 추가함으로써 이론의 정체성을 이어왔

다(Fishbein & Ajzen, 2010). 행동의 이론화에 관심을 두던 학자들은 합

리적 행위 이론과 계획된 행동 이론 이외에도 사회 인지 이론, 건강 신

념 모형, 주관적 문화 이론(the theory of subjective culture, Triandis,

1972), 단계적 변화 모형 등 다양한 이론을 정립하였다(Montaño &

Kasprzyk, 2015). 이러한 이론들은 서로 상호보완적이거나 유사한 특성

을 갖기에 국립 정신건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는 당시에 저명한 이론가였던 Albert Bandura, Marshall

Becker, Martin Fishbein, Frederick Kanfer, 그리고 Harry Triandis에게

여러 행동 이론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Fishbein

& Ajzen, 2010). 이들은 다양한 이론을 하나의 구조로 만드는 것에는 합

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한

변인들의 합이 존재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 1991년 봄, NIMH는 결국

하나의 통합된 이론적 프레임을 마련하기 위한 3일간의 워크샵을 개최하

였고, 당시 이 워크샵에 참석했던 Fishbein과 Ajzen은 Bandura (1977)의

사회 인지 이론과 Becker (1974)의 건강 신념 모형을 바탕으로 의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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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예측된 결과, 사회 규범적 압력(social normative pressure), 셀프 이

미지(self-image), 감정적 반응(emotional reaction), 자기 효능감

(self-efficacy), 그리고 환경적 제약(environmental constraints)의 구성

요소들을 모두 포함한 통합된 행동 모형을 발표하였다(Montaño &

Kasprzyk, 2015; Rhodes, Stein, Fishbein, Goldstein & Rotheram-Borus,

2007; Bhochhibhoya & Branscum, 2018). 이론의 통합은 행동을 결정하

는 다양한 구성 요소들과 그들 간의 프로세스를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정리하여 효율성과 간결성을 높일 뿐 아니라, 행동이나 배경, 인구 집단

등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에 유의미한 과정이다(Hagger,

Cameron, Hamilton, Hankonen, & Lintunen, 2020).

통합 모형(the integrative model, IM) 또는 행동 예측 통합 모형(the

integrative model of behavioral prediction, IMBP)이라고도 불리는 통합

된 행동 모형은 합리적 행위 이론 및 계획된 행동 이론의 바탕이 된 합

리적 행동 접근법의 가장 최신 형태의 이론이다(Montaño & Kasprzyk,

2015; Fishbein, 2008). 통합된 행동 이론은 주관적 규범에 기술적 규범을

더하여 타인의 행동 수행 혹은 미수행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을 의미하는

기술적 규범을 포함하였다. 또한 계획된 행동 이론의 주요 변인인 태도

와 인지된 행동 통제에 정서적 태도와 자기 효능감의 개념을 추가하였

다. 더욱이, 통합된 행동 모형은 계획된 행동 이론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행동 의도와 행동 간에 존재하는 차이(intention-behavior gap)를 줄이기

위한 요인들의 존재 가능성을 인식하였다. 특히 개인이 인지적 요인이

아닌 외적 요인 혹은 인식하지 못한 요인이 행동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

을 줄 것을 가정하여 모형에 포함하였다. 즉, 통합된 행동 모형은 계획된

행동 이론의 주요 변인들을 세분화한 동시에 행동 의도와는 별개로 존재

하는 행동의 직접적 결정 요인들을 추가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다. 통합

된 행동 모형은 적극적 사용이 권장되고 있어 음주, 예방 접종, 약물 복

용, 신체활동 등의 건강 행동에 적용되어왔으나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는

희박한 실정이다(Montaño & Kasprzyk,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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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된 행동 이론의 구성 요소와 측정

(1) 계획된 행동 이론의 구성 요소

계획된 행동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가정은 인간의 행동이 개인의 자발

적인 통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Wang, 2013). 두 이론은 어떤 행

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행동 의도를 행동의 수행에 가장 중요한 결정 요

인으로 여긴다(Montaño & Kasprzyk, 2015). 행동 의도는 개인이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Montaño & Kasprzyk, 2015, pp. 74-75)으로

정의된다. 행동 의도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할 것인지, 행동의 수행을 시도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등

을 반영하는 지표로, 이를 통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동기를 확

인할 수 있다(Ajzen, 1991; Wang, 2013). 계획된 행동 이론과 통합된 행

동 모형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가정은 개인의 행동은 태도, 규범, 그리고

효능에 의해 예측된다는 것이다(Wang, 2013). 계획된 행동 이론의 시초

가 된 합리적 행위 이론은 본래 어떤 목적 또는 행위에 대한 태도에 대

해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이론가들은 태도와

행동 간에 일치성이 낮은 것을 발견하고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서 태도를

삭제하기를 제안했지만, 오히려 Fishbein은 ‘목적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an object)’와 그 목적에 관련한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a behavior)’의 개념을 구분함으로써 행동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

을 입증하였다(Ajzen, 1985; Ajzen, 2012). 태도는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얻게 될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행동 신념을 행동의 수행이 가져

올 결과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Montaño & Kasprzyk, 2015, pp.

74-75). 태도는 종종 정서(affect)의 개념과 혼동되곤 하는데, 태도가 어

떤 대상이나 개념, 행동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데 반해 정서는 구체화

된 대상 없이 일반적인 기분(기쁨, 슬픔 등)이나 다양한 감정적 반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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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두려움, 자부심 등)으로 나타난다(Fishbein & Ajzen, 2010). 태도와

정서는 분명 다른 개념이지만, 태도는 기분이나 정서에 따라 대상이나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오랜

기간 태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이를 통

해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이론을 구성 및 발전시켜왔다.

덕분에 현재 태도는 조직 행동, 정치 행동, 인종 차별 행동 등 상당히 넓

은 범위에서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Fishbein & Ajzen, 2010). 태도는 행

동의 수행이 특정 결과와 관련된다는 행동 신념과 그러한 행동적 결과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형성된다(Montaño & Kasprzyk, 2015). 예를

들어, 신체활동을 하면 체중이 감량될 것이라는 믿음(행동 신념,

behavioral belief)과 체중 감량이 신체활동의 긍정적인 결과라는 판단(결

과 평가, outcome evaluation)은 긍정적인 수단적 태도를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수단적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수단적 태도를

가진 사람에 비해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 관

심을 두었던 학자들은 사람들이 행동을 통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결

과에 대해 내리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

을 발견하였고,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결과 평가는 그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하였다(Von Haeften, Fishbein, Kaspryzk, & Montano, 2000). 이러

한 이유로 통합된 행동 모형에서는 결과 평가를 구성 요인으로서 포함하

지 않고 있으며, 행동의 특성상 반드시 측정되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경

우에만 측정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Montaño & Kasprzyk, 2015).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의도를 예측하는 또 하나의 변인은 주관적 규

범이다. 주관적 규범은 행위자가 타인이 자신이 특정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혹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인식을 의미한다

(Fishbein & Ajzen, 2010, pp. 131). 개인은 중요한 타인이나 집단을 준

거자로 삼고, 그들이 자신의 행동 수행을 찬성 혹은 반대한다는 믿음(규

범 신념, normative beliefs), 그리고 그의 의견을 얼마나 따르고자 하는

지(순응 동기, motivation to comply)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주관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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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을 형성하게 된다. 주관적 규범은 타인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므로

당사자의 실제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이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의 규칙적인 운동 참여를 희망한다고 믿고, 그러한

부모님의 의견에 따르고자 한다면 그는 긍정적인 주관적 규범을 가질 것

이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관적 규범이 태도와 인

지된 행동 통제에 비해 예측력이 다소 떨어져 행동에 대한 규범적 영향

을 완벽하게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Baker, Little, &

Brownell, 2003). 이에 이후 개발된 통합된 행동 이론에서는 타인의 행동

수행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기술적 규범이 추가되었다. 기술적 규범은

특정 문화 속에서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

동에의 규범적 영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평을 받았

다(Bagozzi & Lee, 2002; Fishbein & Ajzen, 2010; Rivis & Sheeran,

2003). 한편, 통합된 행동 모형에서는 준거자들의 의견을 따르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순응 동기가 결과 평가와 마찬가지로 측정의 효용성을

인정받지 못해 제외되었다.

Ajzen (1991)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으로 이루어진 합리적 행위 이론

에 인지된 행동 통제을 추가하여 계획된 행동 이론을 완성시켰다

(Montaño & Kasprzyk, 2015). 인지된 행동 통제는 사람들이 특정 행동

의 수행 가능성을 믿고 행동 수행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Fishbein & Ajzen, 2010, pp. 155). 인지된 행동 통제는 행동을 수행하

기 위해 발생가능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행동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의 이용, 기술, 기회, 자원 등을 모두 설명한다. 합리적 행

위 이론은 신체활동과 같은 자발적인 행동을 예측하고자 개발되었지만,

인간이 스스로의 행동을 완전히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남아 있었다(Fishbein & Ajzen, 2010). 인지된 행동 통제는 이러

한 한계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의 행동은 행동의 동기와 통제 능력

의 결합을 통해 결정된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포함되었다. 즉, 합리적

행위 이론이 개인의 내부적 동기에 집중하였다면, 계획된 행동 이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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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된 행동 통제를 추가함으로써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까지도 고려한 것이다(Montaño & Kasprzyk, 2015; Buchan,

Ollis, Thomas, & Baker, 2012). 인지된 행동 통제는 개인이 행동을 수

행하는데 존재하는 촉진 요인(facilitators) 또는 장애 요인(barriers)의 존

재에 대한 믿음인 통제 신념(control beliefs)과 이들 요소의 영향력을 의

미하는 인지된 힘(perceived power)에 의해 결정된다. 통제 신념은 행동

에 관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외부 정보나 주변인

들을 통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기도 한다(Ajzen, 1991; Montaño &

Kasprzyk, 2015).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나 자원이 많고 행동의 기

회가 다양할수록, 예상되는 장애 요인이 적을수록 행동에 대한 통제는

강해질 수 있다.

(2) 계획된 행동 이론의 구성 요소의 측정

가. 직접적 측정 방법

Fishbein & Ajzen (2010)은 행동 의도와 근본 신념들, 그리고 행동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 구성 변인들을 측정하기 위해 특정 행동에 관해 행

위(action)와 목표 행동(target behavior), 상황(context), 시간(time)을 구

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면, 앞으로 한 달간(시간) 피트니스 센

터에(상황) 가서(행위)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목표 행동)에 관해 태도

와 주관적 규범, 그리고 행동 통제 인식을 측정할 수 있다. 이는 변인 간

측정의 일치성과 호환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통일된

개념을 사용하면 이들 요인의 변화를 통해 여러 가지 행동에 관해 예측

하고 관련한 변인 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계획된 행동 이론 및 통합된 행동 이론을 적용한 신체활동 연구에서

변인들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신체활동의 정의와 질문을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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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다.

계획된 행동 이론과 통합된 행동 모형을 적용한 연구에서 구성 변인

의 측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하나는 직접적 측

정 방법(global measure or direct measure)으로, 5점 또는 7점으로 구성

된 양극성 척도(bipolar scale)를 통해 이론의 구성 요인들을 측정할 수

있다. 직접적 측정 방법은 Ajzen (2002)이 계획된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한 문항을 활용하여 각각의 변인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행동 의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세 가지 문항이 제시되었고 이들의 평균을 산출하여 개

인의 행동 의도를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는 다음 한 달간 매일

최소 30분 트레드밀 위에서 걸을 의도가 있다”, “나는 다음 한 달간 매

일 최소 30분 트레드밀 위에서 걷기를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

음 한 달간 최소 30분 트레드밀 위에서 걸을 계획이 있다”라는 문항을

사용할 수 있다. 태도와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 역시 직접적 측

정 도구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태도는 “다음 한 달간 매일 최소 30분

트레드밀 위에서 걷는 것은 나에게 다음과 같다”라는 질문을 통해 해롭

다(harmful) 혹은 유익하다(beneficial), 즐겁다(pleasant) 혹은 즐겁지 않

다(unpleasant), 좋다(good) 혹은 나쁘다(bad), 쓸모없다(worthless) 혹은

가치 있다(valuable), 즐길 만하다(enjoyable) 혹은 즐길 수 없다

(unenjoyable) 등으로 측정된다. 주관적 규범은 “나에게 중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다음 한 달간 최소 30분 트레드밀 위에서 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과 “나는 다음 한 달간 최소 30분 트레드밀 위에서

걷도록 기대받는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들의 의견을 나는

따를 것이다”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인지된 행동 통제의 직

접적 측정은 사람들이 행동을 수행할 자신감(self-efficacy)이나 통제 가

능성(controllability)을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다음 한 달

간 최소 30분 트레드밀 위에서 걷는 것은 나에게 불가능하다

(impossible)” 혹은 “만약 내가 원한다면 나는 다음 한 달간 최소 30분

트레드밀 위에서 걸을 수 있다” 등의 문항과 “당신은 다음 한 달간 최소



- 44 -

30분 트레드밀 위에서 걷는 것을 얼만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직접적 측정 방법은 행동의 종류와 관계없

이 공통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기에 연구에 편리한 한편, 행동

의 발생과 관련한 인지 과정에 대한 구체적 이해 및 대상의 특성을 정확

히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Down &

Hausenblas, 2005).

나. 핵심 신념을 활용한 간접적 측정 방법

간접적 측정 방법(measures of salient beliefs or indirect measure)은

연구의 대상 집단에서 수행된 도출 조사를 통해 밝혀진 행동에 대한 핵

심 신념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간접적 측정 방법은 직접적 측정 방법과

도 높은 상관을 갖는 동시에 행동의 근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통찰을 제

공한다(Ajzen & Fishbein 1980). 계획된 행동 이론과 통합된 행동 모형

은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를 결정하는 근본 신념(underlying beliefs)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한다. 이러한 신념들은 다양한 행동과 그에 관한

의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 행동에 관한 구체적인 신념을 확인하

는 절차는 매우 중요하다(Montaño & Kasprzyk, 2015). 도출 조사는 행

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 원인까지도 밝혀낼 수

있다.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신념들을 구체적으

로 확인하면 그들의 필요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그에 따

라 결과의 효용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Middlestadt (1996)은 그의 연

구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도출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그에 따르면 도출 조사는 질적인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연구의 모집

단이 사용하는 언어와 용어, 단어들을 발견하게 해주며, 이를 활용한 메

시지 또는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은 신체활동에 대한 태도 및 의도 변화

에 효과적이다(Ajzen, 2003; Hardeman et al., 2002; Middlestad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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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주관적 규범, 인지된 통제의 예측력은 건강 행동의 종류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동일한 행동에 대하여도 행동의 수행자와

배경에 따라 신념에 차이가 나타나며, 그에 따른 전략이 요구된다

(Fishbein, 2008; Von Haeften et al., 2000; Montaño & Kasprzyk,

2015). 심지어는 행동의 목적이 유사하더라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

체적인 행동이 다르면 그에 따라 관련된 핵심 신념들이 다르게 구성되기

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은 태도와 규범, 인지된 통제 변인만으로

는 관련 행동과 대상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Fishbein & Ajzen, 2010; Fishbein & Cappella, 2006). 핵심 신념들을

확인하기 위한 도출 조사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으면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적절한 판단이 불가하여 행동 예측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효과적인 행

동 변화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다

(Montaño & Kasprzyk, 2015). 따라서 대상 행동을 구체화하고, 그에 대

해 대상 집단이 가지는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인지된 통제에 선행되

는 내재된 핵심 신념들을 먼저 밝혀야 한다(Fishbein, 2008). 계획된 행

동 이론과 통합된 행동 모형은 본래 서구 사회를 바탕으로 개발된 이론

으로, 타 문화권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하지만, 도출 조사

과정을 거치면 이론의 범문화적 적용이 가능해진다(Airhihenbuwa &

Obregon, 2000). 실제로 두 이론은 50개 이상의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되

어 왔기에 이론의 적용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도출 조사 과정을 정확히 따르지 않거나 이를 무시한 채 연구를 진행한

다면, 연구의 실패와 이론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Fishbein

& Ajzen, 2010; Middlestadt, 2012).

도출 조사는 행동 의도 및 행동에 대한 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한 본 연구(main study)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권장되고 있지만, 이

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후속 연구의 수행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

다(Down & Hausenblas, 2005). Montaño & Kasprzyk (2015)와 Francis

et al. (2004)은 계획된 행동 이론의 측정 도구와 절차, 방법, 대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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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명했다. 그들은 먼저, 도출 조사를 위해 임의 추출(random

sampling) 방법을 통해 연구 대상의 모집단 속한 응답자 중 약 25명을

선택할 것을 제안했다. 과 도출 조사 참여자들에게는 행동 신념, 규범 신

념, 그리고 통제 신념을 알아보는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행동에 관한

신념이나 감정 등을 묘사할 것을 요청한다. 이때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

여 질문할 것을 권장한다. 조사자들은 수집된 응답을 행동 신념, 규범 신

념, 통제 신념으로 구분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내용 분석을 통해 5-10가

지의 주요한 핵심 신념들을 결정한다(Ajzen & Fishbein, 1980). 도출 조

사를 통해 선정된 핵심 신념은 본 조사에서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되어

응답자들의 각 신념을 측정하게 된다. 행동 변화를 위한 메시지 전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Yzer (2012)은 합리적 행동 접근법을 근거로 도출된

핵심 신념을 활용한 행동 변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태도의 간접적 측정 방법은 기대-가치 이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것으

로, 특정 행동의 수행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주관적 확률을 계산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Ajzen, 1991). 리커트 척도를 통해 연구 대상의 행동

신념과 결과 평가를 측정하고 두 값을 곱하여 산출한다(Scott et al.,

2011; Fishbein & Ajzen 1975). 예를 들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즐

겁다는 믿음, 건강을 증진한다는 믿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믿음이 각

각 결과 평가의 값과 곱해져 평균을 산출하면 그 사람의 신체활동에 대

한 태도를 추정할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은 준거자 각각에 대한 규범 신

념과 그 의견에 대한 순응 동기를 측정하여 두 값을 곱해 얻은 평균을

통해 산출된다. 예를 들면, 부모님 또는 친구에 대한 규범 신념은 각 신

념에 대한 순응 동기와 곱해지고 두 신념의 평균값이 주관적 규범을 평

가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인지된 행동 통제는 행동의 수행을 돕거나 방

해하는 요인에 대한 통제 신념과 각 요인의 영향에 대한 인식인 인지된

힘을 통해 추정된다. 예를 들어, 신체활동 참여의 통제 신념이 비용 및

운동 파트너라면 각 통제 신념에 대한 인지된 힘이 곱해져 두 변인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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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을 통해 인지된 행동 통제를 추정하게 된다.

그림 2. 계획된 행동 이론

(3) 신체활동 참여에 관한 선행 연구

계획된 행동 이론은 신체활동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 온 이론이

다. 그러나 여전히 도출 조사를 활용하여 연구를 설계한 연구는 그리 많

지 않다(Lin & Roberts, 2020). 1975년 이후 발표된 47개의 논문 가운데

도출 조사를 포함한 계획된 행동 이론 연구들을 리뷰한 Downs &

Hausenblas (2005)은 92%의 연구가 참여자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

를 제공하지 않았고, 55%의 연구가 도출 조사를 위한 측정 도구와 절차

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계획된 행동 이론

연구는 다양한 연구 방법과 절차가 혼합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처럼

도출 조사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많은 연구자들의 혼란을 일으킬 수 있

다. 실제로, 청소년 암 생존자들의 신체활동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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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ats, Culos-Reed, Courneya, & McBride (2007)는 도출 조사를 통해

14개의 행동 신념과 8개의 규범 신념, 그리고 7개의 통제 신념을 수집하

였으나, 정작 인지적 요소와 신체활동 의도 및 행동과의 관계를 검증하

는 데는 핵심 신념들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별도로 측정된 인지적 변인

들을 분석에 사용하여 구분된 결과를 제시했다.

임신부 및 성인 여성들의 운동 행동에 관한 핵심 신념을 비교한

Hausenblas, Giacobbi, Cook, Rhodes, & Cruz (2011)은 신체활동의 신념

은 두 집단에서 일치했으나, 일반 여성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신념이 일

치했던 반면, 임신부의 경우 임신 주기 및 시기에 따라 핵심 신념들이

변화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임신 초기에는 신체활동의 단점으

로 메스꺼움을 언급했으나 3개월 후에는 체중과 신체 사이즈의 증가를

언급하였다. 그뿐 아니라, 임신부들은 일반 여성들과는 달리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중강도 신체활동의 참여가 감소하여 집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sher et al. (2016)은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의

효과와 장애 요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도출 조사를 수행했다. 이

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장애 요인은 피로였고, 이외에도 나이, 통

증, 호흡곤란, 동반 질환, 시간 부족 등이 흔한 장애 요인이었다. 한편,

이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 향상, 건강 증진, 체중의 유지 및 감소, 그

리고 심리적 혜택 등을 얻을 수 있다고 응답했다. 저자들은 이 결과를

활용하여 카이스퀘어 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해 이 같은 신념

을 인지한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과 신체활동 참여에 차이를 갖는 결

과를 보여주었다. Kim, Eys, Robertson-Wilson, Dunn, & Rellinger

(2019)는 주관적 규범이 이론의 다른 변인들에 비해 약한 예측인자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관적 규범의 직접적 측정 방법과 규범

신념에 대한 도출 조사를 수행한 간접적 측정 방법의 결과를 비교하였

다. 그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통해 주관적 규범의 직접적 측정 도구를

사용하는 대신 준거자들에 대한 도출 조사를 하고 각 준거자들에 대한

순응 동기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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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리뷰한 Downs & Hausenblas

(2005)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들이 신체활동에 대하여 가지는 행동 신념

에는 체력 향상, 체중 관리, 외모 등이 있었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

한 기대가 가장 빈번히 보고되었다. 한편, 사람들은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경험하게 될 부상이나 통증, 혹은 질병 등의 건강 문제의 발생을 우려하

고 있었다. 규범 신념으로는 가족, 친구, 이성 친구가, 통제 신념으로는

건강 상태, 시설에의 접근성, 동기 및 에너지 부족, 사회적 지지 부족 등

이 보고되었다. 이들은 편의성, 즐거움, 사회적 지지에 대한 통제 신념과

인지 요인 간의 관계가 특히 강력한 결과를 발견하며 도출 조사의 필요

성을 강조하였다. Hamilton & White (2011)은 어린이들의 아이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행동 신념, 규범 신념, 통제 신념 모두는 부모의 신체활동

의도 및 행동과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었고 성별에 따른 차이는 매우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된 핵심 신념 중 다수가 신체활동 의도를 설명

하는데 기여했던 한편, 실제 행동에 대하여는 함께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범 신념만이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다른 일들을 방

해한다는 핵심 신념과 시간 부족, 불편함, 동기 부족의 통제 신념이 유의

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공군들을 대상으로

수영, 걷기, 달리기, 댄스, 사이클, 팀 스포츠에 관한 행동 신념을 조사한

Scott, Eves, Hoppé, & French (2011)은 즐거움, 심장 건강 증진, 그리고

체력 증진이라는 세 가지 행동 신념을 확인했다. 이들 중 즐거움은 댄싱,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나머지 두 신

념은 유의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Arevalo & Brown (2019)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인력 중 만 18세 이상의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조직화 된 운동

에 관한 도출 조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직원들의 행동 신념에

는 신체 건강의 향상, 체중 감량, 체형의 유지 등이 있었고, 가족 구성원

에 대한 규범 신념과 대중교통의 부족, 시간 부족, 거리, 비용 등의 통제

신념이 핵심 신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념들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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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지된 행동 통제로써 행동 의도를 예측하는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변인 중 태도와 인지된 행동 통제는 조직화 된 운동의 참

여 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소방 공무원들

의 체력단련 행동을 설명하고자 한 Lee et al. (2020)은 도출 조사를 통

해 이들의 체력단련에 대한 핵심 신념을 조사했다. 그에 따르면 이들은

체력의 향상, 피곤함, 부상 위험, 시간 소비에 대한 행동 신념과 가족 구

성원, 동료에 대한 규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운동 시설, 운동 파

트너, 시간 부족, 컨디션 등이 통제 신념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체력 향

상과 시간 소비에 대한 행동 신념, 그리고 동료들에 대한 규범 신념이

이들의 체력단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Gray (2011)는 과체중 및 정상 체중의

대학생들에게서 도출 조사를 실시하여 두 집단의 핵심 신념에 차이가 있

는지 밝히고자 했다. 그 결과, 두 집단의 학생들이 신체활동에 대하여 가

지는 행동 신념에는 차이가 없었던 한편, 통제 신념에는 차이가 나타났

다. 정상 체중의 대학생들은 운동하는 친구가 있는 것이 주요한 요인이

었으나, 과체중 학생들은 운동 동기가 가장 중요했다. 이들은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두 집단에게 차별화된 메시지와 프로그램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했다. 두 집단에서 공통적이었던 통제 신념은 시간이었기 때

문에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신체활동을 위한 시간 관리

및 시간 절약에 대한 메시지 전략을 사용할 것을 제시했다. Ajzen &

Driver (1991)는 메사추세츠 대학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에 관

한 도출 조사를 실시하고, 신체활동 의도 및 행동에 대한 이들의 예측력

을 조사하였다. 저자는 도출 조사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참여하는 여

가 활동(등산, 카누잉, 서핑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에 관한 핵

심 신념, 여가 생활 신체활동, 그리고 행동 의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서적 신념 및 수단적 신념, 규범 신념, 그리고 통제 신념 모두 신체활

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얻어 핵심 신념이 대학생들의 신체활

동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임을 발견하였다. Cowie & Hamilton (2014)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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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처음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First-in-family)의 규칙적인 신

체활동에 관한 핵심 신념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17

세부터 54세로 구성되어 이들이 신체활동에 대하여 가지는 핵심 신념은

매우 다양하였다. 이들이 보고한 9가지의 행동 신념, 8가지의 규범 신념,

그리고 7가지의 통제 신념 가운데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는 핵심 신념들

을 바탕으로 단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 가지 행동

신념(신체활동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과 한 가지 규범 신념(학

교 밖의 친구들), 그리고 3가지 통제 신념(비용, 동기 부족, 시간 부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홍콩 대학생들의 걷기 행동을 예측하고자 한 Sun et al. (2015)은 9가지

행동 신념과 3가지 규범 신념, 그리고 2가지 통제 신념을 확인하였고, 이

를 활용하여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를 잠재 변인을 구성한

구조 방정식 분석을 통해 인지된 행동 통제 변인이 걷기 의도에 가장 중

요한 결정 요인임을 발견하였다. Newsome, Gilliard, Phillips, & Dedrick

(2021)은 포커스 그룹을 통해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관한 신념을 조사

하고, 모바일을 활용하여 중재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규범이 신체활동에 대해 약한 영향 관계에 있다고 여겨진 것과

달리 룸메이트나 또래 친구 등 대학생들의 운동 파트너에 대한 인식은

이들의 신체활동의 잠재적인 촉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은 통제 신념으로서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신체활동

참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계획된 행동 이론은 신체활동 분야에서 다양한 집단의 행동

을 설명해왔다. 최근에는 연구자들이 도출 조사의 중요성 인지하고 연구

적 노력을 기울인 덕에 측정 도구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합의도 꽤 이

루어진 것 같다. 그러나 여전히 권장되는 연구 절차의 전체가 아닌 도출

조사의 결과만을 보고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Horne, Skelton,

Speed, & Todd, 2014; Kosma & Cardinal, 2015; Middlestadt, 2012). 도

출 조사를 통해 연구의 대상이 신체활동에 대해 가진 신념을 조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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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신체활동 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는 과정은 신체활동의 효과적인 증진을 위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행동 신념, 규범 신념, 통제 신념 중 일부만을

고려한 연구(French et al., 2005; Kim et al., 2019), 행동에 대해 개별

신념이 아닌 태도와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의 영향만을 조사한

연구(Arevalo & Brown, 2019; Keats et al., 2007), 행동은 제외된 채 행

동 의도에 대한 영향만을 분석한 연구(Kim et al., 2019; Lowe, Bennett,

Walker, Milne, & Bozionelos, 2003) 등은 신체활동 행동을 예측하는 핵

심 신념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3) 통합된 행동 모형의 직접적 행동 결정 요인

(1) 행동-의도 간 차이(the intention-behavior gap)에

대한 논의

계획된 행동 이론과 통합된 행동 이론에서는 행동 의도가 행동의 실

행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 개인에게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면 행동의 수행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Montaño &

Kasprzyk, 2015). 하지만 두 이론을 바탕으로 행동에 대한 의도의 효과

를 조사한 이전의 연구들은 의도에 대한 인지적 변인들의 예측 타당성에

비해 행동을 설명하는 의도의 예측력이 충분히 강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

였다(Chatzisarantis & Hagger, 2005; Gomes, Gonçalves, Maddux, &

Carneiro, 2018; Rebar, Maher, Doerksen, Elavsky, & Conroy, 2016;

Rhodes & Dickau, 2012, 2013; Wing Kwan, Bray, & Martin Ginis,

2009). 도출 조사를 활용한 중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

구를 수행한 Chatzisarantis & Hagger (2005)는 젊은 성인들 83명을 대

상으로 도출 조사를 한 결과, 이들이 신체활동에 대해 즐거움, 건강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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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술의 향상, 부상, 열 발생과 땀 배출 등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적용한 설득 메시지에 노출된 참여자들은 핵심

신념을 활용하지 않은 메시지를 접한 참여자보다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

성되었고 행동 의도가 강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영

향이 실제 신체활동 참여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동일한 중재 프로그

램이라 할지라도 신체활동의 의도와 행동에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학교 신입생들의 신체활동에 관해 연구한

Wing Kwan et al. (2009)은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 의도는 일관되게 강

하게 나타난 반면, 높은 의도를 가진 학생들조차 신체활동 참여는 활발

하게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는 사

람들의 운동 행동을 연구한 Gomes et al. (2018) 역시 인지적 요인들이

의도의 82%를 예측했던 반면, 행동에 대하여는 10%밖에 설명하지 못하

는 차이를 발견하였다. 그는 다양한 행동에 대한 계획된 행동 이론의 가

치에도 불구하고 운동 행동보다 운동 의도를 잘 예측한다고 밝힌 선행

연구들을 언급하며, 행동을 예측하는 데 있어 의도만으로는 부족함을 설

명하였다. Rebar et al. (2016)은 걷기 혹은 중강도 신체활동에 비해 고

강도 신체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가 강력한 결

과를 제시하며 신체활동의 강도에 따라 중재 프로그램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Rhodes & Dickau (2012, 2013)는 신체활동에 관한

실험 연구를 통해 의도와 행동 간 차이에 관한 메타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결과, 연구 참여자의 50% 만이 긍정적인 의도를 실제 신체활동으로 옮

기는 것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을 예측하는 의도의 효과

크기가 매우 작은 결과를 통해 (d=0.15) 연구자들에게 의도와 행동 간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의도와 행동 간 불일치로 인해 계획된 행동 이론은 비판과 논

란을 마주하게 되었고 학자들은 이에 관한 논의를 이루었다(Ajzen,

2011; Sheeran & Webb, 2016; Rhodes & Dickau, 2012, 2013). 이 중

Sheeran & Webb (2016)은 의도와 행동 간에 나타나는 차이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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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 번째는 목표의 성격(goal dimensions)

으로, 일반적이거나 모호한 목표보다는 구체화 된 목표가 의도의 행동

성취 가능성을 높이는데, 만약 그 목표가 지나치게 긍정적일 경우 행동

으로의 성취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의도의 근원

(basis of intention)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동 의도를 결정

한다고 알려진 태도나 규범과 같은 선행 변인들은 행동의 가능성에 영향

을 줄 수 있는데, 한 예로 행동 수행에 대한 느낌인 정서적 태도보다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생각인 인지적 태도가 행동의 예측력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도덕적 의무감이나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후회에 대

한 예상으로 의도의 행동 가능성이 커지기도 하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통해 의도한 행동이 아닌 의도치 않은 행

동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으로

인해 행동을 성취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스스로에게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

다(Sheeran & Orbell, 2000). Sheeran & Webb이 제시한 의도-행동 간

차이의 세 번째 원인은 의도의 속성(properties of intention)이다. 의도에

는 방향(direction)과 강도(intensity)가 존재하는데, 사람들의 동기가 방

향이나 강도로 표준화된 측정 도구에 의해 완전히 설명되지 못하기 때문

에 의도와 실제 행동 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도는 접

근성(의사 결정에 대한 정신적 표현과 행동 간의 관계의 강도,

accessibility), 확실성(최종적인 행동 결정에 대한 자신감, certainty), 그

리고 시간적 안정성(시간이 경과에 따른 의도의 일관성, stability)이라는

속성을 가지는데, 사람들의 행동은 의도의 이러한 속성들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의도의 안정성은 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서 태도나 규범과 같은 다른 관계까지도 중재하는 가장 강력한 중재자라

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Ajzen, 2011; Cooke & Sheeran, 2013; Godin

et al., 2010). 개인의 의도가 안정적일 경우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해 의도

와 행동간 일치성이 높게 나타나며, 변인들을 측정하는 도중 시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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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변화들이 행동에 대한 의도의 예

측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학자들은 선행 연구

를 통해 행동과 행동 의도 간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과 이들 사이에 존재

하는 이외의 요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2) 행동의 직접적 결정 요인

계획된 행동 이론을 통해 발견된 행동 의도와 행동 간의 차이를 좁히

기 위해 학자들은 연구적 시도를 수행해왔고,다. 이를 위해 계획

(planning, Conner, Sandberg, & Norman, 2010), 동기부여 전략

(Prestwich & Keller, 2010), 자기 규제(self-regulation)적 요인

(Gollwitzer, 1999; Schwarzer, 2008; Sniehotta, 2009)과 과거 행동(past

behavior) 및 습관(habits, Gardner, de Bruijn, & Lally, 2011), 자기 정

체성(Sparks & Guthrie, 1998), 자기 효능감(Godin et al. 2010;

Luszczynska & Haynes, 2009), 감정(emotion, Mohiyeddini, Pauli, &

Bauer, 2009), 성격(Rhodes & Courneya, 2003) 등 다양한 변인을 활용하

였다. 특히 최근 연구자들은 계획, 동기부여, 자기 규제 등과 같은 자발

적 과정(volitional process)과 습관 등의 무의식적 과정(automatic

process)의 역할에 관심을 두고 있다(Gardner et al., 2011; Hagger &

Chatzisarantis, 2014; Rhodes & de Bruijn, 2013). 한 예로, 운동 행동과

의도 간의 관계에서 계획의 중재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던 Conner et al.

(2010)은 개인이 가진 의도의 수준에 따라 운동 행동에 대한 계획의 영

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강한 의도를 가

진 사람들은 약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 운동 계획의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즉, 개인의 신체활동 의도에 관해 수집된 정보는 행동 수행에

대한 계획의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다.

계획된 행동 이론을 개발한 Ajzen (2011) 역시 사람마다 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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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의 예측 타당성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개인이 가진 행동 통

제 능력이 다르기에 행동에 대한 실제적인 통제 능력이 부족한 개인의

경우 행동에 대한 의도의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Ajzen, 2011). 그

는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사용된 변인들 이외의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하지만 그는 이론에 변인을 추가하는 것을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과정으로 여겼다(Ajzen, 2011; Rhodes, Courneya, & Jones,

2003). Fishbein & Ajzen (2010)과 Ajzen (2011)은 이론에 변인들을 추

가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추가적인 변인

들은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대상, 행동, 상황, 시간 등에 관하여 구체적

으로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의도와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으

로서 인과적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론을 구성하고

있는 기존의 변인들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독립적인 변인이어야 하

고, 잠재적으로 사회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행동 의도나 행동에 대한 예측

력이 일관되게 향상되어야 한다고 했다. 통합된 행동 모형의 직접적 행

동 결정 요인이 변인으로써 이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이론을 구성하는 변인으로써, 혹은 특정 행동에 대

한 예측 변인으로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는 이루어져 왔다(Lott

et al., 2020; Rossman, 2013; Branscum & Fairchild, 2015).

통합된 행동 모형에서 행동 의도와 행동 간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한

변인은 행동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knowledge and skills to perform

behavior), 행동의 현저성(salience of behavior), 습관(habits), 환경적 제

약(environmental constraints)이다(Jaccard, Dittus, & Gordon, 2002;

Montaño & Kasprzyk, 2015). Jaccard, Dittus, & Gordon (2002)은 행동

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행동 의

도를 결정하는 인지적 요인이나 신념, 자기 효능감 등을 통한 것이고, 다

른 하나가 통합된 행동 모형의 바탕이 된 직접적 결정 요인들을 통한 것

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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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통합된 행동 모형

행동의 직접적 결정 요인 중 첫 번째는 행동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

술 또는 실제적 기술(actual skills)이다. 통합된 행동 모형에서 지식과

기술은 행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실질적인 능력을 의미한다(Fishbein

& Ajzen, 2010). 통합된 행동 모형에 따르면 행동 의도를 가지는 개인이

라고 할지라도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행동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기

술이 없다면 행동은 실행되지 않는다(Fishbein & Ajzen, 2010; Chance,

Gorlin, & Dhar, 2014; Dai & Harrington, 2020). 휠체어 사용자들의 신

체활동 행동에 관한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통합된 행동 모형의 변인을 조

사한 Mason, Gerling, Dickinson, & De Angeli (2019)는 휠체어 사용자

들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활동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해당 활

동을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휠체어 사용자들

의 신체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운동 수행 방법에 대한 지식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막 휠체어를 타기 시작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신체

활동을 위해 필요한 능력을 점진적으로 길러주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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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식습관에 관해 연구한 Chance et al. (2014)은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나쁜 식습관을 형성하는 현상으로 인해 미

국 사회에 비만이 만연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바람직한 행

동을 추구하면서도 실제로는 반대되는 행동을 취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

이다. 사람들이 권장되는 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의 집중력이나 의

지 등 어느 정도의 노력이 요구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외의 유혹들

에 대항하는 건강한 행동을 성취하기에 실제적인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

하여 행동과 의도가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궁경부암 검사 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 역시 여성들이 자궁경부암 검사 방법 및 건강 관리 시

스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경우, 의지가 있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했고 이는 암 검사 행동의 가장 흔한 장애 요인이라고

했다(Lott et al., 2020). 남성 동성애자들이 HIV 예방약(PrEP) 섭취를 시

작하는데 필요한 잠재적 기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던 Dai &

Harrington (2020)도 라벨 해석 능력, HIV/AIDS에 대한 지식, 그리고

PrEP에 대한 지식을 통해 행동에 대한 실제적 기술의 역할을 밝혀내고

자 하였다.

둘째는, 개인의 삶에서 다른 행동에 우선하여 개인의 생각, 감정, 행

동을 지배하는 행동의 특성을 의미하는 행동의 현저성이다(salience of

behavior), Becker, 1974; Charlton & Danforth, 2007). 신체활동 분야에

서는 이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중독 행동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Brown (1993), Charlton & Danforth (2007),

Griffiths (1996)는 개인이 가진 현저성이 도박이나 게임, 약물복용과 같

은 중독 행동을 지속하게 하는 특성으로 보았다. 행동의 현저성은 행동

을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 같은 행동을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음을 반영하

기에 절대적 개념이 아닌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는, 개인이 행동을 실행하는 데 방해되는 환경적 제약 요인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Fishbein & Ajzen, 2010). 다시 말하면, 행동의 실

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동 수행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을 증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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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환경적 제약 요인을 극복 및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Fishbein, 2000). Fishbein & Ajzen (2010)은 지식 및 기술과 함께 환경

적 제약이 행동 의도와 행동의 관계를 중재하는 실제적 통제(actual

control) 변인이라고 하였다. Dai-Harrington (2020)은 PrEP를 섭취하는

데 발생하는 환경적 제약의 측정을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실제로 행동을

수행과 관련하여 경험한 외부적 장애 요인을 조사했다. 이들이 도출 조

사를 통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게이 남성들이 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

하는 것과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 즉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환경

적 제약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저자는 행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

해서는 행동 수행에 대한 강력한 긍정적 의도를 형성하는 것, 행동 수행

을 불가능하게 하는 환경적 제약 요인들이 없는 것, 그리고 행동을 수행

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습관(habit)은 과거 행동에서 비롯되어 어떤 행동이 요구

되는 상황에서 다소 자동적으로 발생되는 숙련된 행동을 의미한다

(Triandis, 1980; Verplanken & Melkevik, 2008). 습관은 주로 안정적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실행되며, 행동 의도가 낮을 때에도 과거의 행동

에서 비롯된 습관으로 행동이 수행될 수 있다(Triandis, 1980). 습관의

정의 및 행동에의 영향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에 혼동이 있었다(Rhodes,

de Bruijn, & Matheson, 2010).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습관을 과거 행동

과 동일한 개념으로 판단해 과거 행동(past behavior)의 경험이나 빈도

의 측정을 통해 습관의 역할을 검증했다(Gaston & Cramp, 2011;

Ouellette & Wood, 1998; Sutton, 1994). 한편, Fishbein & Ajzen (2010)

은 습관은 단순히 행동의 빈도나 경험보다는 미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습관의 강도(habit strength)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Marchant, Bonaiuto, F., Bonaiuto, M., & Guillet Descas (2021)은 습관

은 의도적인 행동으로 시작되어 반복적인 행동으로 발전되고, 심지어는

어떠한 의도나 통제력, 혹은 인식의 부재 속에서 자동적인 행동으로 이

어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습관은 행동의 지속적인 수행에 유의미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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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Gardner, de Bruijn, & Lally, 2011;

Sheeran & Webb, 2016). 특히 신체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습관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고 그 효과도 입증되어 왔다(Gardner et

al., 2011; Hagger, 2019). 통합된 행동 모형이 개발된 후에도 습관은 이

론의 구성 요소로써 다루어지기보다는 독립적인 행동 예측 변인으로써

관심을 받았다(Lott et al., 2020; Verplanken & Melkevik, 2008). 신체활

동 행동에 대한 습관의 역할이 검증됨에 따라 단순히 행동의 예측 인자

중 하나로 다루기보다는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습관을 형성하거나 그 강도를 높이는 전략에 관한 연구, 습관을 중심으

로 한 이론의 개발 및 통합 연구, 측정 도구의 개발 연구의 필요성을 요

구하고 있다(Hagger, 2019).

Yzen (2012)은 행동 수행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의지를 갖

게 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의도

를 제외한 네 가지 변인들에 대한 중재를 통해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통합된 행동 모형은 개발된 지 10년

이상 흐른 지금까지도 이전 모형인 계획된 행동 이론에 비해 활용 빈도

가 매우 낮다. Jaccard, Dodge, & Dittus (2002)가 네 가지 변인의 존재

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Fishbein & Ajzen

(2010)이 반영한 행동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환경적 제약만을

연구에 적용했다(Branscum & Fairchild, 2019; Ho et al., 2019; Lott et

al., 2020). 나머지 변인들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습관은

Self-Report Habit Index (SRHI, Verplanken & Orbell, 2003),

Self-Report Behavioural Automaticity Index (SRBAI), Habit Index of

Negative Thinking (HINT, Verplanken & Velsvik, 2008) 등의 측정 도

구가 개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습관의 개념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SRHI 마저도 통합된 행동 모형의 다른 변인들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 변

인으로써 독립성이 손실될 우려가 있다. 특히 개인에게 그 행동이 얼마

나 중요한지 묻는 문항(“that’s typically me.”, “that makes me f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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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rd if I do not do it”, “that would require effort not to do it.”, “I

would find hard not to do.”)은 행동의 현저성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렵

다.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해 통합된 행동 모형의 네 가지 구성 변인의

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매우 부족하다. 친환경 소비 행동을 예측하고자

한 Siddique, Saha, & Kasem (2021)은 방글라데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네 가지 직접적 결정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친환경 행동의 현저

성과 습관은 친환경 소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반면 지식과 환

경적 제약은 그렇지 못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친환경 지식은 환경 오

염 및 지속가능한 소비에 관한 문항을, 습관은 불필요한 소비 경험과 같

은 과거 행동에 관한 문항을 사용해 이론이 의도한 바를 정확히 반영하

지는 못했다. Ronny & Bandjuka (2022)는 인도네시아 Makassar 거주자

들의 깨끗한 물의 수요 행동을 예측하고자 통합된 행동 모형을 적용했

다. 저자들은 거주자들이 이용하는 물의 공급원에 따라 집단을 구분해

분석한 결과, 이용하는 공급원에 따라 깨끗한 물의 수요 행동의 결정 요

인에 차이가 있었다. 즉, 거주자들의 깨끗한 물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용하는 물의 공급원을 고려하여 중재의 대상이 되는

변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역시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를

밝히지 않아 변인들의 개념을 정확히 반영했는지 알 수 없다. 이같이 통

합된 행동 모형의 네 가지 직접 변인들은 아직까지도 개념과 측정 도구,

변인 간 관계 등에 대하여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완성된 이론

으로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인다. 현 상황에서 불완전한 형태의

모형 전부를 사용하기보다는 각 변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측

정과 검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우선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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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활동 참여에 관한 선행 연구

신체활동 분야에서는 통합된 행동 모형의 직접적 결정 요인의 역할이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신체활동에 대한 습관의 영향을 검증하고

자 한 연구는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행동 모형의 구성 변인

으로써 나머지 세 변인과 함께 연구가 이루어진 사례는 매우 소수이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 행동을 이해하고자 통합된 행동 모형을

적용한 Branscum & Fairchild (2019)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환경적 제

약만을 연구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이들은 도출 조사를 통해 두 종류의

신체활동에 관한 핵심 신념을 조사하고, 그를 바탕으로 인지적 요인들에

관한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근력 강화 운동의 참

여에 대하여는 90% 신뢰수준에서 환경적 제약만이 유의하였고, 유산소

신체활동에 대하여는 두 변인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독일인들의 신체활

동 의도를 예측한 Rossmann (2013)은 환경적 제약, 지식과 기술, 행동의

현저성, 그리고 습관의 네 가지 행동 결정 요인들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습관이 유의한 변인이었다. 하지만 이는 행

동이 아닌 의도에 대한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통합된 행동 모형의 가정

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 그가 사용한 측정 도구는 이론의

구성 변인의 개념을 정확히 측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행동의

현저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체활동이 아닌 예방적 건강 행동의 특성을 측

정한 것과 행동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행동에 대한

지식은 제외한 채 질병에 대한 지식만을 조사한 것은 구성 개념의 일부

분 만을 포함한 것이다. 휠체어 사용자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한 Mason et al. (2019)은 질적 자료를 수집했기에 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이 연구에서 휠체어 사용자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그

들이 행동의 현저성을 행동 신념, 즉 행동을 통해 기대되는 결과로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신체활동 수행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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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에서는 특정 종목 혹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접근성이 떨어

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휠체어 사용자들은 경험이 없는 활동에 대하여는

두려움과 좌절감을 느끼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휠체어 사용자들

은 신체활동의 습관과 환경적 제약 역시 주요한 변인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구체적인 생각이나 계획 없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반복되는 스케쥴의 하나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발

견했다. 이들의 주요한 환경적 제약으로는 대중교통, 비용, 휠체어 이용

시설 등의 인프라와 날씨, 그리고 사회적 환경이 보고되었다. 그는 이 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에 관한 지식의 형성 및 신체활동의 습관화

등의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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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1.

코로나19 및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이

신체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이 연구는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관한 대학생

들의 인식과 신체활동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것이 실제 신체활동

참여의 결정 요인이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 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의 코로나19 및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은 이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1-1: 대학생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된 취약성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 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2: 대학생들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 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3: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지된 효과가 증가할수록 신

체활동 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4: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인지된 장애물이 감소할수록

신체활동 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가설 1-5: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신

체활동 참여가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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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는 코로나19로 전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던 상

황에 따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포털 사이트에서 2021년 1학기 기준 서울대학교에 등록

되어있는 전체 학부생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내용, 그리고 설문조사 링

크가 포함된 메일을 전송하였다. 메일을 받은 학생들은 본문 속 링크를

클릭하여 구글 설문지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 해당 사이트에서

학생들은 설문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설명문 및 동의서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연구 참여 희망 여부를 묻는 문항에 동의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경우, 즉시 설문이 종료되었다. 연구 참여를 동의한다고 응

답한 학생들은 이어지는 질문들에 순서대로 답하도록 요청받았다. 응답

자가 답을 기록하지 않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였

기에 수집된 모든 응답에는 결측값이 없었다.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응답자 중 8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전달하

였다. 연구의 모든 절차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진

행되었다.

2) 측정도구

설문조사에 활용된 측정 도구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질

문지는 신체활동에 관한 질문, 확장된 건강 행동 신념 모형의 구성 요소

에 관한 질문,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연구에서 신체활동 참여 시간의 조사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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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이 입증된 국제 신체활동 질문지(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IPAQ])의 여가 시간 신체활동(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문항이 활용되었다(Craig et al., 2003). 중강도 및 고강도 신체

활동 참여 시간에 관한 문항은 각각 두 개이며, “지난 7일간, 당신이 여

가 시간 중 중/고강도 신체활동(중간 정도의 신체적 노력을 요구하며 평

상시보다 다소 거칠게 호흡하는 운동. 예: 빠르게 걷기, 보통 속도로 자

전거 타기, 보통 속도로 수영하기, 복식 테니스 등)에 참여한 날이 며칠

이나 됩니까?”, “그날에 당신이 중/고강도 신체활동에 참여한 총 시간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이다. 신체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방형 질문

이 사용되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답변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신체활동 참여 시간에 관한 질문에 답변한 다음에는 확장된 건강 신

념 모형의 다섯 가지 변인을 측정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확장된 건강 신

념 모형의 측정 도구로는 Champion (1984)의 인지된 취약성 및 인지된

심각성에 관한 문항, Tergerson (2002)의 인지된 효과 및 인지된 장애

요인에 관한 문항, 그리고 Garcia & King (1991)의 자기 효능감에 관한

문항을 번역한 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양극의 6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인지된 취약성에 관한 질문의 예로는 “내가 코로나19에 걸

릴 확률은 매우 높다”, “나의 현재 건강상태는 내가 코로나19에 걸릴 가

능성을 높인다” 등이었다. 인지된 심각성 관련 문항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생각은 나를 겁나게 한다”, “내가 만약 코로나19에 걸린다면, 나의

경력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등이다. 인지된 효과에 관한 질문은 “신체활

동을 하는 것은 나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신체활동을 하는 것은 내

가 신체적으로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게 해준다” 등이다. 인지된 장애에

관한 문항은 “나는 신체활동을 할 시간이 없다”, “나는 신체활동을 하다

가 코로나19에 노출될까봐 걱정이 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

기 효능감은 “나는 피곤할 때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나는 코로나

19로 인해 사용하던 체육 시설이 문을 닫게 되더라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등을 통해 측정되었다. 모든 질문은 참여자들이 가운데 점수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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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양극으로 구성된 6점 리커트 타입 척도가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는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 학년, 소속 대학 등 사

회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수집하는 문항이 배치되어 모든 질문에 답변이

완료되면 설문이 종료되었다.

설문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문항은 역번역(back-translation)

하였으며 문항의 번역과 해석, 질문지의 구성 등에 관하여 교수 1명, 박

사급 연구원 3명, 석사급 연구원 2명과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문항들은 각 변인의 내적 일치도의 검증을 통해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각 변인의 크론바흐 알파

(Cronbach’s alpha) 계수는 다음과 같았다.

문항 수
크론바흐 알파 계수

남 여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된 취약성 4 0.55 0.63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 5 0.83 0.74

신체활동의 인지된 효과 4 0.82 0.78

신체활동의 인지된 장애물 5 0.77 0.71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 7 0.85 0.87

표 1. 변인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

전반적으로 남학생들에게서 변인의 내적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보였다.

다만 인지된 취약성의 경우 남녀 응답자 모두에서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이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지

된 취약성 문항의 내적 일치도를 높이기 위해 집단별로 문항의 구성을

수정해 보았으나 신뢰할만한 값을 얻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인지된 취약

성의 측정 문항들은 개별적인 변인이 되거나 최선의 수치를 확보하는 형

태로 분석 모델에 투입되었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예측 변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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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감염에

대한 우려

현재 건강 상태에서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현재 건강 상태에서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

신체활동의 인지된 효과

신체활동의 인지된 장애물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

표 2. 연구 1의 예측 변인

3) 분석방법

연구 1은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의 구성 요인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및 신체활동에 대하여

다르게 인식할 수 있고, 신체활동 및 행동 의도에 관하여 차별적인 행동

특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성별을 기준으로 자료를 분리하여 분

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신체활동의 강도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량 및 영향 요인이 다를 것으로 판단되어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

을 구분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의 분석 전 처리 과정을 수행했다. 질적 변수들

은 양적 변수로 변환되었으며, 예측 변인들을 구성하는 문항의 내적 일

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연구의 주요 변

인 간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이

수행되었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론적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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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요약 통계량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 및 기술 통계 분석을 수

행하였다. 넷째, 수집된 자료의 오차항의 등분산성, 자기상관성, 선형독립

성, 정규성, 이상점 등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하였다. 다섯째, 결과 변인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예측 변인들(인지된 취약성, 인지된 심각성, 인

지된 효과, 인지된 장애, 자기 효능감)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

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중강도

및 고강도 신체활동 참여량은 IPAQ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

출되었다(Sjöström et al.,, 2005).

Moderate MET-minutes/week = MPA minutes * days * 4.0

Vigorous MET-minutes/week = VPA minutes * days * 8.0

위의 모든 분석 과정에는 SAS 9.4 버전이 활용되었다.

3. 연구결과

표 3와 4는 연구 1에서 수집된 자료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이다. 연

구 1의 모든 질문에 답한 참여자들 가운데 남학생은 73명, 여학생은 77

명으로 총 150명이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응답자 중 4학년이 가

장 많은 분포를 차지했다.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남학생들의 주 평균 신

체활동 참여 시간은 고강도 신체활동이 76.94분, 중강도 신체활동이

98.33분으로, 중강도 신체활동 참여 시간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론의

구성 변인 중 남학생들에게서 가장 높게 평가된 것은 인지된 효과였으며

(Mean = 1.68, SD = 0.87), 현재 건강 상태에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

에 대한 인식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Mean = -1.48, SD =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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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학년 (N, %)

1학년 7 ( 9.59)

2학년 12 ( 16.44)

3학년 26 ( 35.62)

학년 28 ( 38.36)

신체활동 참여 시간 (분/주)

VPA 76.94 (127.99) 0 510.0

MPA 98.33 (131.57) 0 720.0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0.71 ( 1.29) -3.0 3.0

현재 건강 상태에서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1.48 ( 1.46) -3.0 3.0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0.59 ( 1.79) -3.0 3.0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 -0.17 ( 1.47) -2.80 3.0

신체활동의 인지된 효과 1.68 ( 0.87) -0.75 3.0

신체활동의 인지된 장애물 -0.38 ( 1.33) -3.0 2.6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 0.47 ( 1.22) -2.71 3.0

표 3. 남학생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N = 73)

VPA = vigorous physical activity; MPA = moderate physical activity

여학생들은 주당 고강도 신체활동에 평균 88.12분, 중강도 신체활동에 평

균 81.1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강도 신체활동에 비해 고강도 신체

활동에 평균적으로 조금 더 많이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론의 구성 변인 중 여학생들에게서 가장 높은 평균값을 가

진 것은 신체활동의 인지된 효과였고(Mean = 1.42, SD = 1.11), 가장 낮

은 값은 역시 현재 건강 상태에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었다(Mean =

-1.27, SD =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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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학년 (N, %)

1학년 7 ( 9.09)

2학년 15 ( 19.48)

3학년 23 ( 29.87)

학년 32 ( 41.56)

신체활동 참여 시간 (분/주)

VPA 88.12 (177.53) 0 840.0

MPA 81.10 (112.36) 0 720.0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감염에

대한 우려
-0.60 ( 1.17) -3.0 1.67

현재 건강 상태에서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1.27 ( 1.59) -3.0 2.0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 0.04 ( 1.25) -2.4 2.6

신체활동의 인지된 효과 1.42 ( 1.11) -2.0 3.0

신체활동의 인지된 장애물 -0.57 ( 1.16) -2.6 2.0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 0.50 ( 1.31) -3.0 2.57

표 4. 여학생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N = 77)

VPA = vigorous physical activity; MPA = moderate physical activity

분석에 사용된 변인 간 판별타당도와 공선성 및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피어슨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남학생 자료에서 변인 간 상관

계수는 –0.760에서 0.567까지, 여학생 자료에서는 –0.667에서 0.627까지

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부록 8와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된 취약성과 인지된 심각성, 신체활동에 대한

인지된 효과, 인지된 장애물,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남녀 대학생들의 고

강도 및 중강도 신체활동 참여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고강도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확장된 건강 신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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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요인의 영향 분석 결과는 표 5, 6과 같다.

회귀계수 표준오차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63.87 ( 79.90)

현재 건강 상태에서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9.83 ( 74.06)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16.98 ( 69.40)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 7.83 ( 82.20)

신체활동의 인지된 효과 28.42 (139.08)

신체활동의 인지된 장애물 -127.80 (117.06)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 432.64*** (134.41)

R2 0.443

ΔR2 0.382

F 7.26***

표 5. 남학생의 고강도 신체활동에 대한 예측 변인의 영향(N = 73)

*** p < 0.01

회귀계수 표준오차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감염에 대한 우려 -116.96 (155.14)

현재 건강 상태에서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48.90 (110.81)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 　26.67 (138.74)

신체활동의 인지된 효과 　10.09 (175.95)

신체활동의 인지된 장애물 -88.75 (195.71)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 396.21** (176.04)

R2 0.238

ΔR2 0.173

F 3.64***

표 6. 여학생의 고강도 신체활동에 대한 예측 변인의 영향(N = 77)

*** p < 0.01,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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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남녀 대학생들의 고강도 신체활동 참여

에 대한 유의한 예측 변인은 자기 효능감이었다. 자기 효능감은 스스로

의 행동 수행에 대한 자신감으로, 신체활동 참여와 양의 관계를 갖는 결

과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실제로도 신체활동에 참여하였음을 의미한다. 남학생의 자기 효능감

회귀 계수는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β = 432.64, SE = 134.41, p <

0.01). 즉, 남학생들은 자기 효능감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주 평균 고강

도 신체활동 시간은 평균 432.64분 증가하였다. 여학생들은 자기 효능감

이 한 단위 증가하였을 때, 주 평균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은 평균 396.21

분 증가하여 남학생보다는 조금 적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β =

396.21, SE = 176.04, p < 0.01). 분석 결과 이 연구모형은 남학생들의

고강도 신체활동 참여를 44.3% (F = 7.26, p < .01), 여학생들의 고강도

신체활동 참여를 23.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64, p < .01).

중강도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 요인의 영향 분

석 결과는 표 7, 8과 같다.

회귀계수 표준오차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50.26 (48.80)

현재 건강 상태에서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46.60 (45.24)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1.14 (42.39)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 0.08 (50.21)

신체활동의 인지된 효과 -18.20 (84.95)

신체활동의 인지된 장애물 -161.31** (71.50)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 -1.47 (82.10)

R2 0.213

ΔR2 0.127

F 2.47**

표 7. 남학생의 중강도 신체활동에 대한 예측 변인의 영향(N = 73)

*** p < 0.01,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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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 표준오차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및 감염에 대한 우려 -30.93 (51.77)

현재 건강 상태에서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76.44** (36.98)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 -2.36 (46.30)

신체활동의 인지된 효과 66.75 (58.72)

신체활동의 인지된 장애물 32.09 (65.31)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 19.54 (58.75)

R2 0.152

ΔR2 0.080

F 2.10†

표 8. 여학생의 중강도 신체활동에 대한 예측 변인의 영향(N = 77)

*** p < 0.01, ** p < 0.05, †p < 0.1

중강도 신체활동 참여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 변인에는 남

학생과 여학생 간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중강도 신체활동은 인지된

장애물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β = -161.31, SE = 71.50, p <

0.05), 여학생들의 경우 현재의 건강 상태에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중강도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76.44, SE = 36.98, p < 0.05). 이 연구에서 인지된 장애물은 행위자가

신체활동 참여에 대하여 인식하는 다양한 장애 요인의 정도로, 남학생들

이 신체활동의 장애 요인을 더욱 인식할수록 이들의 주 평균 중강도 신

체활동 참여 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남학생들과는 달리 여학생

들은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

할수록 중강도 신체활동에 적게 참여하였다. 이 연구모형은 남학생의 중

강도 신체활동 참여의 약 21.3%를(F = 2.47, p < .05), 여학생의 중강도

신체활동 참여의 약 15.2%를 설명하였다(F = 2.10, p < .10).



- 75 -

4. 논의

연구 1은 대학생들이 가지는 코로나19 및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이 실

제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하고자 확

장된 건강 신념 모형을 적용하였다. 건강 신념 모형은 질병의 특성과 그

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위협을 반영하기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들

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행동으로의 변화를

이끄는데 유효하다. 건강 신념 모형은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건

강 행동에 활발히 적용되어왔지만, 이전의 연구들은 암 검진, 콘돔 사용,

음주 및 흡연 등 위협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행동

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행동들과는 달리 코로나19는 구체적인

유전적 요인이나 대상의 기준이 없이 사람들 간의 접촉 혹은 에어로졸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완

전한 통제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감염 증상과

그 정도가 다양하게 발현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질병에 대한 긴장이나 불안, 그리고 행동의 선택에도 영향

을 주어왔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의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걱정, 현재

건강 상태에서 코로나19에의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인지된 심각성,

신체활동의 효과 및 장애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대학생

들의 고강도 및 중강도 신체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신체활동에 대한 건강 신념 및 코로나19의 영향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은

질병의 위협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거나 행동으로 발현된다는 결

과를 제시하였다(Gammage & Klentrou, 2011; Liu, Zhang, & Wei,

2020; Romero-Blanco et al., 2020).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 및 행동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기술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강도 신체활동과 달리 고강도 신체활

동에서 여학생들의 주 평균 신체활동 참여 시간이 남학생들보다 높았다.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신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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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음에도 고강도 신체활동에 대하여 이같이 상반된 결과가 나

타난 것은 코로나19의 발생으로 나타난 여러 변화가 남학생들의 신체활

동 참여에 더욱 강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남학

생들은 주로 구기 종목 위주의 팀 스포츠나 보디빌딩을 선호한다(문화체

육관광부, 2020). 신체활동을 중심으로 대인관계를 확장하고 사회적 교류

를 이루며, 신체적 발달과 건강을 성취하고자 하는 남학생들의 기대감을

이해하면 이들이 신체활동 참여에 코로나19가 얼마나 큰 장애 요인이 되

었을지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여대생들은 주로 체형 개

선, 체력 증진 등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요가나 필라테스 등의 신체활

동에 참여하고 있기에 남학생들만큼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한 신체활동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기간 중 실시된 여

러 연구들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신체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한 것을 발견

했으며, 격리 기간 중 남성의 신체활동 감소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Gallo et al., 2020; Romero-Blanco et al., 2020).

다중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녀 대학생들은 모두 고

강도 신체활동 참여에 대하여 자기 효능감으로부터 유의한 영향을 받고

있었다. 신체활동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들 역시 남녀 성인에게서 자기

효능감과 고강도 신체활동 간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왔다

(Gammage & Klentrou, 2011; Lines et al., 2020).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

생은 축구, 농구, 배드민턴 등의 팀 스포츠 활동을 통해 고강도 신체활동

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로 각 지역에는 운동을 위한 모임과 시설의 이용에 큰 장애 요인들이 발

생하였다. 코로나19라는 예측 불가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신체활동에 참

여하기 위해서는 각종 장애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능력,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요구되었을 것이다. 특히 보다 많은 제약

이 있는 고강도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상황을 능가할

만한 긍정적이고 유연한 태도, 그리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Carriedo, Cecchini, Fernández-Río, & Méndez-Giménez, 2020). 즉, 코

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들의 고강도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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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자기 효능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중강도 신체활동에 대하여는 남학생은 신체활동의 장애물에 대

한 인식이, 여학생은 현재 건강 상태에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에 대

한 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남학생들의 경우 코로나19 기간 중

물리적인 장애 요인들이 신체활동 참여를 방해한 데 반해, 여학생들의

경우 스스로의 건강에 대한 낮은 자신감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불안감

등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적 상태가 신체활동의 방해 요인이 된

것이다. 이는 남녀 학생 간 코로나19 상황과 건강에의 위협에 대한 차별

된 반응, 그리고 신체활동 참여의 동기의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Kilpatrick, Hebert, & Bartholomew, 2005). 우리나라 남학생들

이 주로 참여하는 신체활동이 팀 스포츠와 보디빌딩이라는 점으로 미루

어 보아 코로나19로 발생한 물리적 제약은 이들의 신체활동에 상당한 장

애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젊은 남성들은 또래 친구나 재정 상태 및

시간적 제약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신체활동에 동기 부여되는 특성이

있어 코로나19는 남학생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장애 요인이 되었을 것이

다(Ashton, Hutchesson, Rollo, Morgan, & Collins, 2017). 이 연구에서

여학생들은 남학생들과는 달리 중강도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데 있어 질

병 자체에 대한 불안감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여

성은 남성에 비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위험 상황에 대하여 더욱 큰 위

협을 느끼는데, 실제로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여성들은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등을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Wang, Di, Ye, & Wei,

2021; Wang et al., 2020; Liu et al., 2020). 더욱이, 여자 대학생들은 신

체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는 동기가 남학생들

에 비해 크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들이 스스로의 건강 상태 혹

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남학생에 비해 강함을 보여준다

(Kilpatrick et al., 2005). 이러한 여학생들의 특성과 코로나19에 대한 인

식은 이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큰 장애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는 코로나19 자체나 개인적인 문제 보

다는 신체활동 참여를 방해하는 외부적, 물리적 요인이 주요한 영향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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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었던 반면, 여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는 코로나19라는 질병의 특성

및 위험성,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위협 등이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같은 결과는 코로나19 시기에는 물론, 엔데믹 시대에 우

리나라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참

여하는 신체활동의 종류, 특히 참여하는 신체활동의 강도과 성별을 고려

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지된 심각성은 대학생들의 신

체활동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 이는 선행 연구들과도 일

치하는 결과이다(Janz & Becker, 1984; Harrison et al., 1992; Carpenter,

2010). 이전의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어떤 질병 자체의 특성 혹은 건강에

대한 해당 질병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는데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즉, 질병으로 인해 얻은 부정적인 건강 결과의 개인적, 사회적,

물리적 심각성을 의미하는 인지된 심각성의 경우, 사람들의 건강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Janz & Becker, 1984; Harrison

et al., 1992; Carpenter, 2010). 특히 이 연구의 참여자는 국내 한 대학의

학생들로, 방문 장소나 행동반경이 상당 부분 일치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학교, 혹은 교내외의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 코로나19에 관한 정

보를 공유할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젊은 성인보다는 노인 및 기저

질환자의 건강에 심한 위협이 된다는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대학생들

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이 이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연구의 대상 질병인 코로나19

는 이전에 건강 신념 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이 다룬 질병들과는 다른 특

성을 가진다. 건강 신념 모형에서는 사람들이 질병의 결과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경우 건강 행동을 더욱 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일반적인 질병들과는 달리 전염력이 매우 빠른데다가 특정 연령이나 집

단에 속한 사람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예측과 예방이 거의 불가능한

질병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는 건강 행동인 신체활동은 손

씻기, 마스크 쓰기와 같이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 행동이라

기보다는 비필수적이며 적극적인 행동이다. 때문에 대학생들이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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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위험을 인식했더라도 반드시 신체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의미한 변인들을 발견하는데 기여했

다. 특히 신체활동의 강도 및 연구 대상의 성별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타난 것은 코로나19와 신체활동 간 영향 관계를 추정하는 데 많은 도

움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학생과 여학생 자료 모두 고강도 및

중강도 신체활동 참여에 대하여 유의한 변인은 각각 한 개씩이었다. 회

귀분석의 가정들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첫째

로, 작은 표본의 크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음에도 성별 층화 분석을 수행한 것은 상당한 선행 연구

결과들이 성별에 따라 코로나19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과 행동에 차이

가 나타났음을 입증했기 때문이다(Galloet al., 2020; Savage et al.,

2020). 둘째로는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상황에

서 신체활동 행동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중강

도 신체활동에 대한 이론의 설명력이 충분히 높지 않게 나타난 결과는

이론의 한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은 이전에

많은 질병 및 예방 행동들을 예측해왔으나,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

서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확진자의 증가와 거리두기 조치 등 행

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대학생들은 등교, 수업 형태 등 학교의 조치에 따라 행동에 영향을 받았

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 불가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대학생들의 행동은

개인의 인식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에서 가정하는 구성 변인이나 변인 간 관계만으로

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체활동 행동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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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2.

코로나19 발생 전후 신체활동 신념 및 행동 비교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이 연구는 계획된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코로나19의 발생 전과 후 대

학생들의 신체활동 핵심 신념과 참여 행동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코로나19 시기에 신체활동과 변인들의 관계가 코로나19 이전과 다른지

비교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대학생들의 신

체활동에 대한 인식과 신체활동 참여 의도, 그리고 실제 신체활동 참여

의 관계가 코로나19의 발생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보았다. 연

구 2의 연구 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신념과 행동,

그리고 그 관계는 코로나19의 발생 이전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

는가?

가설 2-1: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행동 신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부정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가설 2-2: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통제 신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증가했을 것이다.

가설 2-3: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시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감소했을 것이다.

가설 2-4: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신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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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연구의 대상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및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학

부생 가운데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으로, 2019년 자료 수집의 모집

단과 동일하다. 대학생들은 취업 준비, 입대, 개인 사정 등으로 휴학이

자유롭고, 요구되는 자격을 갖추면 졸업하여 학교를 떠나기 때문에 코로

나19 발생 이후 수집된 자료의 연구 참여자가 2019년 참여자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같이 한 모집단에서 시간의 차이를 두고 다른 대

상으로부터 추출된 표본(repeated cross-sectional data)은 패널 자료와는

달리 다른 개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나타난 변화는 구체적으

로 알 수 없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집단적 변화를 발견할 수 있어 집

단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Rafferty, Walthery, & King-Hele, 2015). 설문 조사원들은 도출 조사를

위해 사회대학 및 경영대학의 강의실, 로비, 휴게실 등을 방문하여 성별,

학년, 전공 등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후 대학생들의 동의를

구한 뒤 개방형 질문지 및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여 신체활동에 대한 핵

심 신념을 조사하였다. 조사원들은 사고-구술 기법(think-aloud

methodology)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요인을 응답할 수 있도

록 유도하였으며 도출 조사에는 인당 약 10-15분이 소요되었다(Darker

& French, 2009). 이 연구의 도출 조사에는 2019년에는 총 47명, 2021년

에는 총 48명이 참여하였다(Francis et al., 2004). 다음으로 도출 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한 폐쇄형 질문지를 활용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역시 사회대학 및 경영대학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건물과 휴게실

등에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안

내받고 연구 참여 동의 및 설문조사를 포함한 모든 절차에는 약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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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소요되었다. 연구에는 총 199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신체활동에 대한 신념, 의도, 참여 행동을 조사하였고, 추적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연락처)도 함께 수집하였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추적 조사

를 통해 신체활동 참여 시간을 조사하였다. 도출 조사와 본 조사에서는

대면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으나 추적 조사 당시(2021년 12월 중순)

에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

인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구글 설문지가 활용

되었다. 연구자는 추적 조사의 참여자 모집을 위해 본 조사 당시 연락처

를 남긴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추적 조사의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설문조사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전송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적 조

사에는 총 121명(응답률 ≒ 60.8%)이 응답하였다. 두 번의 설문조사에

모두 참여한 학생 중 50명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전달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

2) 측정 도구

신체활동에 대한 핵심 신념들에 관한 도출 조사 인터뷰에는 Ajzen

(2002)과 Montaño & Kasprzyk (2015)가 제시한 개방형 질문이 각각 한

문항씩 사용되었다. 신체활동의 행동 신념을 조사하기 위해 “당신이 신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또는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요?”라는 질문이, 규범 신념의 조사를 위해 “당신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

에 대해 찬성(또는 반대)하는 사람이나 그룹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사용되었

다. 신체활동에 대한 통제 신념을 조사하기 위해 “당신이 신체활동에 참여하

는 것을 도와주거나 쉽게 하는 요인(또는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사용되었다. 도출 조사를 통해 얻은 핵심

신념들은 재구성되어 본 조사에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신체활동을 통해 건

강이 증진될 수 있다는 응답은 본 조사에서 “당신은 다음 한 달간 신체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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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면 건강이 증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라는 행동 신념 문항과 “당신

은 건강이 증진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좋지 않다고 생각하나요?”라는

결과 기대 문항이 각 1개씩 사용되어 두 가지 행동 신념에 대해 총 4문항으

로 구성되었다. 규범 신념에 대한 문항의 예로는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이 다

음 한 달간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반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가 있다. 이는 “위와 같은 가족들의 의견이나 생

각을 따를 의향이 있나요?” 등의 순응 동기 문항과 함께 각 1개씩 사용되어

두 가지 규범 신념에 대해 총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통제 신념의 조사에는

“당신은 다음 한 달간 신체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요?” 등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이는 “시간이 부족한 것은 당신이 다음 한

달간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

나요, 도와주거나 쉽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와 같은 인지된 힘 문항

과 함께 각 1개씩 사용되었다. 통제 신념은 다섯 가지로, 총 10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행동 신념과 결과 기대, 규범 신념과 순응 동

기, 통제 신념과 인지된 힘의 응답은 서로 곱해 각 핵심 신념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신체활동 참여 의도의 측정에는 Ajzen (2002)이 제시한 세 가지

문항이 사용되었다. 해당 문항은 “당신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신체활동에

참여할 의도가 있나요?”, “당신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신체활동에 참여하

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요?”, 그리고 “당신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신체활

동에 참여할 계획이 있나요?”로, 세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신체활동 참여 시간의 측정을 위해서는 “당신은 지난 한 달

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신체활동에 참여했나요?”와 “당신은 지난 한 달

간 신체활동을 한 번 할 때 몇 분 정도 했나요?”라는 문항이 한 개씩 사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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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 방법

연구 2는 코로나19의 발생 전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신념과 행동 결

정 요인들을 비교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수행된 분석 과

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출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교수 1인,

박사급 연구원 3인이 모여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신

체활동 참여에 관하여 응답된 모든 신념은 행동 신념, 규범 신념, 통제

신념으로 구분되어 목록으로 작성되었고 응답 빈도와 함께 기록되었다.

각각의 응답 중 유사한 의미를 가진 신념은 연구원들 간 논의를 통해 통

합 및 분류되었으며 전체 응답자 중 30% 이상(N = 15)이 언급한 신념

들은 신체활동에 관한 핵심 신념으로 선정되었다(Cowie & Hamilton,

2014). 다음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에 수집된 자료의 비교를 위

해 기술 통계 분석과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은 다중 회귀

분석과 달리 여러 변인 간 직간접적 관계를 동시다발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결측값, 비정규성 등 데이터의 불완전성을 반영하여 분

석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Kline, 2005). 분석에 사용된 신체활동

시간은 주 평균 신체활동 참여 횟수와 시간을 곱하여 산출되었고, 신체

활동 참여 의도는 세 문항의 평균값으로 활용되었다. 행동 신념은 결과

평가 문항과 곱하여, 규범 신념은 순응 동기 문항과 곱하여, 그리고 통제

신념은 인지된 힘 문항과 곱하여 각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핵심 신념

을 활용한 간접적 측정 방법은 직접적 측정 방법에 비해 많은 정보를 포

함하지만, 여전히 복수의 행동 신념, 규범 신념, 통제 신념들의 평균값으

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행동 의도

및 행동에 대한 각 신념의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출된 각 신념을 개별 변인으로써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

들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이론의 구성 변인들의 요약 통계량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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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 위해 빈도 분석 및 기술 통계 분석을, 주요 변인 간 상관 및 공

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계수와 분산 팽창 요인을 구하였다. 결과 변

인(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예측 변인들(신체활동 참여 의도, 행동 신념,

규범 신념, 통제 신념)의 직, 간접적 영향 관계를 동시다발적으로 검증하

기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이를 위해 자료의 정

규성 및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었는지 파악했다(Flora & Curran,

2004). 모형의 모수 추정에는 최대 우도 추정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이 사용되었고, 부트스트랩(bootstrap

method, N = 1000) 분석을 통해 변인들의 총 효과와 직접 효과, 그리고

매개 변인을 통한 간접 효과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부트스트랩 기

법은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표준 오차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임의로 여러 개의 표본을 구성하는

방법이다(Byrne, 2001). 이는 모수 추정의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여줄 수

있어 매개 변인을 통한 간접 효과의 추정치의 정확성도 높여줄 수 있다

(Bollen & Stine, 1990). 본 조사에는 참여했으나 추적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발생한 결측값은 회귀 대체(regression imputation) 되

었다. 간접 효과의 계수와 신뢰구간은 95% Bias-corrected percentile 결

과를 통해 확인하였다(MacKinnon, Lockwood & Williams, 2004). 모형

의 적합도는 카이제곱값(Chi-squared value), 근사오차 평균자승의 제곱

근(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비교 적합 지

수(comparative fit index [CFI])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평가되었다

(Kline, 2005). 이상의 모든 분석에는 SAS 9.4, SPSS 21.0, AMOS 21.0

이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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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1) 신체활동에 관한 핵심 신념 비교

건강 행동에 대한 핵심 신념을 발견하기 위해 수행되는 도출 조사는

계획된 행동 이론을 적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을 정확하게 예측하

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이 연구의 도출 조사 결과,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핵심 신념은 코로나19의 발생 이전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표 9 참고).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1년)

건강을 증진함 행동 신념 건강을 증진함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함 피곤하게 함

피곤하게 함
부상을 야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함

가족 구성원 규범 신념 가족 구성원

친구들 친구들
운동 시설 통제 신념 운동 시설

운동 파트너 운동 파트너

시간 부족 시간 부족

게으름
마스크 착용

표 9.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신체활동에 관한 핵심 신념 (N = 48)

행동 신념의 경우 ‘사회적 관계의 형성’, ‘부상의 야기’, ‘많은 시간의 소

비’에 대한 믿음은 제외되었고, 통제 신념의 경우 ‘게으름’과 ‘마스크 착

용’이 추가되었다. 한편, 규범 신념은 가족 구성원과 친구들로 유지되어



- 87 -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관한 주요한 타인에는 코로나19의 발생 전후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술 통계 분석 결과 비교

코로나19의 발생 전후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표 10, 11과 같다. 코로

나19 발생 전후 도출 조사를 통해 얻은 핵심 신념들의 기술 통계는 전반

적으로 유사한 값을 보였다. 다만 주 평균 신체활동 참여 시간에는 상당

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코로나19의 발생 이전에 주 평균 신체활동 참여

시간이 243.42분 (SD = 238.67)였으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123.95분

(SD = 128.30)으로 크게 줄었으며, 최대 참여 시간 역시 주당 1,440분에

서 630분으로 절반 이상 감소해 코로나19 기간 중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량이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신체활동 참여 의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Mean = 1.442, SD = 1.483)에 비해 코로나19 기간 중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Mean = 1.835, SD =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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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신체활동 참여(분/주) 243.42 238.67 0 1440.0
신체활동 참여 의도 1.44 1.48 -3.0 3.0
건강 증진 BB 2.46 0.62 -2.0 3.0

OE 2.68 0.50 1.0 3.0
사회적 관계 형성 BB 1.95 0.86 -1.0 3.0

OE 1.95 0.81 -1.0 3.0
피곤함 BB 1.62 0.86 -2.0 3.0

OE -0.34 1.27 -3.0 3.0
부상 야기 BB 1.46 0.84 -2.0 3.0

OE -2.19 0.86 -3.0 1.0
시간 소비 BB 0.92 1.17 -3.0 3.0

OE -1.21 1.03 -3.0 2.0
가족 구성원 NB 2.21 0.84 -1.0 3.0

MC 3.89 1.50 0.0 6.0
친구 NB 1.76 1.04 -2.0 3.0

MC 4.01 1.43 0.0 6.0
운동 시설 CB 3.20 1.59 0.0 6.0

PP -0.86 1.15 -3.0 3.0
운동 파트너 CB 2.98 1.69 0.0 6.0

PP 1.42 1.36 -3.0 3.0
시간 부족 CB 4.01 1.39 0.0 6.0

PP -1.40 1.15 -3.0 3.0

표 10. 코로나19 발생 전 기술 통계 분석 결과 (N = 234)

BB = 행동 신념(behavioral belief), OE = 결과 평가(outcome evaluation), NB

= 규범 신념(normative belief), MC = 순응 동기(motivation to comply), CB =

통제 신념(control belief), PP = 인지된 힘(perceive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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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신체활동 참여(분/주) 123.95 128.30 0 630.0
신체활동 참여 의도 1.84 1.17 -2.0 3.0
건강 증진 BB 2.37 0.73 -1.0 3.0

OE 2.72 0.51 1.0 3.0
피곤함 BB 1.09 1.26 -3.0 3.0

OE -0.23 1.42 -3.0 3.0
가족 구성원 NB 2.46 0.90 -2.0 3.0

MC 4.42 1.42 0 6.0
친구 NB 2.23 0.92 -1.0 3.0

MC 4.41 1.35 0 6.0
운동 시설 CB 2.13 1.55 0 6.0

PP -1.40 1.19 -3.0 3.0
운동 파트너 CB 3.25 1.77 0 6.0

PP 1.64 1.11 -2.0 3.0
시간 부족 CB 3.83 1.41 0 6.0

PP -1.66 1.07 -3.0 3.0
게으름 CB 3.76 1.53 0 6.0

PP -1.61 0.98 -3.0 3.0
마스크 착용 CB 5.75 0.55 2.0 6.0

PP -1.46 0.92 -3.0 3.0

표 11. 코로나19 발생 후 기술 통계 분석 결과 (N = 199)

BB = 행동 신념(behavioral belief), OE = 결과 평가(outcome evaluation), NB

= 규범 신념(normative belief), MC = 순응 동기(motivation to comply), CB =

통제 신념(control belief), PP = 인지된 힘(perceived power)

코로나19 발생 전후 수집된 자료들의 신체활동 참여 시간과 의도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코로나19 시기에 대학생들의 주 평균 신체활동 시간은 약

120.5분 감소했다(t = -5.70, p < 0.01). 한편, 신체활동 참여 의도는 이전

에 비해 이후 평균 0.40점 증가하였다(t = 3.13,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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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활동 의도 및 행동에 대한 핵심 신념의 영향 비교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의 변인들의 신체활동 의도 및 행동에 대

한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코

로나19 발생 이전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모형의 핏은 상당히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χ2 = 16.933 [p > 0.05], CFI = 0.978, RMSEA = 0.054).

이 모형에서 코로나19의 발생 이전에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핵심 신념은 대인관계 구축, 피곤함, 시간 소비, 친

구들이었다(그림 4 참고).

그림 4. 코로나19 발생 이전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N = 234)
***p < 0.01, **p < 0.05, †p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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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신체활동을 통해 대인관계를 구축할 수 있고, 대인관계의 구축은 긍

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할수록 신체활동 의도가 높아졌고(β = 0.178, p <

0.01), 신체활동에 참여하면 피로해진다고 생각하며 피로한 것이 신체활

동의 부정적인 결과라고 생각할수록(β = 0.122, p < 0.05), 신체활동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하며 시간 소비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의도

가 낮게 나타났다(β = 0.190, p < 0.01). 규범 신념 중에서는 친구가 유

의하게 나타나 행위자가 떠올린 친구가 자신의 신체활동 참여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한 의견을 따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체활

동 의도가 높았다(β = 0.278, p < 0.01).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신체활동

의도는 실제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β = 0.162, p < 0.05).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구조 방정식 모형의

핏 역시 좋았다(χ2= 9.185 [p > 0.05], CFI = 0.999, RMSEA = 0.010).

이 모형의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들은 건강 증진, 가족 구성원, 그리고 게

으름으로, 코로나19의 등장 이전과는 차이가 있었다(그림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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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코로나19 시기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N = 199)
***p < 0.01

즉,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이 증진될 수 있으며 건강 증진이 좋은 결과라

고 생각할수록 신체활동 의도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β = 0.171, p <

0.01), 행위자가 본인의 가족이 자신의 신체활동 참여를 지지할 것이라고

믿고, 그들의 의견을 따르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 신체활동 의도가 높

은 것을 발견하였다(β = 0.285, p < 0.01).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학생들

의 통제 신념 중 하나로 발견된 게으름은 신체활동 의도에 강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β = 0.384, p < 0.01). 즉,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다

고 생각하며, 이것이 신체활동 참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행동

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행동 의도는 신체활동 참

여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β = 0.298, p < 0.01).

위에서 보았듯, 코로나19의 발생 전후 신체활동 참여 의도 및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상이하였다. 코로나19의 발생 이전에 신체

활동 참여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 피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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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시간 소비에 대한 행동 신념과 친구에 대한 규범 신념이었다. 부트스

트랩 분석을 통해 이러한 신념들이 신체활동 의도를 통해 신체활동에까

지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표 1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신

체활동을 하면 피곤해진다는 행동 신념을 제외한 나머지 세 신념은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From To β BC 95% CI

사회적 관계 형성 PA 0.029** 0.002 0.069

시간 소비 PA 0.031** 0.004 0.078

친구 PA 0.045** 0.004 0.097

표 12.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핵심 신

념의 간접 효과 (N = 234)

BC 95% CI = 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 **p < .05

코로나19 기간 중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의도에 유의한 직접 효과를

가지는 신념은 건강 증진에 대한 행동 신념과 가족 구성원에 대한 규범

신념,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통제 신념이었다. 부트스트랩 분석 결과, 위

의 세 가지 신념은 신체활동 의도뿐 아니라 실제 신체활동 행동에도 의

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게으름에

대한 믿음은 신체활동 의도와 행동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13 참고).

From To β BC 95% CI

건강 증진 PA 0.051** 0.010 0.112

가족 구성원 PA 0.085*** 0.036 0.162

게으름 PA 0.114*** 0.048 0.200

표 13. 코로나19 시기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핵심 신념의

간접 효과 (N = 199)

BC 95% CI = Bias-corrected 95% confidence interval, ***p < .01,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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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연구 2는 계획된 행동 모형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발생 전후 대학생들

의 신체활동에 대한 신념과 행동에 나타난 차이를 발견하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들의 영향 관계에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나타났는지 확인하

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에서 본 연구자는 2021년 하반기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기술 통계 분석 및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모든 결과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

후 차이를 밝히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신체활동에 대한 핵심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도출 조사 결과,

코로나19의 발생 이전과 이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규범 신념에

는 변화가 없었던 반면, 행동 신념과 통제 신념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회적 관계의 형성’, ‘부상의 야기’, ‘많은 시간의

소비’에 대한 행동 신념은 제외된 한편, ‘게으름’과 ‘마스크 착용’이라는

통제 신념은 추가되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

한 인식과 참여 형태 등에 나타난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대학생

들은 주로 체육 수업, 동아리 활동, 동호회 등을 통해 신체활동에 참여하

게 되는데, 코로나19의 발생과 거리두기 조치로 운동을 중심으로 한 여

러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더욱이, 축구, 농구, 야

구 등 고강도의 팀 스포츠를 즐겨하던 대학생들은 스포츠 시설 대여, 인

원 모집, 법적 조치 등의 제약을 마주하며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코로나19 기간에 대학생들은 이전과 같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형성 및 확장되는 대인관계, 격렬한 운동 혹은 운동 현장에

서 얻게 되는 부상, 신체활동에 소비하는 시간 등 이전에 경험했던 신체

활동의 결과들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코로나19가 가

져온 상황은 행동 신념이 감소한 것과 반대로 통제 신념을 증가시켰을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차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

요하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신체활동 중에도 예외 없이 마스크

를 착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운동 시에는 평상시에 비해 호흡이 가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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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많은 땀을 흘리기 때문에 마스크의 착용이 이들에게 상당한 불편함

을 초래했음이 자명하다. 도출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진 의외의 통제 신

념은 게으름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냈고, 여가 활동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

적 교류도 정상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같이 비활동적인 생활

로 인해 대학생들은 불규칙한 수면 패턴과 체력 저하, 무기력함, 좌절감,

불안감 등 부정적인 건강 상태를 경험했을 것이다(Fahrizqi, Agus,

Yuliandra, & Gumantan, 2021; Farah et al., 2021; Idoiaga Berasategi,

Eiguren, & Dosil, 2021).

코로나19의 발생 이전과 코로나19 시기에 수집된 자료들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체활동 시간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감소

한 반면, 행동 의도는 오히려 약간 높아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들의 주 평균 신체활동의 참여 시간은 약 50% 감소하였는데, 이는 선행

연구 결과에 비해 상당히 큰 차이이다(Ammar et al., 2020; Barkley et

al., 2020; Gallo et al., 2020). 신체활동과 의도 간에 나타난 불일치된 결

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및 신체활동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자료가 수집된 시점은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전

환된 지 1년이 지난 시기로, 이미 대학생들은 신체활동 참여에 관한 물

리적, 심리적 제약을 충분히 경험하였을 것이다(Romero-Blanco et al.,

2020; Coughenour, Gakh, Pharr, Bungum, & Jalene, 2021). 코로나19의

등장으로 일상생활과 여가 활동을 포함한 신체활동 참여량이 대폭 줄어

든 대학생들에게 1년 이상 지속된 팬데믹 상황은 이들의 삶에 상당한 수

준의 스트레스를 제공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욕구는

자연히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신체활동 의도

및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준 신념은 건강 증진, 가족 구성원, 게으름으

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사회적 관계 형성, 피곤함, 시간 소비, 친구들

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먼저,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이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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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믿음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결과는 연구

대상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대학생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건강에의 부정적인 경험이 적어 건강에 대한 우려나 불안감이 적다

(Poobalan et al., 2010). 하지만 코로나19는 특정 집단에서만 감염이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인들도 누구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

기에 대학생들의 행동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

니라,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

치로 인해 이들은 체중 증가나 체력 저하와 같은 신체적 건강과 식욕 저

하, 무기력함, 외로움 등 정서적 위협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Antunes

et al., 2020; Gallo et al., 2020; Romero-Blanco et al., 2020). 코로나19로

인해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은 이들에게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믿음

은 이들의 신체활동 의도뿐 아니라 실제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데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한편, 코로나19의 발생 이전과는 달리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학생들

의 신체활동 의도와 행동에는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대한 신념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범 신념의 결과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자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들의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규범 신념은 친구들이었다. 대학생

들은 중고등학생 시기와는 달리 넓은 활동 범위를 바탕으로 새롭고 다양

한 공동체에 소속되면서 이전에 비해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과는 별개의 소속감과 유대감을 얻게 된다. 이

러한 관계와 경험은 이들의 생각과 행동, 가치관 등 인생의 전체에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Pittman & Richmond, 2008). 이 연구가

이러한 특성을 가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발

생 이후 이들의 신체활동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신념만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선행 연구 중에서는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시기에도 신체활동 참

여에 대하여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있었지만, 동거인 혹은

운동 파트너로서의 역할 만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규범 신념의 의미에서

의 준거자라기 보다는 통제 신념의 운동 파트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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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pp, Wilson, Elliott, Holland, & Duffey, 2021).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이 집 밖에서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면서 친구들보다는 가

정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

이다. 특히 단체 스포츠, 운동 동아리, 스포츠 클럽 등 신체활동을 위한

모임이 줄고 시설의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신체활동을 목적으로 또

래 친구들과 교류가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이전과 같이 대학생

들이 또래 집단과의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가족 구성원이 행동 결정에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대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하면 피곤해지고 시

간을 많이 소비한다고 생각하면 신체활동 의도와 행동이 유의하게 줄었

는데, 이러한 관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와는 관계없이 많은 성인들은 신체활동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믿고

있었다(Lee, Kwon, Ahn, Park, Yang & Park, 2021; Cowie &

Hamilton, 2014; Hamilton & White, 2011; Rhodes, Blanchard,

Courneya, & Plotnikoff, 2009). 특히 대학생들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졸

업이나 취업에 대한 부담이 크고, 확장된 인간관계로 인한 개인적 약속

이 증가하면서 시간적 요인이 신체활동 의도 및 행동 결정에 유의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청소년기에 대학 입시만을 목적으로 두

고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 이들은 여전히 신체활동을 선택적인 요인으

로 간주하여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것이다(Lee et al., 2021).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체활동에 대한 시간 소비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

던 것은 대학생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던 창구들을 다수 상실하면

서 이들의 여가를 위한 선택지가 줄고 상대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할 기

회가 늘었을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Ng, Cooper, McHale, Clifford, &

Woods, 2020). 또한 급격하게 줄어든 신체활동 시간으로 인해 어떤 학생

들은 오히려 신체활동에 대한 욕구가 늘었거나 동기부여 되었을 가능성

도 있다(Spence, Rhodes, McCurdy, Mangan, Hopkins, & Mummery,

2021). 즉,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양면적인 영

향을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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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에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의도 및 행동에 가장 강한 영

향을 미치는 변인은 게으름이었다. 코로나19 시기에 진행된 여러 선행

연구들은 사람들에게서 스트레스와 불안 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와 게을

러지고 무기력해진 현상들을 관측하였다(Rhodes, Kheireddine, & Smith,

2020; Farris, Kibbey, Fedorenko, & DiBello, 2021). 코로나19의 발생 이

후 대학생들은 신체활동을 수행하는데 각종 제약 요인들을 경험하게 되

었고, 팬데믹의 장기화로 이들의 부정적 경험은 반복 및 축적되었을 것

이다. 이는 비규칙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에게는 물론, 규칙적

인 참여자들에게도 신체활동 패턴을 깨뜨리거나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신

체활동 자체 혹은 운동하기까지의 과정을 귀찮다고 느끼게 하였을 가능

성도 있다. 특히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제한된 공간에서 최소한의 행동

만을 이루어가는 생활에 적응해버린 이들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었더라

도 적극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이전과 달리 운동 시설 및 마스크 착

용에 대한 통제 신념이 도출되었음에도 신체활동 참여 의도나 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 이 결과의 가능성은 다

음과 같이 유추된다. 먼저, 이 자료의 수집 시점이 코로나19 발생 후 1년

이 초과한 때로, 학생들이 시설의 이용 제한 조치 및 마스크 착용 등 물

리적인 불편함에 적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장기화한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불편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은 신체활동에 참여 욕구를 충족하기 위

해서는 개인적인 요인이나 사회적 관계가 더욱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에는 연구의 대상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특

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학생들은 바람직한 생활 습관을

지녀야 한다는 사회적 기대와 책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외적 환경이

나 상황과 무관하게 긍정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유지하고자 했을 가능성

이 있다(김명찬, 2013; 박알뜨리, 2021). 더욱이, 이들은 교내에서도 피트

니스 센터, 종합운동장, 체육관 등 비교적 쉽게 운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밀집도도 높지 않아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부담감이 일반인들에 비해

적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약 200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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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에는 무리가 없었으나 더 많은 학생들의 자료를 확보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전에 비해 주 평균 신체활동 참여 시간이 확연

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의도는 실제 행동

에 더욱 강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코로나19 시기에는 신체활동 참여

의도가 높아지면 실제 행동이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주

평균 신체활동 참여 시간이 매우 감소했음에도 의도가 증가한 결과와 의

도의 영향이 강해진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대

학생들의 신체활동 의도를 높이는 것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더 효과

적으로 신체활동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활동적인 생활에 익숙해졌을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강한 의도 및 의지,

구체적인 계획 등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건강 증진 효과에 대한 기대, 가

족 구성원, 귀찮음과 관련된 구체적인 요인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신체활동 참여 의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100 -

Ⅴ. 연구 3.

신체활동 참여 의도-행동 간 변인들의 역할 검증

1.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이 연구는 통합된 행동 모형을 바탕으로 신체활동의 현저성, 지식과

기술, 환경적 제약이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의도와 참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Jaccard, Dittus, & Gordon

(2000)은 행동과 의도 간 네 가지 변인들, 즉 행동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knowledge and skills to perform behavior), 행동의 현저성

(salience of behavior), 환경적 제약(environmental constraints), 습관

(habit)의 존재와 행동에의 조절 효과를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그들

중 하나인 습관을 제외하였는데, 그 이유는 습관의 경우 다른 세 가지

변인들에 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념적 정의와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계획된 행동 이론에 관심을

둔 몇몇 연구자들은 이 습관을 ‘과거 행동(past behavior)’과 동일한 개념

으로 여기곤 했는데, 습관은 반복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Norman, 2011; Rhodes & Courneya,

2003; Ajzen, 2002). 게다가 행동 습관을 측정하는 문항이 행동의 현저성

과도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예를 들면, 습관을 측정하

는 문항 중 “신체활동을 하는 것은 당신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인가

요?”는 현저성의 개념적 정의와 일치하며, 현저성을 측정하는 다양한 문

항을 포괄할 수 있다. 즉, 습관을 통합된 행동 이론의 다른 구성 변인들

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정의와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 등이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 사료된다. 행동 수행에 관한 지식

과 기술은 행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자가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행동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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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Montaño & Kasprzyk, 2015). 이 역시 이론에

서 정의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기준과

측정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관한 연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변인 중 행동의 현

저성과 환경적 제약 요인만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여 신체활동 의도와 행

동 간에 이들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연구 3의 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

다.

연구문제 3. 통합된 행동 모형의 직접적 행동 결정 요인들은 신체활동 참여

의도와 신체활동 참여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 3-1: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의 지식과 기술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에

대한 행동 의도의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2: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의 현저성이 증가할수록 신체활동에 대한

행동 의도의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가설 3-3: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의 환경적 제약이 증가할수록 신체

활동에 대한 신체활동 의도의 영향이 감소할 것이다.

2. 연구방법

1) 자료수집

연구 3의 자료는 연구 2의 자료와 함께 두 차례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

집되었다. 신체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현저성은 이전에 행위자

가 보유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사에서 수

집되었다. 한편, 환경적 제약의 경우 실제로 행동이 이루어질 당시 사전

에 예상치 못한 요인이 발생했는지 측정하고자 추적 조사에서 신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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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관한 정보와 함께 수집되었다. 추적 조사는 본 조사로부터 3∼4

주 뒤 수행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이 활

용되었다. 연구 3에서 최종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총 199(본 조사 199,

추적 조사 121)개이다.

2) 측정도구

연구 3에서는 신체활동 참여 시간, 신체활동의 현저성, 신체활동 수행

에 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환경적 제약을 조사하였다. 신체활동 참여

시간의 경우 연구 2와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신체활동의

현저성은 Greenhaus (1970), Charlton (2002)의 문항을, 신체활동 수행에

관한 지식과 기술 및 환경적 제약은 Jaccard et al. (2000)과 Branscum

& Fairchild (201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발췌 및 수정하여 측정

하였다. 신체활동의 현저성은 개인의 삶에 있어 다른 행동에 우선되는

특정 행동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신은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

써 진정한 삶의 만족을 얻나요?”, “당신은 신체활동이 아닌 다른 일을

할 때도 신체활동에 대해 생각하나요?”, “당신은 신체활동을 하거나 신

체활동에 대해 생각하느라 식사를 거르거나 잠을 충분히 못 자기도 하나

요?”의 문항을 사용하였다(Greenhaus, 1970; Blalock & Devellis, 1998;

Charlton, 2002). 행동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은 개인이 행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등으로, “나는 신체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

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신체활동에 관한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잘 알고 있다” 개인의 행동 수행을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하

는 외부적 요인을 의미하는 환경적 제약 요인은 추적 조사에서 “지난 한

달 간, 당신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환경적 장애 요인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통해 측정되었다. 이상의 세 변인은 모두 –3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3 (매우 그렇다)의 척도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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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통합된 행동 모형에서는 행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 행동의 현저성, 그

리고 환경적 제약 요인을 행동에 대한 행동 의도의 영향을 조절하는 조

절 변인(moderating variables)으로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행동의 현저성, 그리고 환경적 제약 요인이 행동 의도와 행동 간 차

이를 좁혀주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의 검증을 위해 필요한 표본의 크

기가 충분한지 확인하고자 사후 파워 분석(post-hoc statistical power

analysis)를 수행하였다(Kock & Hadaya, 2018)1). 사후 파워 분석 결과,

관측된 통계적 파워는 0.98로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데이터의 결측값 및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결측값 분석 및 대체를 실시

하였다. 연구 3에서는 두 번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에 활용했다. 첫 번

째 설문조사로부터 약 한 달 후 실시된 두 번째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약

61.3%로, 무응답자의 자료에 존재하는 결측값을 파악하고 대체하였다.

연구 2와 마찬가지로 SPSS 21.0의 회귀 대체 방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연구 3에 사용된 이론적 구성 변인들의 요약 통계량을 확인하기 위해 기

술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연구의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섯째, 신체활동 참여

의도, 현저성, 지식과 기술, 환경적 제약 요인의 직접 효과 및 조절 효과

를 검증하고자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연

구 2의 모형에 세 가지 변인과 이들과 신체활동 의도와의 상호작용 변인

을 추가하였다. 모형의 모수 추정을 위해 최대 우도 추정법을 사용했으

며,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양측 95% 신뢰구간을

설정하여 부트스트랩(N = 1000)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모형의 적합도

1) Soper, D.S. (2022). Post-hoc Statistical Power Calculator for Multiple

Regression [Software]. Available from https://www.danielsoper.com/statca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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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를 위해 카이제곱, 비교 적합 지수(CFI), 증분 적합 지수

(Incremental Fit Index [IFI]), 표준 적합 지수(Noremd Fit Index

[NFI]), 근사오차 평균자승의 제곱근(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RMSEA]), 표준화된 잔차평균자승의 제곱근

(Standardized Root Mean Residual [SRMR])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였

다.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조절 변인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상호작용항을

생성하여 유의도를 확인했으며, 변인들의 표준화 계수와 신체활동 참여

의 설명력(R2)을 의미하는 다중 상관 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 값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연구 3의 모든 분석에는 SAS 9.4,

SPSS 21.0, Amos 21.0이 활용되었다.

3. 연구결과

연구 3은 신체활동의 현저성, 지식과 기술, 그리고 환경적 제약이 신체

활동 의도과 행동 간에 조절 변인으로써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

하고자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2의 모형에 신체활동의 현저성, 지식

과 기술, 환경적 제약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3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변인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신체활동 참여(분/주) 121 122.93 128.26 0.0 630.0

신체활동 참여 의도 199 1.84 1.17 -2.0 3.0

신체활동의 현저성 199 -0.19 1.03 -3.0 2.0

신체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 198 0.48 1.35 -3.0 3.0

신체활동에 대한 환경적 제약 121 0.74 1.53 -3.0 3.0

표 14. 신체활동 참여 의도, 행동, 조절 변인의 기술 통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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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 참여 행동과 의도, 신체활동의 현저성, 지식과 기술, 그리고 환

경적 제약의 상관관계는 표 15와 같다. 환경적 제약을 제외한 변인들 간

상관계수가 다소 높았으나, 분산 팽창 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로 본 다중공선성(multicollenearity)은 나타나지 않았다.

1 2 3 4 5

신체활동 참여(분/주) 1.000 .501*** .338*** .323*** .011***

신체활동 참여 의도 1.000 .561*** .543*** -.011

신체활동의 현저성 1.000 .543*** .207**

신체활동에 관한 지식과 기술 1.000 .111

신체활동의 환경적 제약 1.000

표 15. 신체활동 참여 의도, 행동, 조절 변인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결과

(N = 199)

***p < 0.01, **p < 0.05

통합된 행동 모형에서 제시하는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조절 변인들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2의 모형에 신체활동의 현저성, 지식과 기술,

그리고 환경적 제약을 추가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6 참고). 분석 결과, 연구 3에서 분석에 사용된 모형의 핏은 다음

의 표 17과 같다.

카이제곱 (χ2) 320.683 [p < 0.01]
CFI 0.797
NFI 0.767
IFI 0.808
RMSEA 0.136

표 17. 모형의 적합성

이 연구의 모형에 신체활동의 현저성, 지식과 기술, 환경적 제약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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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모형에 비해 모델 핏이 다소 떨어졌으나, 전체적으로 허용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Aghili et al., 2017; Wu, 2009). 또한, 신체활동의

현저성, 지식과 기술, 그리고 환경적 제약의 세 가지 변인이 추가된 모형

에서는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설명력이 이전 모형에 비해(SMC = 0.089)

소폭 향상되어(SMC = 0.136) 세 변인이 신체활동 행동을 설명하는데 중

간 수준의 효과 크기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1988). 그 중에

서도 환경적 제약은 신체활동 행동의 조절 변인으로써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211, p < .05). 이는 신체활동의 환경적 제

약이 강할수록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의도가 실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6, 7 참고).

그림 6. 코로나19 시기 신체활동 참여에 대한 변인들의 직접

효과 및 의도-행동 간 조절 효과 분석 결과(N = 199)
***p < 0.01, **p < 0.05, †p <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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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신체활동 참여 의도-행동 간 환경적 제약의 조절 효과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은 90% 신뢰수준에서 행동 의도와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었

다(그림 6, 8 참고). 즉, 대학생들이 자신이 참여하는 신체활동에 대해 충

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질수록 신체활동 의도가 실제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은 강화된 것이다(β = 0.250, p < .10).

그림 8. 신체활동 참여 의도-행동 간 지식과 기술의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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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연구 3은 통합된 행동 모형을 근거로 신체활동의 현저성, 지식과 기술,

그리고 환경적 제약이 신체활동 의도와 행동 간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2의 모형에 신체활동

에 대한 현저성, 지식과 기술, 환경적 제약을 조절 변인으로써 추가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모델 핏이 충분히 높지

는 않았으나 허용할만한 수준임을 확인했다(Aghili et al., 2017; Wu,

2009). 특히 통합된 행동 모형은 행동의 핵심 신념과 직접적인 변인들을

포함한 선행 연구나 검증된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 결과가 없어 이 연구

가 상당히 탐색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델 핏과 함께 평

가에 사용되는 변인 간 단일 경로 계수(single path coefficient)와 결과

변인에 대한 설명력을 의미하는 다중 상관 제곱을 통해 유의한 결과들을

다수 확인하였기에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데 있어

환경적 제약이 강할수록 신체활동 의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

게 감소시켰다. 통합된 행동 모형을 바탕으로 성인의 자료를 회귀 분석

한 Branscum & Fairchild (2019) 역시 90% 신뢰수준에서 환경적 제약

이 근력 강화 운동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이 연구에

서 환경적 제약은 대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한 외적 요

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보다 실제적인

장애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

은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의 환경적 제약으로 시설 접근성, 비용, 학

업, 날씨 등을 보고해왔다(Cowgill et al., 2021; Patay, Patton, Parker,

Fahey, & Sinclair, 2015; Das & Petruzzello, 2016). 대학생들은 청소년

기를 막 지나 처음으로 부모로부터의 주거 및 경제적 독립, 학업, 사회적

인 의무와 책임 등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에 마주하게 된다. 그로

인해 이들은 심리적, 환경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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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여러 장애물을 인지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Van

Dyck, De Bourdeaudhuij, Deliens, & Deforche, 2015). 이러한 환경적 제

약이 신체활동 참여에 대하여 행동 의도와 유의한 상호작용 관계를 갖는

결과는 대학생들이 신체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나 계획이 있었을지

라도 환경적 제약이 발생함으로 인해 신체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

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

되거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도 하며, 신체활동에 대하여 가정 및 사회

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등 각종 장애 요인이 빈번하고 강도 높게 나타나

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 연구의 자료가 수집된 시기(2021년 11-12월)에 우리나라 코로

나19 일일 확진자가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대학생들의 학기 말 및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장애 요인이 강화되고 신체활동 참여가 축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

국,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연구 참여자 집단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계절

변화, 코로나19 상황 등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통합된 행동 모형에서 제시된 또 하나의 변인인 지식과 기술은 90%

신뢰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

생들은 자신이 참여하는 신체활동에 대해 지식과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

을수록 신체활동 의도가 신체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은 대학생들이 신체활동 지식과 기술이 부족한 경우 신체활

동의 장애가 된다는 결과를 제시해왔다(Patay et al., 2015; Henao &

Arevalo, 2016). 신체활동과 같은 건강 행동 혹은 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

고 지식을 갖는 것은 행동에 대한 더 나은 기술을 가지게 해줄 뿐 아니

라(Sukys, Cesnaitiene, & Ossowsky, 2017; Juul, Rowlands, & Maindal,

2018), 축적된 지식과 실제적인 능력을 활용하면 지속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킨다(Sukys et al., 2019). 때문

에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을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요인은

물론, 신체활동 의도와 함께 신체활동에 관한 지식과 실제적인 기술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을 동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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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종합 논의 및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이 연구는 세 개의 건강 행동 이론 즉,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 계획

된 행동 이론, 그리고 통합된 행동 모형을 근거로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행동의 변화와 그 결정 요인을 밝히고자

세 개의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세 가지 하위 연구를 설계 및 진행하였

다. 먼저, 첫 번째 연구는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코로나19 및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이 이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어떤 영향

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강도

신체활동의 경우, 남녀학생 모두에게서 자기 효능감만이 유의한 변인이

었다.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주로 팀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또는 시설

이나 용·기구를 필요로 하는 운동을 통해 고강도 신체활동을 수행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확실한

상황과 제약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중강도 신체활동에 대하여는 남녀 간에 차이가 있었

다. 남학생의 경우 신체활동에 대한 인지된 장애가, 여학생의 경우 현재

건강 상태에 따른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코로나19라는 공통된 위협 상황에서 중강도 신체활동에 참여

하는 데 남학생은 신체활동에 관한 물리적 요인이, 여학생은 개인의 정

서 상태 및 질병에 관한 요인이 중요한 것이다.

계획된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한 두 번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발

생 전과 후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신념과 참여 행동에

어떤 차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고, 이들의 신체활동 의도 및 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친 신념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핵심 신념 중 규범 신념을 제외한 행동 신념과 통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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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서 코로나19 발생 전후 분석 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행동 신념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전 응답 중 사회적 관계 형성, 부상 야기, 시간 소

비에 대한 신념은 제외되고 건강 증진과 피곤함만이 채택되었다. 한편

코로나19 시기의 통제 신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도출된 운동 시설,

운동 파트너, 시간 부족의 세 가지에 게으름과 마스크 착용이 더해졌다.

즉,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신체활동의 결과에 대한

기대는 줄어들었으나 신체활동 참여의 장애 요인에 대한 인식은 증가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시기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주 평균 신체활동

참여 시간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매우 감소한 반면, 의도는 소폭

증가하여 대학생들이 처한 현실 상황과 이들의 신체활동 욕구가 충돌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비교한 결과

에도 코로나19 발생 전후에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 시기에 신체활동

참여 의도와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준 변인은 건강 증진, 가족 구성원,

게으름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사회적 관계 형성, 시간 소비, 친구들)과

는 완전히 달랐다. 이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증진

에 대한 기대가 이들의 신체활동 의도 및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과

신체활동에 대하여 중요한 타인이 친구에서 가족으로 전이된 것은 코로

나19 이후 대학생들의 행동 결정 요인이 크게 변화된 것을 증명하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구에서는 통합된 행동 모형을 바탕으로 신체

활동의 지식과 기술, 현저성, 환경적 제약이 신체활동 의도와 행동 사이

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세 가지 변인과 신체활동 의

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신체활동 의도가 신체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계획된 행동 이론의 한계점을 개선할 수 있는지

입증하고자 했다. 그 결과, 환경적 제약의 경우 신체활동 참여를 설명하

는 데 있어 행동 의도와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

하였다. 뿐만 아니라 90% 신뢰수준에서는 신체활동 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의도가 신체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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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대학생들이 신체활동 참여 의도를 갖고 있

더라도 환경적 제약을 마주한 경우에는 이들의 신체활동이 감소했던 반

면, 자신이 참여하는 신체활동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

는 경우 신체활동 의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조절 변인들이 추가된 모형에서 신체활동의 설명력은 이전에 비해 향상

되어 통합된 행동 모형이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의도와 함께 참여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학술적 시사점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결정한

요인과 그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다양한 건강 행동

을 예측 및 이해하기 위해 활발히 적용되어 온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

계획된 행동 이론, 통합된 행동 모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연구 설계와

분석, 그리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루었다. 이 연구가 가지는 학술적 시사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 연구는 단순히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발견

된 표면적인 행동의 변화만이 아니라 행동 변화를 이끈 요인을 밝히고자

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체활동을 대상 행동으로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신체활동 참여 행동의 변화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신체활동 행동의

변화를 이끈 요인을 검증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이 연구에서는 신체활

동 행동은 물론 의도와 인식, 신념을 모두 조사 및 분석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의 변화와 이를 초래한 요인을 밝히고자 했기

에 더욱 의미가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발생 이전에 수집된 자료와 일치

된 특성을 가진 대상에게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얻은 결과이기에 더욱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행동을

둘러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이론적이고도 유연한 접근 방식을 취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에 따라 적합한 건강 행동 이론을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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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중,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과 계획된 행동 이

론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경험적 자료와 근거를 축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

점이 요구되었다. 특히 질병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하

는 건강 신념 모형은 코로나19를 포함한 전염성 질병의 특성과 그를 둘

러싼 각종 상황과 환경, 그리고 건강 행동을 이해하는데 더욱 기여할 것

이다. 즉, 이 연구의 결과는 이들 이론의 적용 가능성 및 해석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셋째로, 기존 이론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적 시

도의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 그리고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이론의 연속적인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

다. 특히 건강 행동의 예측과 증진을 위한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 온

계획된 행동 이론의 주요한 한계인 행동 의도와 행동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해 통합된 행동 모형에서 가정하는 새로운 변인들의 역할을 검증한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전의 연구들도 기존 이론의 한계점들을 해결해보

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이론적인 기반이나 근거 없이 개별

변인을 추가하거나 기존 이론들을 조합하는 형태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진 발전된 형태의 이론

을 바탕으로 현상을 이해하는 동시에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 연구의 설

계와 모든 절차를 이론에 근거를 두고 진행했다. 또한 이론의 구성 변인

의 정의와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방법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

으로 변인들의 존재를 탐색하고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하였다. 더욱이, 구

조 방정식 모형 분석, 부트 스트래핑 등 보다 최신의 분석 기법을 활용

하여 자료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신뢰할만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했

다. 그 덕에 이 연구는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한 동시에 향후 연구의 바

람직한 진행 방향과 과제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얻은 본 연구의 결과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및 공중 보건 관점

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였다. 먼저 스포츠 매니지먼트 관점에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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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코로나19 시대에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행동의 결정 요인을 파악하였

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인식과 행동에 관한

이해를 기반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중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회

복 및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뿐 아니

라, 코로나19 혹은 그와 유사한 질병으로부터 다시금 위협 상황이 발생

할 경우 사람들의 인식과 신체활동의 변화를 예측하고, 부정적인 행동으

로의 변화를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중 보건 관점에서는 질병에 대한 예방 행동으로써 신체활

동을 바라보고, 건강 행동 이론을 적용하여 질병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과 행동을 이해하고자 했기에 의의가 있다. 더욱이, 이 연구의 세 가지

연구 문제와 가설은 공중 보건 분야에서 활용되어 온 이론들을 근거로

설립하였기에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에 긍정적일 것이

라 사료된다. 게다가 이 연구는 각 이론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그치지 않

고 한계와 개선점을 제시함으로써 후속 연구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발

전시키는 데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했기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코로나

19 상황과 신체활동 행동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신뢰할 만한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루어 이론의 발전과 대중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술적으로 이바지하였다.

3.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가 갖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포스

트 코로나19 시대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을 개발 및 홍보하기 위한 전략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신체활동 참여에 대하여 코로나19에

대한 인식의 영향이 다르게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중강도 신체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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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함에 있어서는 남학생에게는 물리적 요인이, 여학생에게는 질병의

위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해

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 그리고 참여하는 신체활동의 종류와 강도에 따

른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의 발생 이전과 이후에 대학생들이 가지는 신체활동의 결과 및 장애 요

인에 대한 믿음에는 차이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여러 조치

와 사회적 분위기는 이들의 신체활동 참여 행동뿐 아니라 이들이 신체활

동에 대해 기대하는 결과나 예상되는 장애 요인 등에 변화를 초래한 것

이다. 더욱이,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도가 높아진 결

과를 바탕으로 의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한 요인들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환경적 제약, 혹은 신체활동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정도가 이들이 가진 신체활동 의도의 효과를 증대하

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즉,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행동을 이끌기 위

해서는 신체활동 참여를 방해하거나 촉진하는 실제적 요인을 파악하고

변화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포스

트 코로나19 시대에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의 효과적인 증진을 위해서는

첫째, 대학생들의 성별과 신체활동의 강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신체활동의 참여 형태나 종

목에 차이가 있다. 남학생들은 주로 축구, 농구, 풋살 등 팀 스포츠와 보

디빌딩을 즐기는 한편, 여학생들은 요가, 필라테스, 헬스 등 개인 종목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선호와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 방식은 대학

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증진하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과 적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행동에 나타난 변화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

시대에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이전과는 상당한 차

이를 보이는 것을 알려주었다. 현재 코로나19의 엔데믹 시대로 전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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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고 있지만 팬데믹 시기에 경험한 바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겼을 것이다. 때문에 이들의 행동의 변화시키는 일은 결

코 단순하지 않을 것이며 이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은 물론 드러나지

않은 요인들에 대하여도 충분한 고민과 논의를 이루어 예측하여 반영해

야 할 것이다. 특히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의 보호와 증진에 관

한 예방 행동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엔데믹 시대에 이들이 기대하는

신체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해 줄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시기에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대된 이들이 적응된 삶의 패턴과 무기력함을 깨고 가정

에서 혹은 가족 구성원과 함께 신체활동을 즐기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의도를 높이거나 참여 행동을 증진하는데 긍

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대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신체활동

에 관한 지식과 실제적인 운동 기술, 능력을 개발 및 향상해주는 동시에

이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을 파악하여 완화시키는 노력을 기울

여야 한다. 대학생들이 신체활동 참여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같은 요

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고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만약 신

체활동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체활동에 대한 지식을 축적

하거나 운동 능력을 향상하는 것, 개인적으로 신체활동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해주는 것, 각종 제약 요인을 통제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라는 공통된 사건을 겪은 대학생들이 이후

의 삶에서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기준과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 코로나19 시기에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는 심각한 수준

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대학생들은 공유된 지식을 바탕으로 신체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경험과 그 효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형성

및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연구자 및 실무자들은 다양한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코로나19와 대학생들의 특성,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총체적으로 반영하여 신체활동 증진과 지속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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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을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4.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이 연구의 결과는 특

정 시기(2021년 5월-12월)에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최

종 자료가 수집된 12월에는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가 매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했고, 학기 말

및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장애 요인이 강화되

고 신체활동 참여가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서울대학교 학부생

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신체활동 행동이 나타났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은 사회적 기대 및

학업 성취에 대한 부담, 경쟁적 분위기 등에 노출되어 있고, 부모의 학력

과 소득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즉,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와 학교 및 가구 환경, 지역 사회의 분위

기, 질병 및 행동에 대한 개인의 인식 등 서울대학교 학부생들의 신체활

동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 결과인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활용된 측정 도구들은 코로나19와 신체활동 행동

의 관계를 밝히는데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확장된 건강 신념 모

형과 계획된 행동 이론은 선행 연구에서 활발히 적용되어왔고 이를 근거

로 한 측정 도구의 개발과 타당성의 확보에도 힘써왔다. 하지만 코로나

19라는 새로운 질병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통합된 행동 모형의 행동의 현저성, 지식과 기술, 환경적 제약은

행위자의 인식과는 별개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즉, 이들 변

인의 개념과 역할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측정 도구가 요

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관해 합의된 측정 도구가 부재하기에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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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역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활용한 주관적 측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에서 한계를 가진다. 개념의 정의와 측정 도구의 개발에 관한 연구자들

간 합의의 부재는 이론의 발전을 제한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다행히

이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변인들이 발견되었으나 보다 적극적인 이론의

활용과 발전을 위해 향후 연구자들은 통합된 행동 모형에서 가정하는 변

인들의 개념 및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측정 도구와 방법에 대한 논의

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합된 행동 모형에서 가정된 모든 변인이 이 연구의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합된 행동 모형은 본래 인지적 변인을 세분화하고

행동의 직접적 결정 요인들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으나 연구 문제와의

관련성 및 측정 도구 및 방법에 대한 자원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일부 변인만을 추가하였다. 그중에서도 행동의 직접적 결

정 요인 중 습관을 제외하고 연구를 진행한 점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습관이 신체활동 참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가

다수 존재함에도 이 연구에서 제외된 것은 연구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연구의 실행 가능성 등에 의한 것이었다. 통합된 행동 모형의 네

가지 직접적 행동 결정 요인 중 습관은 신체활동에 관한 연구에서 나머

지 구성 요소에 비해 많은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다. 하지만 습관을

제외한 나머지 세 변인은 신체활동에 대한 역할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

다. 또한 습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행동에 대한 습관의 효과를 증명하

는 연구보다는 습관을 형성 혹은 강화하기 위한 연구를 요청하고 있었

다. 그뿐 아니라, 습관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개념의 정의를 정확하게 반

영하지 못하거나 나머지 세 구성 변인의 개념까지 포함하여 중복 측정하

고 있었다. 결국, 이 연구에서는 습관을 제외하여 이론의 구성 변인들 간

에 혼선을 막고 신체활동 행동에 대한 나머지 세 변인의 역할을 입증할

것을 우선으로 한 것이다.

넷째, 통합된 행동 모형 연구에서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시행한

결과의 모델 핏이 아주 높지 않았다. 모델 핏은 연구모형과 분석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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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척도이기에 권장되는 컷오프가 제시되곤 하지

만, 옳고 그름의 평가를 위해 절대적인 값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이

연구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신체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신념을 도출하

고, 이러한 신념들과 통합된 행동 모형의 변인들이 의도와 함께 신체활

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지 검증하고자 시범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들과는 다소 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론을 근거로 수행되었음에

도 꽤 탐색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연구의 모델 핏

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경로계수나 다중 상관 제

곱 등을 통해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다수 제시할 수 있었다.

다섯째, 이 연구의 자료들은 모두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

되었기에 응답에 회상 편향(recall bias), 사회적 기대 편향(social

desireability bias), 혹은 응답 편향(response bias)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횡단 연구 방법(cross-sectional study methods)을 사용

한 이 연구의 결과는 변인 간 인과관계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연구문제

2의 경우 코로나19의 발생 전후 결과를 비교하였으나, 완전히 같은 참여

자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기에 개인의 변화를 검증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동일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집단의 특성을

밝히는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 전체

이기 때문에 졸업이나 입대, 취업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적 특성의

변화가 크고 추적이 어렵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자

료를 수집하여 졸업 전까지의 변화를 추적하는 등 더욱 유의미한 연구를

통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보다 유용한 연구를 진

행하기를 제안한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신체활동 참여

의 역할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신체활동의 부족이

각종 만성질환을 초래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대중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들은 만성질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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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행동으로써 신체활동의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

생으로 우리는 신체활동이 가지는 기능이 더욱 광범위하며, 전염병이 유

행하는 상황에서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건강 행동임을 체감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연구자

들이 전염성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행동으로써 신체활동을 인식하고, 질

병 상황에서의 신체활동의 역할과 기능을 밝히는 연구를 함께 수행할 것

을 제안한다.

또한 다양한 건강 행동 이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신체활동의

측정에 적합한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의 수행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코로나19는 기존에 우리가 경험한 질병들과는 다른 특성

을 가지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활동은 그 자체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가진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이후 우리 인간이 다음으로 맞이

하게 될 질병은 어떤 특성을 가질지 알 수 없지만, 코로나19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염성 질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서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도

구와 절차를 마련하고 검증한다면 또다시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 혹

은 이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질병이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더라도 신

속하게 사람들의 건강과 신체활동의 급격한 위축을 예측 및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 연구는 건강 신념 모형, 계획된 행동 이론, 그리고 통합된 행동 모

형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행동

을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들 세 이론은 선행 연구를 통해 건강 행동

을 설명하는데 그 효과를 입증해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행된 이 연구

의 결과 역시 위의 이론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체활동의 예측과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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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유의미한 변인들과 그 역할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은 대학생들이 질병으로써 코로나19의 위협을 어

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체활동에 대해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인식이 실제로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을

예측하는지 보여주었다. 한편, 그동안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이 질병의

예방 행동으로써 신체활동 행동 예측에 효과를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이론의 예측력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코로

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론

에서는 고려되지 않은 이외의 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

정된다. 코로나19는 이전에 건강 신념 모형이 예측해온 질병이나 행동과

는 달리 특정인이나 집단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인들에게도 쉽

고 빠른 속도로 전염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신

체활동 행동을 설명하는데 처음으로 활용된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은 코

로나19라는 전염병과 신체활동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대한 이론

의 한계를 제시해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발생 전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신념과 행동을 비교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 이론의 활용은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믿음과 동

기, 의도, 행동 간 영향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다.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은 주로 코로나19라는 질병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반영하여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계획된 행동 이론은 대학생들의 신체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과 행동 의도 및 행동에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적

용되었다. 계획된 행동 이론을 근거로 실시된 도출 조사를 통해 인지적

요인을 세분화하여 신체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믿음을 발견하였다. 더욱

이, 각 요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 의도를 측정함으로써 행동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믿음과 직·간접적 영향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발

생 전후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대상으로부터 일관된 절차에 따라 수집

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코로나19 발생 전후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행동 변화뿐 아니라 행동의 결정 요인과 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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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했다. 하지만 계획된 행동 이론 역시 확장된 건강 신념 모형과 마찬가

지로 행동 수행에 관련한 개인의 인지적인 요인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통합된 행동 모형을 통해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개인의 인지적

요인 이외의 외적 요인, 혹은 개인이 예측하지 못한 요인을 고려하고자

했다. 하지만 통합된 행동 모형의 변인들을 포함한 모형의 안정성이 상당

히 떨어져 이론으로써 개선의 필요성을 증명해 보였다. 특히 통합된 행동

모형에서 제시된 직접적 행동 결정 요인들에 관해서는 여전히 개념적 이

해와 측정에 어려움이 있다. 통합된 행동 모형에 따르면 이들 변인은 개

인이 인식하지 못한 영향 요인이기에 객관적인 측정 도구와 방법을 통해

측정되어야 하지만, 연구의 자원의 한계로 인해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점에서 큰 한계를 지닌다. 이 같은 한계는 통합된

행동 모형을 근거로 추가된 세 변인이 행동의 설명력을 크게 높이지 못

한데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과 신체활동 참여 행동은 기존의 이론이나 선

행 연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독특한 특성과 관계를 갖는다. 이 연구

의 결과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체활동 행동에 대한 세 이론의 행동 예

측 및 설명 효과를 발견한 동시에 이론의 한계 및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나타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행동 및 인식의 변화, 이들의 독특한 특성과 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연구의 가치를 높였다. 코로나19라는 역사적 전환기를 지나

온 현세대는 코로나와 함께했던 삶의 연장선에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것이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것 같았던 지난 2년 동안 우

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시대에 얻은 이 연구의 결과는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인지적, 사회환경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시에 또 다른 위기

상황에서도 신체활동의 지속적인 참여와 건강한 삶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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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연구 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

연구참여자용 설명문(연구 1) 

연구 과제명: 한국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신체활동 결정 요인

연구 책임자명: 박세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발생이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미

친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서울시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박세영 연구원(02-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

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

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

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

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신체활동 

참여에 있어 건강 신념 모형이 제시하고 있는 변인들, 즉 코로나19의 전

염성, 심각성, 신체활동의 효과, 장애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확인하

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팬데믹 상황에서 이들이 신체활동을 감소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중 신체활동 참여에 제한이 없는 만 18

세 이상 건강한 성인 약 16,500명 중 약 400명의 희망자들이 참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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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의사를 온라인상에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

행될 것입니다.

1)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여 설문조사 

및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2) 동의한 참여자들은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신체활동의 효

과 및 장애물에 관한 질문, 그리고 신체활동 참여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 소요시간은 약 10분입니다.

3) 모든 질문에 응답을 완료하면 답례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하게 되며, 동의한 참여자는 개인정보(연락

처)를 기입하게 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설문조사에는 약 1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

다. 만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바로 설문응답

을 중지하시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만두는 경우 모아

진 자료는 인터넷 창을 닫으시거나 중단하시는 즉시 자동으로 전량 폐기

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 신체활동 참여에 관한 것으로, 연구에 참여

함으로써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

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코로나19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 및 행동 

변화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163 -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수업

이나 성적 등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박세영(02-000-0000)입니다. 본 연

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학년, 전공, 성별, 거주 지역입니다. 이러

한 개인정보는 연구책임자와 연구담당자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암호

화된 연구책임자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암호화 된 연구실에 보관될 것

이며, 연구진 이외에 외부인의 접근이 불가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모

든 데이터는 외부로 전달이 불가능한한 방법으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기할 예정이며, 사례 지

급을 위해 수집한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연락처)는 사례 지급 후 즉

시 폐기될 것입니다. 연구 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

인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

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

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

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

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

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연구에 참가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응답자들 중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1,5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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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박세영       전화번호:   02-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

음의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일: irb@snu.ac.kr  

mailto:ir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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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용 설명문(연구 2, 3) 

연구 과제명: 한국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신체활동 결정 요인

연구 책임자명: 박세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위협 인식이 신체활동 

참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학부생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소속의 박세영연구원(02-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

에 한하여 수행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

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

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

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현 

상황과 신체활동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코로나19의 발생 이전과는 

다른 효과적인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는 것

입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및 경영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중 신체활동 참여에 

제한이 없는 만 18세 이상 건강한 성인 약 3,000명 중 최대 400명의 희망자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만일 귀하가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 다음과 같은 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1)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여 설문조사 및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2) 연구 참여에 동의한다면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신체활동의 효과 

및 장애물에 관한 질문, 그리고 신체활동 참여 및 의도에 관하여 묻는 질문 등

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예상 소요시간은 약 10분입니다.

4) 모든 질문에 응답을 완료하면 추적조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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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조사를 위해 연락처(이메일 혹은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며, 

연구가 종료되는 즉시 해당 정보는 파기될 것입니다. 

5) 약 한 달 뒤, 추적조사 참여에 대한 요청을 받을 것이며, 참여에 동의한다면 

설문에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추적조사에는 총 1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은 학생들의 공강 시간을 활용하여 교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각 설문조사에는 1회 당 약 10분이 소요될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만

일 귀하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바로 설문응답을 중지하시거

나 해당 사이트에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만두는 경우 모아진 자료는 인터넷 창

을 닫으시거나 중단하시는 즉시 자동으로 전량 폐기됩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 속 신체활동 참여에 관한 것으로, 연구에 참여함으로

써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귀하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인 이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는 코로나19와 신체활동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행동 변화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수업이나 성

적 등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귀하에게 어떠

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의 박세영 연구원(02-000-0000)입니다. 본 연

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학년, 전공, 성별 및 연락처입니다. 이러한 개인

정보는 연구책임자와 지도교수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암호화된 연구책임자

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될 것이며, 외부인의 접

근이 불가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는 외부로 전달이 불가능한 방

법으로 보관이 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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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할 예정이며, 개인식별정보인 연락처는 추적 조사를 위한 수집 목적 달성 

후 반드시 파기할 것입니다. 연구 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

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정

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정보는 사용되지 않

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

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

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

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

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금전적 보상은 없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박세영       전화번호:   02-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880-5153 

     이메일: irb@snu.ac.kr        

mailto:irb@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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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 과제명: 한국 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인식과 신체활동 결정 요인

연구 책임자명: 박세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읽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는 수집되는 자료가 본 연구 이외에 연구책임자 및 다른 연구자의 연구의 목적
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 연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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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설문지 (연구 1)

신체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신체활동 참여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

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한 후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응답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년  5 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박 세 영

1. 지난 7일 간, 당신이 여가 시간 중 한번에 10분 이상 천천히 걸은 날이 며칠

이나 됩니까? (            ) 일

  1-1. 그 날에 당신이 걸은 총 시간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

  (            ) 분

2. 지난 7일 간, 당신이 여가 시간 중 중강도 신체활동(중간 정도의 신체적 노력

을 요구하며 평상시보다 다소 거칠게 호흡하는 운동. 예: 빠르게 걷기, 보통 

속도로 자전거 타기, 보통 속도로 수영하기, 복식 테니스 등)에 참여한 날이 

며칠이나 됩니까?  (            ) 일

  2-1. 그 날에 당신이 중강도 신체활동에 참여한 총 시간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 

(            ) 분

3. 지난 7일 간, 당신이 여가 시간 중 고강도 신체활동(강한 신체적 노력을 요구

하며 평상시보다 매우 거칠게 호흡하는 운동. 예: 에어로빅, 달리기, 빠른 속

도로 자전거 타기, 빠른 속도로 수영하기 등)에 참여한 날이 며칠이나 됩니

까?  (            ) 일

  3-1. 그 날에 당신이 고강도 신체활동에 참여한 총 시간은 평균 얼마나 됩니

까?  (            )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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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한 취약성(susceptibility)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칸에 체크해주세요.

1. 내가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은 매우 높다.

2. 나의 현재 건강상태는 내가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을 높인다.

3. 나는 미래에 코로나19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다.

4. 나는 코로나19에 걸릴까봐 많이 걱정한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severity)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칸에 체크해주세요.

1. 코로나19에 대한 생각은 나를 겁나게 한다.

2. 내가 만약 코로나19에 걸린다면, 나의 경력이 위태로워질 것이다.

3. 코로나19는 나에게 있어 중요한 사람들과 나의 관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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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만약 코로나19에 걸린다면, 나 스스로에 대한 느낌(예: 실망감이 든다)이 변할 것이다. 

5. 내가 만약 코로나19에 걸린다면, 나의 전체 삶이 변할 것이다.

지금부터는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benefits)에 관한 문항입니

다. 본인에게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칸에 체크해주세요.

1. 신체활동을 하는 것은 나의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2. 신체활동을 하는 것은 내가 신체적으로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게 해준다.

3. 신체활동을 하는 것은 나를 강해지게 해준다.

4. 신체활동을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해준다. 

지금부터는 신체활동의 장애물(barriers)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알

맞다고 생각하는 칸에 체크해주세요.

1. 나는 신체활동을 할 시간이 없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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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너무 피곤하다.

3. 나는 신체활동을 하는 것에 동기부여 되지 않는다.

4. 나는 신체활동을 할 장소가 없다.

5. 나는 신체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지금부터는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에 관한 문항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알맞

다고 생각하는 칸에 체크해주세요.

1. 나는 피곤할 때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2. 나는 개인적인 위기 상황(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다툼, 성적 하락, 이성 친구와의 

이별 등)에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3. 나는 날씨가 좋지 않아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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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는 지난 운동으로 몸이 쑤실 때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5. 나는 다른 할 일이 많아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6. 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지지가 없어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7. 나는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주세요.

1. 성별   □ 남 □ 여 

2. 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3. 나이   만 ( ) 세   

 

*설문 참여 사례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동의함  □  전화번호 ( )

동의하지 않음  □

※ 설문에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그렇다

(6)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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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출 조사 설문지 (연구 2)

성별 (         )   학년/나이 (           )   학과 (                 )

1. 당신이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요? (느낌, 감정, 효과, 긍정적 결과 등)

2. 당신이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단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요? (느낌, 감정, 단점, 부정적 결과 등)

3. 당신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이나 그룹이 있나요? 

있다면 모두 적어주세요. 

4. 당신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나 그룹이 있나요? 

있다면 모두 적어주세요.

5. 당신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쉽게 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

들이 있나요?

6. 당신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7. 당신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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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조사 설문지 (연구 2 & 3)

신체활동 참여에 관한 설문지

전공 (  ) 학년 ( ) 성별 ( ) 

연락처 (  )

1. 당신은 지난 한 달간 평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신체활동에 참여했나요?

2. 당신은 지난 한 달간 신체활동을 한 번 할 때 보통 몇 분 정도 했나요?

(  )분

3. 당신이 지난 한 달간 참여한 신체활동은 무엇인가요? 모두 적어주세요.

(  

       )

4. 당신은 다음 한 달간 신체활동에 참여할 의도가 있나요?

(1) 전혀 
하지 

않았다

(2) 
한 번

(3) 
두 번

(4) 
세 번

(5) 
네 번

(6) 
다섯 번

(7) 
여섯 번

(8) 
일곱 번 

이상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신체활동 참여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본 설문을 통해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파악한 후 대학생 신체활동 참여  

증진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생명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년 11 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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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신은 다음 한 달간 신체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요?

6. 당신은 다음 한 달간 신체활동에 참여할 계획이 있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7. 당신은 신체활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예: 경기 규칙, 참여 

방법, 수행력, 신체활동 권장 수준, 구체적인 목표 세우기 등)을 가지고 있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8. 당신은 신체활동에 관련하여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나요?

9. 당신은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삶의 만족을 얻나요?

10. 당신은 신체활동이 아닌 다른 일을 할 때(예: 아르바이트 도중, 수업 과제 

중, 식사 중, 자기 전 등)에도 신체활동에 대해 생각하곤 하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11. 당신은 신체활동을 하거나 신체활동에 대해 생각하느라 식사를 거르거나 잠

을 충분히 못 자기도 하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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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당신은 다음 한 달간 신체활동에 참여하면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

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12-1. 당신은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좋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13. 당신은 다음 한 달간 신체활동에 참여하면 몸이 피로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

나요?

13-1. 당신은 몸이 피로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좋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1) 전혀
좋지 않다

(2) 좋지 
않다

(3) 별로
좋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좋다 (6) 좋다 (7) 매우

좋다

14. 당신의 가족들은 당신이 다음 한 달간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4-1. 위와 같은 가족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따를 의향이 있나요?

15. 당신의 친구나 지인들은 당신이 다음 한 달간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

해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 전혀
좋지 않다

(2) 좋지 
않다

(3) 별로
좋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좋다 (6) 좋다 (7) 매우

좋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1) 매우 
반대한다

(2) 반대한
다

(3) 조금
반대한다

(4) 잘 
모르겠다/
상관하지 
않는다

(5) 조금 
찬성한다

(6) 찬성한
다

(7) 매우
찬성한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1) 매우 
반대한다

(2) 반대한
다

(3) 조금
반대한다

(4) 잘 
모르겠다/

상관하지 않
는다

(5) 조금 
찬성한다

(6) 찬성한
다

(7) 매우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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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위와 같은 친구나 지인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따를 의향이 있나요?

16. 당신은 다음 한 달간 신체활동을 함께 할 파트너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16-1. 위와 같이 신체활동을 함께 할 파트너가 있는 것은 당신이 다음 한 달간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도와주

거나 쉽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7. 당신은 다음 한 달간 신체활동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7-1. 위와 같이 시간이 부족한 것은 당신이 다음 한 달 간 신체활동에 참여하

는 것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도와주거나 쉽게 할 것이

라고 생각하나요? 

18. 당신은 다음 한 달 간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8-1. 위와 같이 귀찮은 것은 당신이 다음 한 달간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도와주거나 쉽게 할 것이라고 생각

하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1) 매우 
어렵게 
한다

(2) 어렵게
한다

(3) 조금 
어렵게 
한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쉽게 
한다

(6) 
쉽게한다

(7) 매우 
쉽게한다

(1) 전혀
그렇지 않

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

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1) 매우 
어렵게 
한다

(2) 어렵게
한다

(3) 조금 
어렵게 
한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쉽게 
한다

(6) 
쉽게한다

(7) 매우 
쉽게한다

(1) 전혀
그렇지 않

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

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1) 매우 
어렵게 
한다

(2) 어렵게
한다

(3) 조금 
어렵게 
한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쉽게 
한다

(6) 
쉽게한다

(7) 매우 
쉽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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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신은 다음 한 달간 주변에 이용 가능한 운동 시설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

하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19-1. 위와 같이 주변에 이용 가능한 운동 시설이 부족한 것은 당신이 다음 한 달간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도와주거나 

쉽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 매우 
어렵게 
한다

(2) 어렵게
한다

(3) 조금 
어렵게 
한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쉽게 
한다

(6) 
쉽게한다

(7) 매우 
쉽게한다

20. 당신은 다음 한 달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20-1. 위와 같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당신이 다음 한 달간 신체활동에 참여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어렵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도와주거나 쉽게 할 것

이라고 생각하나요?

(1) 매우 
어렵게 
한다

(2) 어렵게
한다

(3) 조금 
어렵게 
한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쉽게 
한다

(6) 
쉽게한다

(7) 매우 
쉽게한다

21. 당신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나요? 

(1) 한 번도 하지 않았다 (2) 접종 중이나 완료하지 
않았다 (3) 완료하였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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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적 조사 설문지 (연구 2 & 3)

신체활동 참여에 관한 설문지

전공 (  ) 학년 ( ) 성별 ( ) 

연락처 (  )

1. 당신은 지난 한 달간 평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신체활동에 참여했나요?

2. 당신은 지난 한 달간 신체활동을 한 번 할 때 보통 몇 분 정도 했나요?

(  )분

3. 당신이 지난 한 달간 참여한 신체활동은 무엇인가요? 모두 적어주세요.

(  

       )

4. 지난 한 달간 당신이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환경적 요인(예: 체

육 시설 폐쇄, 가정 문제, 날씨 등)이 있었나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잘 
모르겠다

(5) 조금
그렇다 (6) 그렇다 (7) 매우

그렇다

(1) 전혀 
하지 않

았다

(2) 
한 번

(3) 
두 번

(4) 
세 번

(5) 
네 번

(6) 
다섯 번

(7) 
여섯 번

(8) 
일곱 번 

이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신체활동 참여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본 설문을 통해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파악한 후 대학생 신체활동 참여  

증진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생명윤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응답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년 12 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박사과정 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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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있었다면 (4번 질문에서 (5), (6), (7)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그것은 무엇

이었나요? 자유롭게 답변해주세요.

(

)

5. 당신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나요? 

(1) 한 번도 하지 않았다 (2) 접종 중이나 완료하지 
않았다 (3) 완료하였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182 -

5. 남학생의 변인 간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구 1, N = 73)

1 2 3 4 5 6 7 8 9
VPA 1.000 .354*** .080 -.202† -.032 -.072 .404*** -.568*** .647***

MPA 1.000 .094 -.244** .001 -.069 .195† -.436*** .329***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1.000 .237** .263** .260** .139 -.003 -.038

현재 건강 상태에서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1.000 .039 .209† -.139 .379*** -.334***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 1.000 .567*** .174 .023 -.160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 1.000 .057 .146 -.180

신체활동의 인지된 효과 1.000 -.480*** .549***

신체활동의 인지된 장애물 1.000 -.760***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 1.000

VPA, vigorous physical activity; MPA, moderate physical activity. ***p < .01 **p < .05, †p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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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학생의 변인 간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구 1, N = 77)

1 2 3 4 5 6 7 8

VPA 1.000 .129 -.239** -.273** -.092 .308*** .383*** .469***

MPA 1.000 -.160 -.344*** -.057 .291** -.198† .247**

코로나19 감염 가능성및감염에대한우려 1.000 .254 .475*** -.175 .457*** -.288**

현재 건강 상태에서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1.000 .135 -.409*** .496*** -.431***

코로나19에 대한 인지된 심각성 1.000 .025 .322*** -.106

신체활동의 인지된 효과 1.000 -.421*** .627***

신체활동의 인지된 장애물 1.000 -.664***

신체활동에 대한 자기 효능감 1.000

VPA, vigorous physical activity; MPA, moderate physical activity. ***p < .01 **p < .05, †p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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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로나19 발생 전후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연구 2, N = 199)

Before COVID-19 During COVID-19
Variables M SD Min Max M SD Min Max Variables
주 평균 신체활동

참여시간
243.42 238.67 0.0 1440.0 122.93 128.30 0.0 630.0

주 평균신체활동

참여시간
신체활동 의도 1.44 1.48 -3.0 3.0 1.84 1.17 -2.0 3.0 신체활동 의도

건강증진 BB 2.46 0.62 -2.0 3.0 2.37 0.73 -1.0 3.0 BB 건강 증진
OE 2.68 0.50 1.0 3.0 2.72 0.51 1.0 3.0 OE

사회적 관계 형성 BB 1.95 0.86 -1.0 3.0
OE 1.95 0.81 -1.0 3.0

피곤함 BB 1.62 0.86 -2.0 3.0 1.09 1.26 -3.0 3.0 BB 피곤함
OE -0.34 1.27 -3.0 3.0 -0.23 1.42 -3.0 3.0 OE

부상 야기 BB 1.46 0.84 -2.0 3.0
OE -2.19 0.86 -3.0 1.0

시간 소비 BB 0.92 1.17 -3.0 3.0
OE -1.21 1.03 -3.0 2.0

가족 구성원 NB 2.21 0.84 -1.0 3.0 2.46 0.90 -2.0 3.0 NB 가족 구성원
MC 3.89 1.50 0.0 6.0 4.42 1.42 0.0 6.0 MC

친구 NB 1.76 1.04 -2.0 3.0 2.23 0.92 -1.0 3.0 NB 친구
MC 4.01 1.43 0.0 6.0 4.41 1.35 0.0 6.0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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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 Behavioral Belief; OE = Outcome Expectation; NB = Nomative Belief; MC = Motivation to Comply;

CB = Control Belief; PP = Perceived Power; M = Means; SD = Standard Deviation

운동 시설 CB 3.20 1.59 0.0 6.0 2.13 1.55 0.0 6.0 CB 운동 시설
PP -0.86 1.15 -3.0 3.0 -1.40 1.19 -3.0 3.0 PP
CB 2.98 1.69 0.0 6.0 3.25 1.77 0.0 6.0 CB 운동 파트너운동 파트너
PP 1.42 1.36 -3.0 3.0 1.64 1.11 -2.0 3.0 PP
CB 4.01 1.39 0.0 6.0 3.83 1.41 0.0 6.0 CB 시간 부족시간 부족
PP -1.40 1.15 -3.0 3.0 -1.66 1.07 -3.0 3.0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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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코로나19 발생 이전 응답자의 변인 간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구 2, N = 234)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신체활동 1.000 .341*** .217*** .068 .246*** -.018 -.030 -.016 .196*** .028 .273*** .227***

신체활동 의도 1.000 .317*** .328*** .293*** .019 -.037 .274*** .449*** -.032 .233*** .333***

건강 증진 1.000 .264*** .244*** -.203*** -.044 .295*** .222*** -.129** .075 .107

사회적 관계 형성 1.000 .094 -.048 .026 .178*** .261*** .003 .183*** .068

피곤함 1.000 .083 .080 .087 .214*** .066 .150** .250***

부상 야기 1.000 .042 .081 .194*** .185*** .152** .181***

시간 소비 1.000 -.060 -.034 .169*** -.046 -.051

가족 구성원 1.000 .474*** -.002 .230*** .154**

친구 1.000 .100 .282*** .242***

운동 시설 1.000 .036 .018

운동 파트너 1.000 .111†

시간 부족 1.000

***p < .01 **p < .05, †p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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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코로나19 시기 응답자의 변인 간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구 2, N = 199)

1 2 3 4 5 6 7 8 9 10 11

신체활동 1.000 .501*** -.032 -.081 .011 -.020 .132 .277*** .399*** .254*** .124

신체활동 의도 1.000 .255*** .223*** .354*** .258*** .221*** .127† .238*** .442*** -.017

건강 증진 1.000 .143** .279*** .312*** .102 .148** -.044 -.003 -.140**

피곤함 1.000 .259*** .262*** .080 .035 .037 .185*** .064

가족 구성원 1.000 .669*** .205*** .038 .084 .055 -.048

친구 1.000 .212*** .196*** -.019 .091 -.019

운동 시설 1.000 -.077 .175** .289*** 0.168**

운동 파트너 1.000 .073 .142** -.016

시간 부족 1.000 .416*** .191***

게으름 1.000 .093

마스크 착용 1.000

***p < .01 **p < .05, †p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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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s of COVID-19 and the

Determinants of Physical Activity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Health Belief Model, Thoery of Planned

Behavior, and Integrative Behavioral Model

Park Seiyeo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COVID-19 and physical

activity (PA) on their intention and participation in PA. The extended

health belief model with self-efficacy added to the health belief model

was applied to examine the impact of risk perception of COVID-19

and evaluation of PA on PA participation in study 1.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survey of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nder-stratifi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moderate

physical activity (MPA) and vigorous physical activity (VP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vealed that male students particip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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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in MPA than female students per week, but female students

participated more in VPA than male students on average.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self-efficacy was the only

variable that significantly explained VPA in both male and female

participants. On the other hand, perceived barriers of PA significantly

affected to MPA among male students, whereas the likelihood of

contagion of COVID-19 in current health state significantly affected

MPA among female students.

Study 2 compared PA beliefs and factors influencing PA

participation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For this purpose, data were gathered

from undergraduate students enrolled in College of Social Science or

Business School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y 3 was based on

the integrative behavioral model. It attempted to investigate whether

salience, knowledge and skills,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of PA

can decrease intention-behavior gap by interaction with intention to

PA. Data for study 3 were collected three times with data for study

2. Beliefs about PA were elicited using an open-ended questionnaire,

and they were used to obtain answers regarding perceptions of PA,

intention, salience of behavior, and knowledge and skills in the second

survey. The third survey was conducted about one month after the

second survey. In this survey, students were asked about PA

behavior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udy 2, the intention to PA has been increased although PA

participation time was reduced in half after the emergence of

COVID-19. Moreover, it can be postulated that these outcomes are

caused by salient beliefs of PA such as improvement of health,

family members, and laziness, which are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ones before the emergence of COVID-19. The results of study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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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that environmental constraints and knowledge and skills of

PA significantly improved the explanatory power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intention to PA.

It is meaningful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an empirical

evidence for Korean university students’ PA behavior in the

COVID-19 pandemic, at the same time showing the limitations and

development potentials of the three theories of applicability in this

pandemic crisis.

keywords : COVID-19, university students, physical activity,

health belief model,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tegrative behavioral model

Student Number : 2017-3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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