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Asian Journal of Kinesiology  |  51 

Effects of A Health Risk Information Strategy on Risk  
Perceptions of Diseases Related to Physical Inactivity in 
Adolescents

서 론

청소년 건강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
로 청소년들의 체격은 좋아졌으나, 기본체력은 오히려 저
하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신체활동 부족이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Dun-
can, Duncan, Strycker, & Chaumeton, 2007; Seoul City Educa-
tion O�ce, 2009). Kim(2011)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885

명의 청소년들 중, 약 16%가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신체활동을 한다고 응
답한 청소년들 중 약 51%가 신체활동부족인 것으로 보고
되었다(1회/주: 24%, 1회/월: 27%). 이러한 청소년들의 신
체활동부족은 다른 문화권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U.S. Center for Disease Control(2012)은 
미국청소년들의 신체활동부족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신체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2010년 약 28%로 2000
년(약 31%)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지만, 신체활동을 한다
고 응답한 청소년들 중, 약 39%가 일주일 또는 한 달에 1번 
정도 신체활동을 하고 있어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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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current study identified effects of the health risk information strategy on risk perception to dis-
eases related to physical inactivity, and test the relationships between changes in risk perception and changes 
in physical activity. 

METHODS A total of 37 adolescents voluntarily participated in the 12-week health risk information strategy. In 
the initial stage of this study, adolescents were randomly classifi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was instructed the health risk information twice a week, while the control group 
lived a routine life. Health vulnerability, objective risk factors related to physical inactivity, and physical activity 
were measured to the study variables and 2× 2 repeated measure analysis of variance and hierarchical regres-
sion analysis were conducted.

RESULTS Results indicated that the adolescents at health risks related to physical inactivity showed significant 
increase in risk perception on waist size and BMI after the health risk information strategy. In addition, changes 
in risk perception on obesity and diabetes significantly influenced on changes in physical activity. 

CONCLUSIONS This study implies that it needs to actively promote not only health risks due to physical inactivi-
ty, but health benefits of physical activity in order to reduce diseases associated with physical inactivity in health 
promotion and preventive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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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운동부족 문제는 운동심리학의 

관점에서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
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운동부족과 관련된 질병에 걸릴 가
능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질병에 걸릴 위험에 대해 부정확하게 지각하는 것
은 그만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신체활동을 
포함한 건강행동에 영향을 주는 인지과정으로써 위험지
각의 개념은 보호동기이론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을 포함한 건강행동 변화에 관한 여러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지적되고 있다(Rogers, 1983). 보호동기이론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건강행동 결과의 위험지각이 높을 때 
건강을 보호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가정된
다. 즉 이 이론은 건강보호행동을 예측하고, 부정적 건강
행동을 바꾸는데 목표를 둔 설득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발
전시키고 이해하는데 적용되고 있다(Conner & Norman, 
2005). 즉, 보호동기이론에서 위험지각은 건강행동을 선
택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동기적 요인으로 간주되며, 
어떤 행동으로부터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결과에 대한 개
인 또는 집단의 판단과 평가라는 의미로 정의된다(Wein-
stein, 1980). 
신체활동 연구에서 위험지각은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Brewer et al., 2007). Schwarzer(2008)는 위험지
각이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아울러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
소년기는 다양한 건강행동을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기에 해당됨에 따라, 이 시기동안 
청소년들은 신체활동에 대한 건강상의 이득과 손실에 대
한 지각성향을 습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였
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위험이나 질병에 대해 

예측할 때 낙관적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다 (Weinstein, 
1982). 낙관적 편향이란 사람들이 어떤 질병에 대한 자신
의 위험 가능성을 자신과 비슷한 연령의 다른 이들보다 
낮게 보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Weinstein, 1989). 예를 들
어, 운동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질병(예: 심
장병, 비만, 당뇨병)에 대한 낙관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지
각은 건강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들 가능성
이 있다. Brewer와 동료들 (2007)은 신체활동에 대한 개인

의 지각성향은 앞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을 설명
하는데 있어 유의한 예측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신체활동부족으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해 잘
못된 낙관적 편향을 가진 청소년들은 실제적으로 규칙적
인 신체활동 참여율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
해 나타날 수 있는 건강위험에 대헤서도 잘못된 지각성
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Stephan 등 (2011)
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미래에 건강
상의 위험이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는 것
은 그들이 운동부족으로 인한 건강위험을 피하기 위해 규
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도록 운동의도를 자극한다고 지
적하면서 건강위험지각은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참여의
도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험지
각이 신체활동 참여의 동기 및 의도와의 유의한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으로, 몇몇 연구들은 신체활동
과 위험지각 간에 유의한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
다(Courneya & Hellsten, 2001; Plonitiko�, �inh, Courneya, 
Karunamuni, & Sigal, 2009).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상반
되는 연구결과들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은 신체활동을 예
측하고 설명하는데 있어 위험지각의 유의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Plontiko�, Rhodes, & Trihn, 2009). 그러나 
이들  연구 대부분은 횡단적 설계에 의해 수행되었거나
(Plontiko� & Higginbotham, 2002), 또는 비록 실험설계 방
식을 적용하였더라도, 사용된 중재전략이 운동부족과 관
련된 건강위험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위험정보를 제공
하기 보다는 단순히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과 관련된 정보만을 제공하였다(Lee & Kim, 2015; Sa�ari 
et al., 2013). 
운동부족 관련 건강위험정보 제공 전략(health risk in-

formation strategy)을 적용한 몇몇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 
전략은 신체활동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예, 심장
병, 비만, 당뇨병 등)에 대한 개인의 위험지각 능력을 향
상시키는데 있어 유의한 효과가 입증되었다(Grover et al., 
2007; McGowan & Prapavessis, 2010). 또한, Milne, Orbell, 
Sheeran (2002)은 청소년들에게 심장병과 비만 등에 관한 
건강위험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위험지각 
능력을 고양시키는데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고양된 
위험지각은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
향을 주어 실제로 신체활동 참여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국외에
서 수행되었으며,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동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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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한국판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확인하기 위하여 사
전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측정도구
의 test-retest r = .90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위험인자 지표 신체활동부족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객관적 위험인자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연구참
여자들의 신체구성과 혈액검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되었
다: (1)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2)허리둘레, (3)포도
당, (4)인슐린, (5)C-반응성 단백질. 체질량 지수는 체중
(kg)/키(m)2로 계산되었으며, 이를 위해 체성분분석기(In-
body Co., 한국)를 사용하였다. 허리둘레는 참가자들이 반
듯이 누운 상태에서 정상 날숨 이후 가슴밑 흉골의 주위
를 따라 측정되었다. 포도당, C-반응성 단백질과 인슐린
은 연구참여자의 혈액분석을 통해 측정되었다. 이러한 객
관적 건강위험의 지표 검사는 연구참여자들을 위험군과 
비위험군으로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1)체질량
지수(체중(kg)/키(m)2: >25.0, (2)허리둘레(허리둘레(cm)/
신장(cm)): >0.47, (3)C-반응성 단백질(mg/L): >3.0, (4)포도
당(mmol/L): <3.8 또는 >6.0, (5) 인슐린(pmol/L): <43.0 또
는 >194.0.

신체활동량 연구참여자들의 신체활동량은 Godin과 
Shephard (1985)의 Leisure Time Physical Activity Question-
naire를 Kim, Cardinal, Lee(2006)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표
준화한 한국판 여가시간 신체활동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이 질문지는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
째 문항은 “당신은 지난 1주일(7일) 동안 자유(여가) 시
간에 평균적으로 ”강한 강도의 운동“(심장이 빨리 고
동치는 수준), 중간 강도의 운동”(지치지 않는 수준), 그
리고 “약한 강도의 운동”(여유있는 수준)을 몇 번 정
도 최소 20분 이상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으로 연구참
여자들은 자신이 수행한 각기 다른 강도의 횟수를 직접 
기입한다(예, 만약 지난 1주 일에 20분 이상 빠르게 자전
거타기를 4번하고, 지치지 않을 정도로 수영을 3번하였다
면,”강한 강도의 운동“에 ‘4’, "중간 강도의 운동”에 
‘0’, 그리고 “약한 강도의 운동”에 ‘3’으로 기입한
다). 두 번째 문항은 “당신은 지난 1주일(7일) 동안 자유(
여가) 시간에 얼마나 자주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는 수
준의 운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라는 질문으
로, 반응범위는 “자주 하였다”(1)에서부터 “전혀 또는 
별로 하지 않았다”(3)까지의 3점 척도이다. 응답한 신체

련 건강위험정보제공 전략을 적용한 국내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위험지각과 신체활동 간에는 유의한 관
련성이 있으며, 심장병, 비만, 당뇨병이 신체활동부족으
로 인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병이라는 선행연구들
을 토대로, 본 연구는 신체활동부족 관련 건강위험 정보 
제공전략이 질병(심장병, 비만, 당뇨병)에 대한 위험지각
에 주는 효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위험지각 변화와 신체
활동의 변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서울시 N구에 소재한 H
중학교 남학생들 중, 현재 전혀 신체활동을 하지 않고 있
는 학생들을 예비 연구참여자(n = 314)로 선정하였다. 예
비 연구참여자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연
구방법 등을 설명한 연구참여동의서를 배부하고 자발적
인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46명의 학생들이 
그들 자신과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들을 대
상으로 총 12주간의 건강위험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실시
하였다. 학생들은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운동부족 관련 건강위험지각과 관련된 변인들을 측정하
였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 46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1
차 검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적용 6주 후에 실시한 2
차 검사에는 86.9%(n = 4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80.4%(n = 37)의 학생들이 12주간의 프로그램
에 참여하였다.

측정도구

건강위험자각 연구참여자들의 신체활동부족과 관련된 
건강위험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Health Vulnera-
bility Measure(Bassett & Martin-Ginis, 2011)를 한국어로 표
준화한 한국판 운동부족 건강위험지각 질문지를 사용하
였다. 이 질문지는 신체활동부족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
환(심장병, 비만, 당뇨병)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3 = '매
우 그렇지 않다' 부터 3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예
를 들면,“당신에게 (a) 심장병, (b) 비만, (c) 당뇨병이 발
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이 질문지에서 비활
동성과 관련된 질환의 선정은 신체활동부족 및 관련 질
환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기초로 하였다(Milne,  et 
al., 2002; Stephan, Boiche, Trouilloud, Deroche, & Sarraz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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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점수는 총 MET(metabolic equivalent) 값을 구하기 위
하여 각 운동강도별로 곱해져서 합산된다[예: (강한강도
의 운동횟수×9)+(중간강도의 운동횟수×5)+(약한강도
의 운동횟수×3)]. Kim et al.(2006)은 운동수준 질문지의 
testretest 신뢰도를 .82로 보고하였다.

운동부족 관련 건강위험정보 제공 전략 연구최근 들어 
신체활동연구 영역에서 건강위험정보 제공 전략(Health 
risk message intervention)은 위험정보에 대한 지각, 실제 
신체활동 및 참여의도의 변화에 대한 효과를 강화시키
기 위한 전략으로 개발되었다(Albada, Ausems, Bensings, 
& van Dulmen, 2009; Noar, Benac, & Harris, 2007). 신체활동 
연구에서 이 전략은 개인의 신체활동 부족의 원인이 무엇
이든 간에 이와 관련된 건강위험 또는 질병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은 신체활동부족에 관한 경각심을 증가시
키고 건강위험지각 편견을 감소시키는데 유의하게 작용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위험정
보 제공 전략은 신체활동부족으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한 
지식증가 및 현실적인 위험지각 능력 향상, 그리고 실제
적인 신체활동의 변화에 도움을 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신체활동 촉진전략으로써 건강위험정보의 
제공은 행동변화를 위한 효과적인 메시지를 제공하여 실
제적인 행동변화의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Latimer et 
al., 2010). 여기서 행동변화 메시지는 주어진 행동과 대상
이 된 건강위험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심장 질환에 대한 위험의 증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후, 행동변화 메시지는 규칙적인 신체활
동과 심장질환 감소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   
건강위험정보 제공 전략에서 메시지 구조화 (Message 

Framing)가 신체활동 행동변화 메시지의 효과를 향상시
키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으로 사용된다. 메시지 구조화
는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의 이점(혜택 구조화 메시지)
과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의 위험성(손
실 구조화 메시지)의 차이에 대한 전략적인 내용들을 포
함하고 있다. 예는 들어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참여함으
로써 당신은 비만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혜택 구
조화 메시지의 예에 해당되며, “규칙적인 신체활동에 참
여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심장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키
고 있다”는 손실 구조화 메시지에 해당된다. 비록 이 메
시지들이 문맥상 동일하고 그 차이가 미묘하게 보일지라

도, 사람들은 메시지 구조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는 결
과들이 선행 연구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건강
위험정보 제공전략은 Bassett과 Martin-Ginis(2011)의 연구
에서 사용된 자료들을 근거로 한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건강위험정보제
공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일반적 특성(연령, 신장, 몸
무게), 연구변인(신체활동량, 위험지각, 체질량지수, 허리
둘레, C-반응성  단백질, 포도당, 인슐린)을 측정하였다. 
사전조사가 완료된 후, 연구참여자들은 12주 동안 1주일
에 2회, 총 24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그램
은 오전 8시부터 8시 40분까지 1회 40분씩 S중학교 교실
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연구참여자
들은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과 동일하게 일반적 특성과 
연구변인을 측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참여율을 유지
하고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주 1회 주말을 이용하여 
참여학생과 부모들에게 다음 주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 
등을 소개하는 문자를 발송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과정
은 연구책임자 소속 학교의 연구위원회 승인을 받아 수
행되었다.

 
자료처리

건강위험정보제공 중재전략이 연구참여자들의 운동
부족 관련 객관적 건강위험(심장병, 비만, 당뇨병)의 지각
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위험군 vs 비위험
군) x 2(중재전략 전 vs 중재전략 후) 반복측정 분산분석이 
수행되었다. 또한, 심장병, 비만, 당뇨병에 대한 위험지각
의 변화가 건강위험정보제공 중재전략 적용 전, 후, 신체
활동의 변화를 예측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3개의 개
별적 위계적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각 회귀모델에서 중
재전략 적용 전의 위험지각이 첫 번째 단계에 입력되었으
며, 두 번째 단계에서 중재전략 적용 후의 위험지각이 분
석모형에 입력되었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SPSS 23.0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결 과
 

건강위험정보제공 중재전략의 효과

운동부족 관련 질병(심장병, 비만, 당뇨)의 위험지각
에 대한 건강위험 정보제공 전략의 효과와 객관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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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집단(위험군 vs 비
위험군)×측정시기(중재전략 전 vs 중재전략 후) 반복
측정 분산분석이 수행되었다(Table 1-3). <Table 1>에 따
르면, 심장병의 위험지각에 대해 허리둘레는 측정시
기[F(1,39)=11.45, p<.01; partial ƞ2=.17]와 객관적 위험 
[F(1,39)=4.72, p<.05; partial ƞ2=.09]에 유의한 주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MI [F(1,39)=8.72, p<.01; partial 
ƞ2=.15]와 C-반응성 단백질 [F(1,39)=4.82, p<.05; partial 

ƞ2=.11]은 측정시기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위험 정보제공 전략은 위험여
부와 관계없이 위험군과 비위험군 모두의 건강위험지각
을 향상시키는데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Table 2>는 비만에 대한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객관적 비
만인자로써 허리둘레는 측정시기 (F(1, 39)=5.93, p<.05; 
partial ƞ2=.11)와 객관적 위험 (F(1, 39)=20.64, p<.01; partial 

Table 1. Results of Repeated Measure ANOVA Comparing Perceived Risk of Heart Disease by Time and Objective Risk Status

Objective heart disease 
risk factor

Perceived health risk

Baseline
M(SD)

Post-
intervention

M(SD)

Time
F 

(partial ƞ2)

Objective risk
F 

(partial ƞ2)
Time × Objective risk F (partial ƞ2)

Waist circumference 11.45** (0.17) 4.72* (0.09) 2.89(0.05)

At risk -0.32(1.61) 1.10(0.96)

Not at risk -0.89(1.81) -0.50(1.76)

BMI 8.72** (0.15) 0.48(0.01) 1.23(0.03)

At risk -0.49(1.53) 0.20(1.27)

Not at risk -0.76(1.90) -0.36(1.91)

C-reactive protein 4.82* (0.11) 0.01(0.00) 0.03(0.00)

At risk -0.31(2.07) 0.04(2.00)

Not at risk -0.91(1.98) -0.10(1.85)

Perceived disease risk scale range -3 to +3. Partial ƞ2= effect size. 
*p<.05; **p<.01

Table 2. Results of Repeated Measures ANOVA Comparing Perceived Risk of Obesity by Time and Objective Risk Status

Objective obesity 
risk factor

Perceived health risk

Baseline
M(SD)

Post-
intervention

M(SD)

Time
F 

(partial ƞ2)

Objective risk
F 

(partial ƞ2)
Time × Objective risk F (partial ƞ2)

Waist circumference 5.93* (0.11) 20.64** (0.28) 0.04(0.01)

At risk 0.63(1.94) 1.20(1.43)

Not at risk -0.02(1.33) -0.27(1.53)

BMI 4.93* (0.10) 18.72** (0.26) 2.01(0.03)

At risk -0.62(2.01) 0.41(2.12)

Not at risk -1.88(1.51) -1.44(1.10)

Perceived disease risk scale range -3 to +3. Partial ƞ2= effect size.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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ƞ2=.28)에 대해 유의한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MI도 측정시기 (F(1, 39)=4.93, p<.05; partial ƞ2=.10)
와 객관적 위험 (F(1, 39)=18.72, p<.01; partial ƞ2=.26)에 대
해 유의한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비만에 
대해 위험군은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각하고 있으며, 또한, 위험여부에 상관없이 위
험군과 비위험군 모두 비만에 대한 건강위험지각이 중재
전략을 통해 증가하였다.

<Table 3>은 당뇨병에 대한 위험지각을 종속 변인으
로 한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객관적
인 당뇨병 위험인자들 중에서, 허리둘레(F(1, 39)=10.78, 
p<.01; partial ƞ2=.19), 포도당(F(1, 39)=5.18, p<.05; partial 
ƞ2=.10), 인슐린(F(1, 39)=-9.88, p<.01; partial ƞ2=-.18)이 위
험군과 비위험군 간에 객관적 위험에 대해 유의한 주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위험지각과 신체활동변화의 관련성

건강위험지각은 신체활동의 변화를 예측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운동부족 관련 객관적 위험인자별
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심장병에 대한 위험지각은 신체활동의 변화

(β=-.37,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 회귀모형에서 건강위험지각은 신체활동의 변화 
(F(3, 37)=3.43, p<.05)를 예측하는데 19%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19). 또한, 비만에 대한 위험지각은 
중재전략 적용 이전부터 이후까지 신체활동의 변화에 지
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β=.31, 
p<.05 in the 1st step, β=.39, p<.05 in the 2nd step). 이 회귀모
형에서 건강위험지각은 신체활동의 변화 (F(2, 38)=3.67, 
p<.05)를 예측하는데 2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f2=.22). 당뇨에 대한 위험지각의 변화는 신체활동
의 변화 (β=.38,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 회귀모형에서 건강위험지각은 신체활동의 변
화 (F(5, 35)=3.37, p<.05)를 예측하는데 10%의 설명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f2=.10).

 
논 의

본 연구는 신체활동부족 관련 건강위험 정보 제공전
략이 질병(심장병, 비만, 당뇨병)에 대한 위험지각에 주는 
효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위험지각 변화와 신체활동의 변
화 사이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Table 3. Results of Repeated Measure ANOVA Comparing Perceived Risk of diabetes by Time and Objective Risk Status

Objective diabetes risk factor

Perceived health risk

Baseline
M(SD)

Post-
intervention

M(SD)

Time
F 

(partial ƞ2)

Objective risk
F (partial ƞ2)

Time × Objective risk 
F (partial ƞ2)

Waist circumference 0.71 (0.02) 10.78** (0.18) 0.19 (0.01)

At risk 0.43(1.32) 0.69(1.07)

Not at risk -1.38(1.98) -1.28(2.00)

BMI 0.41(0.01) 2.45(0.04) 0.28(0.01)

At risk -0.44(1.76) -0.45(1.90)

Not at risk -1.30(2.01) -1.06(1.98)

Glucose 0.84(0.02) 5.18* (0.10) 0.31(0.01)

At risk 0.78(2.64) 1.28(2.15)

Not at risk -1.09(1.65) -0.98(1.73)

Insulin 0.28(0.01) -9.98** (-0.18) 0.85(0.03)

At risk -1.59(1.53) -1.29(1.72)

Not at risk 0.30(1.58) 0.31(1.88)

Perceived disease risk scale range -3 to +3. Partial ƞ2= effect size.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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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신체활동부족 관련 질병 중, 심장병과 비
만의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은 건강위험 정보제공 전략
이 제공된 후에 허리둘레와 BMI에 대한 위험지각이 유의
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여러 선
행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Bassett & Martin-Gi-
nis, 2011; Li, Ng, Cheng, & Fung, 2017), 신체활동부족으로 
인한 건강위험에 대한 정보는 이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으
로 알려진 심장병 및 비만 등의 객관적 위험인자의 지표
가 높은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의 질병위험에 대한 인식
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신체활동부족 관련 질병에 대한 위험지각
의 긍정적인 변화는 객관적 위험인자의 지표가 낮은 비위
험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만의 객관적 위험인자인 허리둘레가 건강위험수
준에 처해 있지 않은 청소년들도 중재전략 적용 후에 비
만에 대한 위험지각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결
과 또한 선행연구에 의해 지지되었다(Grover et al., 2007).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에 적용한 신체활동부족 관련 건
강위험 정보제공 전략은 운동부족으로 인한 질병의 위험

군 과 비위험군 사람들 모두의 낙관적이거나 부정확한 위
험인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흥미롭게도, 당뇨병에 대한 위험지각은 어떠한 객관적 

위험인자에서도 객관적 위험이나 위험에 대한 피드백의 
기능으로써 유의하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건강위험 정보 전략 중, 허리둘
레, BMI, 단백질, 인슐린에 대한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이 
당뇨병에 대한 위험을 지각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당뇨병의 비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위험군에 있는 청소년들은 중
재전략 이전과 이후 모두 당뇨병에 대해 위험지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 이들은 자신들이 
당뇨병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중재
전략에 포함된 당뇨병 위험정보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
는 내용 정도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당
뇨병에 대한 건강위험의 인식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천장 효과). 
본 연구는 위험지각의 변화가 신체활동의 변화를 예측

하는데 있어 신체활동부족 관련 건강위험 정보제공 전략

Table 4.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Predicting Changes in Physical Activity

Perceived health risk variables R2 R2Δ β f 2

Heart disease 0.14

Step 1 0.03 0.03

Perceived risk T1 0.16

Step 2 0.13 0.11

Perceived risk T1 0.28*

Perceived risk T2 -0.37*

Obesity 0.22

Step 1 0.14 0.14

Perceived risk T1 0.31*

Step 2 0.12 0.01

Perceived risk T1 0.39*

Perceived risk T2 -0.09

Diabetes 0.10

Step 1 0.02 0.02

Perceived risk T1 0.07

Step 2 0.09 0.07

Perceived risk T1 -0.20*

Perceived risk T2 0.38*

f 2 = effect size.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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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였다. 중재전략을 통
해 심장병에 대한 위험지각이 증가한 청소년들의 신체활
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 결과는 보호동기
이론의 가설과는 상반되지만(Rogers, 1983), 몇몇 연구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Plontiko� & Higginbotham, 2002). 이
러한 결과에 대해, 심장병에 대한 위험지각이 증가한 청
소년들은 아마 그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증가했을지도 모
른다. 이러한 두려움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일으
키는 건강위험에 관한 정보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등의 
부정적 대처 반응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다(Con-
ner & Norman, 2005). 더욱이, 본 연구에서 적용된 중재전
략은 연구 참가자들에게 신체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예, 건강이득 및 중요성 등)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장병에 대한 위험지각이 증가한 연구 참여자들은 신체
활동이 주는 이점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거나,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심장병에 더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
으로 인식하여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 
또한, 비만과 당뇨병에 대한 위험지각의 변화는 신체

활동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
재전략 전부터 비만과 당뇨병에 대한 위험지각이 높았던 
청소년들은 운동부족 관련 건강위험 정보제공 전략을 적
용한 이후에도 더욱 활발하게 신체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과 관련된 결과에 대해 비만과 관련
된 객관적 위험인자(허리둘레, BMI)들은 일반적으로 측
정 및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연
구 참여자들은 중재전략 적용 전에 이미 자신들의 비만
위험에 대해 지각하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따라서 중재
전략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비만위험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이 신체활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해석
은 위험지각의 증가는 신체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관
련 행동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이전 연구들에서 지
지되고 있다(Floyd, Prentice-Dunn, & Rogers. 2000; Milne et 
al., 2000).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특정 위험요인에 관한 정

보는 다른 것들보다 위험을 지각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허리둘레 및 BMI
는 비만의 중요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이 대중매체를 통해 
빈번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러한 위험
요소에 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허리둘레와 BMI
는 청소년들이 비만의 위험을 지각하는데 유의하게 영향

을 주었을 것이다. 반면, C-반응성 단백질과 인슐린과 같
은 건강위험 요소들은 비만의 위험을 인식하는데 있어 의
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간과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C-반응성 단백질과 인슐린의 경우, 본 연구에 참
여한 청소년들은 아마도 이들 건강위험 요소들과 비만관
련 질병의 관련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심지어 이들 
위험요소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 뿐
만 아니라, 허리둘레나 BMI는 직접 육안으로 관찰이 가
능하지만, C-반응성 단백질과 인슐린은 육안으로 직접 확
인할 수 없는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허리둘레나 BMI를 통
해서 자신의 비만 위험을 지각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유의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들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첫째, 신체활동과 심리적 변인들이 신뢰성과 타당
성이 검증된 표준화된 측정도구에 의해 측정되었지만, 질
문지에 의한 자기보고식 방법이 사용되었으므로 문항해
석의 오류나 사회적 요망 편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집단 시계열조사를 적용한 준실
험설계 연구이다. 따라서 통제집단을 두지 않은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절대적으로 건강위험정보 전략의 효과인
지, 또는 다른 요인 (예, 사전조사로 인한 학습효과, 성장 
및 성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신체활동의 예측변수로써 

건강위험지각에 대해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시사점을 모
두 제공한다. 즉, 청소년들이 신체활동부족 관련 특정질
환(심장병, 비만, 당뇨)에 대한 위험지각이 신체활동의 중
요한 예측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보호동기이론의 이론적 유의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러
한 결과는 규칙적인 신체활동 참여를 통해 예방이 가능한 
질병들의 위험지각은 신체활동 참여를 증가시킬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실제적인 측면에서 청
소년들에게 질병과 신체활동 사이의 관련성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그 질병에 대한 건강위험 정보가 신체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핵심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건강증진 및 예방의학 분야에서 심장병, 비만, 당
뇨와 같은 신체활동부족과 연관된 질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의 장점과 동시에 운동부족에 기인한 
건강위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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