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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curr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existing literature carried out in Korea regarding 
physical activity and its related factors based on the social ecological model (SEM).

METHODS A systematic search of relevant literature published from March 2011 to December 20200 was 
conducted through RISS, KISS, KCI, DBpia, and SEMANTIC SCHOLAR. A total of 9 studies met the inclusion 
criteria. The selected articles were all of high quality as assessed using the Mixed Methods Appraisal Tool.

RESULTS Results indicated that all SEM constructs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hysical activity. In 
specific, self-efficacy showed highest correlation effect size with 0.41(95% CI=0.33~0.49), followed by pros 
with 0.26(95% CI=0.23~0.30), quality of exercise facilities with 0.25(95% CI=0.19~0.32), accessibility of 
exercise facilities with 0.23(95% CI=0.20~0.26), friend support with 0.21(95% CI=0.15~0.28), and family 
support with 0.20(95% CI=0.03~0.38).

CONCLUSIONS The current study was the first attempt applying a meta-analysis to investigate the existing 
research publications targeted at Korean physical activity based on the SEM. More importantly, the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evidence-based research by synthesizing studies that applied the SEM to physical 
activity conducted in Korea and providing practical data to establish strategies to promote physical activity 
based on the SEM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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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절망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으며, 각 국가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

의 기능이 제한되고, 경제적 수준이나 성별 및 연령에 

관계없이 사망과 질병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 무엇보다도 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은 우

리 생활에서 신체활동 참여를 급격하게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

제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2]. 

행동의학 및 운동심리학의 관점에서 신체활동 참여

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의 신체활동

은 그들의 사고, 동기, 자신감, 인지정도, 믿음 등의 심

리행동적 요인, 가족 및 친구의 지지, 사회규범, 사회적 

연결망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 그리고 개인이 살고 있

는 지역의 운동시설의 유무 및 접근 용이성, 운동시설

의 질적 수준과 안전성 등과 같은 물리환경적 요인들과 

상호 복합적인 인과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3,4].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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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어떻게 신체활동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인 근거와 경험적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론 및 모

형을 적용하여 신체활동을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고 할 수 있다.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ecological 

system theory)을 기초로 한 사회생태모형(social 

ecological model: SEM)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신체활

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설명하는 효과적인 개념적 

틀로 인식되고 있다 [5]. 이 모형에 따르면, 신체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개인적, 사회문화적, 물리환경적 

변인들이 포함된다 [6]. 사회생태모형을 적용한 선행연

구들을 요약해 보면,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효능감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건강에 대한 신체활동의 

효과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신체활동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또

한, 친구와 가족들의 지지는 모든 연령 집단에 걸쳐 폭 

넓게 운동참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 친구나 가족으로부터의 낮은 사회적 지지는 운

동참여율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8]. Carron, Hausenblas, Estabrooks는 물리환경

적 요인이 신체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논문

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날씨, 지역사회 환경, 운동시설 

접근용이성에 대한 지각, 운동시설에 대한 실제적 접근 

가능성 등이 신체활동의 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9].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사회생태모형을 적용하여 

신체활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사회생태모형 구성변인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서

양에서 수행되었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

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발표된 

연구들은 연구참여자의 특성, 표본 크기, 연구방법 등에 

있어 상이하며, 또한, 신체활동에 대한 사회생태모형 구

성변인의 영향력에 있어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

다. 따라서, 한국인들의 신체활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인들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신체활동증진 전략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사회

생태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를 대상으

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생태모형의 구성변인에 대한 효과크기를 확인하였다.

연구방법

1. 문헌검색

문헌검색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내·

외에서 출판된 문헌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헌검색을 위

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한

국학술정보 (KISS), 한국학술지인용색인 (KC), 국회전

자도서관, 누리미디어 DBpia, SEMANTIC SCHOLAR

를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문헌검색은 각 학술 데이

터베이스에서 ‘사회생태모형’을 검색하고 결과 내 재검

색에서 ‘신체활동’을 검색하였으며, 국외 학술 데이터

베이스에서는 ‘social ecological model and physical 

activity and Korean’ 을 검색하여 사회생태모형 연구

에서 신체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검색하였다.

2. 선정기준

신체활동, 사회생태모형 구성변인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설정하

였다. 첫째,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문헌만 선정하였

다. 둘째, 신체활동, 사회생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한 문헌을 선정하였다. 셋째, 메타분석을 위한 신체활

동, 사회생태 변인 간의 상관계수(r)와 참여자 수(n)가 

제시된 문헌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학위논문을 학술논

문으로 출판한 경우 학술논문을 우선으로 하되 학술논

문으로 출판하는 과정에서 메타분석에 필요한 연구결과

가 누락되었을 경우 학위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문헌의 연구설계 유형은 조사연구로 하였다. 여섯째, 학

술 데이터베이스(온라인)에서 열람할 수 없거나 비공개 

문헌은 제외하였다.

3. 선정과정

분석대상 문헌 선정을 위해 각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한 결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학술논문 52편, 학위논문 141

편, 보고서 23편, 한국학술정보에서 학술논문 16편, 보고서 1편, 

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서 학술논문 40편, 국회전자도서관에서 학

술논문 7편, 학위논문 3편, 보고서 1편, 누리미디어에서 학술논

문 24편, 보고서 1편, SEMANTIC SCHOLAR에서 학술논문 213

편이 검색되어 총 522편이 검색되었다. 이 중에서 중복되는 학술

논문 84편, 학위논문 2편, 보고서 1편을 제외하였고, 제목과 초록

으로 분류한 결과, 학술논문 258편, 학위논문 134편, 보고서 24

편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헌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복 게재 2편, 측정 변인 불일치 3편, 분석 방법 불일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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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학술논문 4편과 학위논문 4편(박사학

위논문 1편, 석사학위논문 3편), 보고서 1편이 선정되었다. 분석

대상 문헌 선정과정은 <Figure 1>과 같다.

Figure 1. Flowchart outlining the study selection process

4. 자료코딩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9편의 문헌을 코딩하기 위해 

문헌의 저자, 출판연도, 출판유형, 연구참여자의 수, 대

상, 그리고 신체활동, 사회생태 변인 간 상관계수의 수

를 코딩하였다. 변인은 신체활동, 자기효능감, 운동이득, 

운동장애, 친구지지, 가족지지, 물리적 환경으로 21개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메타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코딩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고, 코딩하는 

연구자들 간의 합의 및 신뢰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 스포츠심리학 박사 2명이 최종 선정된 문헌의 

자료를 코딩하였다. 코딩 과정에서 연구자 간 불일치가 

발생했을 경우, 1인의 스포츠심리학 전공 교수의 자문

을 받아 협의하였다.

5. 자료분석

메타분석을 위해 R 프로그램(ver. 4.0.5)의 메타분

석 패키지를 활용하였다. 사회생태 변인 간의 상관계수

(r)와 참여자 수(n)를 이용하여 효과크기를 추출한 후 

Fisher’s Z값으로 변환하였다. 정규분포를 더 따르는 

Fisher’s Z값은 표준화된 값이기 때문에 표본수에 상관

없이 연구 간의 효과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 [10]. 다양

한 수준의 개별연구에 대해 좀 더 안정된 통계치를 얻기 

위해 역분산 가중치(inverse variance weight)를 사용

하였다 [11]. 메타분석은 개별연구의 효과크기에 가중

치를 부여해서 전체연구의 효과크기, 즉 평균효과크기

를 산출하고 유의성을 검토하여 효과크기의 의미를 설

명하는 것으로, 상관계수 효과크기의 해석은 .10 이하

이면 작은 효과크기, .25 정도면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40 이상이면 큰 효과크기로 보았다 [12].

분석대상 문헌의 사회생태 변인 간 동질성과 이질성

을 검증하기 위해 Q값과 I2값을 이용하였다. Q값이 클

수록 연구결과들 사이에 효과크기 차이가 있는 것을 의

미하며 [13], I²이 25%이면 낮은 이질성, 50%이면 중

간 정도의 이질성, 75% 이상이면 매우 큰 이질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4]. 또한 일반적으로 이

질성에 대한 판단은 총분산에 대한 실제 분산의 비율

(I2)이 50% 이상이고 동질성 검증의 유의확률이 .01보

다 작은 경우 효과크기의 이질성은 상당하다고 판단하

였다 [14]. 이질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랜덤효과 모형

(random-effects model)을 이용하였고, 이질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면 고정효과 모형(fixed-effects model)

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각 문헌의 변인 간 비뚤림 위험

평가는 risk of bias graph 통해 평가하였고, 출판편향

은 funnel plot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1. 문헌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문헌은 2011년부터 2020년 사

이에 출판된 학위논문 4편, 학술논문 4편(박사학위논문 

1편, 석사학위논문 3편), 보고서 1편으로 모두 9편이었

다. 연구참여자를 살펴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헌이 

3편,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헌이 3편,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문헌이 1편, 해군을 대상으로 한 문헌이 1편,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문헌이 1편이었다 (연구참여자: 5159, 

남: 2,061, 여: 3,098) <Table 1>. 또한, <Table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각 문헌에서 신체활동과 사회생태모

형의 구성변인(자기효능감, 운동이득, 운동장애, 친구

지지, 가족지지, 운동시설의 접근성, 운동시설의 질) 간

의 상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2>에 따르

면, 사회생태모형의 모든 구성변인들은 신체활동과 유

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사회생태

모형의 구성변인들 중, 운동장애 변인은 3편의 논문에

서 신체활동과 음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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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활동과 사회생태모형 구성변인간의 상관관계 
효과크기

<Table 3>은 본 연구에 선정된 문헌에서 신체활동

과 사회생태모형의 구성변인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를 대

상으로 메타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 각 문헌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생태모형의 구성변인 중, 운동이득 변인

과 운동시설의 접근성 변인은 이질성이 낮게 나타나 고

정효과 모형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다른 변인들은 이질

성이 높게 나타나 랜덤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Table 3>에 따르면, 사회생태모형의 모든 구성변인

들과 신체활동 변인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신체활동과 자기효능감 변

인의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0.41(95% CI=0.33~0.49)

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운동이

득 0.26(95% CI=0.23~0.30), 운동시설의 질 0.25(95% 

CI=0.19~0.32), 운동시설의 접근성 0.23(95% 

CI=0.20~0.26), 친구지지 0.21(95% CI=0.15~0.28), 

Table 1. Studies included in the meta-analysis

Author(year) Participants(age) Gender Number of 
participants Study location Number of assessed correlation 

coefficient

Gu(2020) Adolescents(-19) Male=752
Female=842 1604 Seoul, KyoungGi-Do 15

Heo(2014) College students(20-26) Male=153
Female=203 356 Seoul 10

Hwang & Kim(2017) Older adults(+65) Male=125
Female=276 401 Seoul 21

Kang(2011) Older adults(+65) Male=87
Female=196 283 Seoul 21

Kang et al.(2016) Adults(+30) Male=332
Female=480 812 Seoul 21

Kim & Kosma,(2012) Older adults(+65) Male=87
Female=203 290 Seoul 21

Kim et al.(2013) Adults(+20) Male=182
Female=169 352 Seoul 21

Kim et al.(2014) Adults(+20) Male=330
Female=549 879 Seoul 21

Roh(2011) Navy(+20) Male=179
Female=5 184 Jinhae 21

Table 2. Relationships between the SEM constructs and physical activity

Kang 
(2011)

Roh 
(2011)

Kim & Kosma 
(2012)

Kim et al. 
(2013)

Heo 
(2014)

Kim et al. 
(2014)

Kang et al. 
(2016)

Hwang & 
Kim (2017)

Gu 
(2020)

Psychological variables

Self-efficacy Cor(+) NC Cor(+) Cor(+) Cor(+) Cor(+) Cor(+) Cor(+) Cor(+)

Perceived benefits Cor(+) Cor(+) Cor(+) NC Cor(+) Cor(+) Cor(+) Cor(+) Cor(+)

Perceived barriers Cor(-) Cor(-) Cor(-) Cor(-) NC Cor(+) Cor(+) Cor(+) Cor(+)

Social variables

Friends support Cor(+) NC Cor(+) Cor(+) Cor(+) Cor(+) Cor(-) Cor(+) Cor(+)

Family support Cor(+) NC Cor(+) Cor(+) Cor(+) Cor(+) Cor(+) Cor(+) Cor(+)

Physical environmental variables

Physical environment Cor(+) Cor(+) Cor(+) Cor(+) Cor(+) Cor(+) Cor(+) Cor(+) Cor(+)

Cor: Significant correlation; NC: Not significant cor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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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지 0.20(95% CI=0.03~0.38)의 순으로 효과크

기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논의

본 연구는 사회생태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에서 수행

된 연구를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신체활동에 영

향을 미치는 사회생태모형의 구성변인에 대한 효과크기

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출

판된 연구들 중, 메타분석의 실시 기준을 충족하는 9편

의 문헌이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문제는 한국인들이 신

체활동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주는 유의한 요인들을 확

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괄적인 관점에서 신체활동

을 설명하고 있는 사회생태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심리적, 사회적, 물리환경적 변

인들은 모두 신체활동과의 상관관계 효과크기가 중간수

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모든 심리적 변인 (

자기효능감, 운동이득 및 운동장애)들이 신체활동과 유

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

은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모든 연령층에서 그들의 신체

활동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변인으로 보고되었으며, 국

외에서 수행된 메타분석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15,16].  또한, 본 연구에서 운동이득 및 운동장애 변

인은 신체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국외에서 수행된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었다 [17,18]. 

이러한 결과는 지역 주민들의 신체활동 참여 증진을 통

해 운동이득에 대한 이해와 운동장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

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전략을 개

발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는 신체활

동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mith와 

그의 동료들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개인을 둘러싼 

중요한 사회적 환경 요인 중의 하나로 신체활동을 포함

한 건강행동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는데 중요한 변인으

로 인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친구의 지지가 그들의 신체활동 참여에 보다 중요한 사

회적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노인들은 가족의 

지지가 신체활동과 보다 더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19].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에 의

해 폭 넓게 지지되고 있다 [20,21]. 따라서 신체활동을 

생활화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개

인의 주변에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

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운동심리학 영역에서 사회생태모형이 가지는 유의성

은 신체활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사회심리적 변인에 초

점을 두는 전통적인 접근방식을 넘어 물리적 환경변인

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신체활동 장소 및 시설 등의 물

리적 환경은 신체활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

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동시설 및 장소의 근접

성 및 질적 상태는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문헌에서 유

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

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22,23]. 따라서 선행 연구의 

메타분석 결과와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종합하

면,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일수록 자

신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운동시설의 접근성 및 시설의 

질적 상태 등의 변인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 

Table 3. Effect sizes of the social ecological model constructs on physical activity

Social ecological constructs K I2 Q(df) p Model Zr[95% CI]

Self-efficacy 8 81.6 38.12(7) <0.0001 random 0.41[0.33-0.49]

Perceived benefits 7 14.8 7.04(6) =0.3168 fixed 0.26[0.23-0.30]

Perceived barriers 7 93.1 87.08(6) <0.0001 random -0.03[-0.17-0.10]

Friend support 8 70.5 23.73(7) =0.0013 random 0.21[0.15-0.28]

Family support 8 96.3 190.53(7) <0.0001 random 0.20[0.03-0.38]

Physical environment 8 3.3 7.24(7) =0.4044 fixed 0.23[0.20-0.26]

K=the number of effect sizes; CI=Confidence interval; df=degree of freedom; Q=Cochran’s Q; I2=Inconsistency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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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문헌들 대부분이 성인들을 대상(노인대상 3편)

으로 수행되었으며, 각 문헌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무관하게 규칙적으로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이 7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규칙

적으로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 신체활동

의 건강상의 이득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

아 주변 운동시설이나 운동정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

을 수 있다. 또한 사이클링, 걷기 및 조깅, 볼링, 요가 등

의 여가생활 성격이 강한 신체활동 참여자의 경우 신체

활동의 특성상 물리적 환경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크

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24]. 이러한 해석

은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이 선호하는 신체활

동을 고려한 환경지지적 맞춤식 신체활동 처치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 기술되어진 유의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연

구는 메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연

구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연구에 사용된 문헌들을 선

정하였다. 이를 통해 총 9편의 연구문헌이 문헌선정 기

준인 연구설계, 측정변인, 분석방법 등의 조건에 부합하

여 본 연구에서 적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

의 유의성을 객관적으로 지지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

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메타분석에

서 연구에 사용되는 연구문헌의 수는 연구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기술적으로는 2편 이상만 되어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5].

본 연구는 한국인들의 신체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요

인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관점에서 신체활동

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회생태모형을 적용한 연구문헌

들을 메타분석한 첫 번째 시도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생

태모형은 신체활동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들 모두 도

시에 거주하는 성인과 노인들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앞

으로의 후속연구들은 다른 지역 및 다른 연령층을 대상

으로 사회생태모형을 적용한 신체활동 연구를 확대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수행된 신체활

동에 대해 사회생태모형을 적용한 연구들을 종합하고, 

향후 사회생태모형을 기반으로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실질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근

거기반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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