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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physical activity (sedentary, light, moderate to 
vigorous physical activity [MVPA])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based on 
region (urban and rural) and sex.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216 students 
across 6 middle schools located in medium-sized urban (3 schools) and rural areas (3 
schools), and the relevant physical activity was measured using a three-dimensional 
accelerometer (GT3X model). The collected data were inputted into the SPSS 20.0, 
and descriptive analysis and two-way ANOVA based on region and gender were 
performed (<.05). RESULTS Th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sulted in the following 
achievement rate of the physical activity standard (MVPA 60 minutes/day): 9.4%. 
The two-way ANOVA showed that the main effect according to gender was found in 
sedentary activity (F=5.258), light activity (F=6.790), and MVPA (F=32.274); furthermore, 
the main effect according to region was found in light activity (F=10.888) and MVPA 
(F=7.876). Interaction effect according to region and gender was found at all intensities, 
and the gap between rural and urban in male students was larger compared to that of 
female students. CONCLUSIONS After COVID-19, the level of physical activity among 
adolescents has worsened; this study found the problem of “decrease in physical 
activity; increase in sedentary activity” to be more serious among male students in 
urban areas.

서론서론

청소년기 신체활동은 건강한 삶의 기초이다. 이 시기 신체활동은 신
체적 건강(비만, 심혈관 질환, 근력과 근지구력 발달 등)과 정신건강
(불안, 우울 등)의 증거 기반 활동이며(Strong et al., 2005), 사회적 
관계(Bailey, 2006), 더 나아가 학업 성취(Bailey et al., 2009)에 긍
정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이 시기 형성된 신체활동 습관은 성인기로 
이어져 생애 전반의 건강에 영향을 책임진다(CPPSE, 2013). 특히, 
신체활동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로 인해 야기
되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밝혀지며 그 중요성
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Caputo & Reichert, 2020; CSPEP, 
2020; Ghorbani et al., 2021). 이러한 측면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교육의 주목적으로 삼는 체육교육 분야에서는 청소년 신체
활동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한다. 

COVID-19 시기 들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수준은 더
욱 악화되고 있다. 세계 50여 개 국가 청소년 신체활동 실태 조사
(Tremblay et al., 2016)에서 최하위 수준(좌식활동: F 등급, 신체
활동 수준: D- 등급)을 보였던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수준
은 COVID-19 팬데믹 초기 급격하게 감소(주당 약 –155분)하였고
(CSPEP, 2020), 감소한 수치는 COVID-19 안정세(사회적 거리두
기 완화, 학교 전면 등교 등)에 접어든 시점에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
하지 못하고 있다(Lee, 2021a). 더 나아가, COVID-19 시기 좌식화
된 생활 패턴과 편리한 삶의 문화가 결합하여 이전보다 더 ‘움직이지 
않는 청소년’ 문제가 대두될 것이란 위기론마저 제기되고 있다(Lee, 
2021b). 이는 COVID-19가 종식되어도 청소년 신체활동의 빠른 회
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COVID-19 시
기 나타나고 있는 청소년 신체활동 특성을 이해하며, COVID-19 종
식 이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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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환경은 청소년 신체활동의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다(CPPSE, 
2013). 특히, 거주 지역의 도시화(urbanisity) 정도는 청소년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청소년기 신체활동의 환경적 요인
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평가된다(McComack & 
Meendering, 2016). 이에 따라, 국외에서는 강도별(Machado-
Rodrigues et al., 2012; Springer et al., 2006), 성별(Machado-
Rodrigues et al., 2012; Moore et al., 2014; Springer et al., 
2006), 인종과 민족성(Kenney et al., 2014), 사회경제적 위치
(Nelson et al., 2006), 공간(Rainham et al., 2012) 등의 측면에서 
거주 지역 간 청소년 신체활동 차이를 분석해 왔다. 이에 비해,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지역 간 차이 분석은 기초 통계 수준의 보
고에 머물고 있다(Baek, 2015; CSPEP,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도시, 시골)에 따라 나타나는 우리나라 학령기 청소년의 신체활
동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거주 지역 간 청소년 신체활동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 역시 다음
과 같은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신체활동 설
문지를 활용해 그 차이를 분석해 왔다(McComack & Meendering, 
2016). 설문조사 도구는 기억 편향과 자기 신체활동에 대한 과다 측
정 문제를 안고 있다(Rainham et al., 2012). 실제로, 객관적 신체
활동 측정 도구에 비해 신체활동 측정 도구로서 활용도가 높은 국
제신체활동 설문지(IPAQ)은 약 20% 정도의 측정 오류가 확인된다
(Garriguet et al., 2015). 반면, 3차원 가속도계는 자가기입형 설문
지뿐만 아니라 다른 객관적 신체활동 측정 도구(보수계, 1차원 가속
도계 등)에 비해 타당성이 높고, 무엇보다 정해진 시간동안의 보수량
에 따라 신체활동을 강도별(좌식,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분석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Lee, 2012; Tudor-Locke et al., 2011). 특
히 국내 청소년 지역 간 신체활동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은 모두 설문
조사에 의존하고 있다(Baek, 2015; CSPEP, 2020). 이에, 본 연구에
서는 3차원 가속도계를 활용해 보다 객관적인 신체활동 자료를 수집
해 그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COVID-19 시기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고 있다. COVID-19 이전에 분석된 국내외 자료에 따
르면, 총 신체활동과 좌식활동 시간은 시골 학생에게서 높은 반면, 
중-고강도 신체활동(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 
MVPA)는 도시 학생에게서 높은 편이다(Baek, 2015; McCormack 
& Meendering, 2016). 그러나 COVID-19 들어, 야외활동 시간 감
소(CSPEP, 2020), 생활영역 중 가장 좌식화된 가정(CPPSE, 2013)
에서 보내는 시간 증가,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의 
폐쇄 및 그 여파로 인한 사업장 감소, 주요 신체활동 공간으로 평가
되는 도심 상권 지역의 위축 등과 같이 청소년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시기 양산된 수많
은 스크린 활동(유투브, OTT, 게임 등)은 청소년 여가 문화의 패러
다임을 바꾸며 일상을 더욱 좌식 문화로 만들고 있다. 청소년 신체
활동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및 환경적 맥락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Rainham et al., 2012)는 점을 감안할 때, COVID-19 시기 지역 
간 청소년 신체활동은 COVID-19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COVID-19 시기 나타나는 지역 간 청
소년 신체활동 특성이 추가적으로 분석될 필요가 있다. 

한편, 3차원 가속도계를 활용해 국내 학령기 청소년의 일상생활 신
체활동을 분석한 연구들 대부분은 도시 지역 청소년의 MVPA 실태를 
보고해 왔다(Lee, 2021a, 2022; Lee & Yang, 2021). 이들 연구는 

첫째, 지역 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 
문제를 도시 중심으로 한정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둘째, MVPA 
외 다른 강도의 신체활동 문제를 간과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강 유지에 초점을 두는 성인기와 달리, 청소년기는 
건강발달을 건강교육의 목표로 삼는다(CPPSE, 2013). 이에 따라, 
청소년기 신체활동 기준은 일일 MVPA 60분 이상으로 권고되고 있
다(WHO, 2018). 그러나, 청소년기 좌식화된 생활 습관은 비만 팬
데믹(pandemics of obesity)을 가속화(Manson et al., 2004)할 뿐
만 아니라,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Inyang 
& Stella, 2015). 또한 저강도 활동은 학업(Chim et al., 2021)과 질
병 관련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약 15% 역-상관)이며(Loprinzi, 
2017),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는 좌식활동(역-상관) 및 
MVPA(정-상관)과 영향 관계를 맺고 있다(Loprinzi, 2017). 무엇보
다, COVID-19로 인해 활발한 신체활동이 제약되는 환경에서 좌식
활동과 저강도 활동은 청소년 신체활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이
다(Bates et al., 2020). 이러한 점에서, MVPA 뿐만 아니라 좌식활
동과 저강도 활동을 포함한 강도별 신체활동(좌식, 저강도, MVPA)
에 관한 특성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성(sex)은 청소년기 신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다. 
COVID-19 전(Lee & Kang, 2015; Lee & Yang, 2021)과 후
(CSPEP, 2020; Lee, 2021a) 일상생활 신체활동의 성별 차이를 분
석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여학생의 신체활동이 남학생에 비해 저
조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학교환경(Cho & Kim, 2013), 등교와 
체육수업 유무(Lee & Yang, 2021), 비만(Park & Kim, 2021) 등의 
요인에 따라 분석한 연구들 역시 여학생의 저조한 신체활동 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반면, 국외 연구들은 성별과 거주지의 도시성에 따라 
서로 다른 강도별 신체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McCormack & 
Meendering, 2016; Moore et al., 2014; Nigg et al., 2022). 즉, 
어떤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강도별 신체활동 수준에 성별 차이
가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과 성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가속도계를 활용해 첫째, COVID-19 
시기 중학교 학령기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지역
과 성에 따른 강도별 신체활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 시기 청소년의 강도별 신체활동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둘째, 코로나 19 시기 지역(도시, 시골)과 성에 따른 강도별 신체
활동은 차이가 나타나는가?

셋째, 코로나 19 시기 강도별 신체활동에 대한 지역과 성의 상호
작용 효과는 나타나는가?

연구방법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규모 이상의 도시와 읍면에 각각 소재한 3개 중학교
(총 6개교)를 연구 학교로 선정하였다. 학교장과 연구 협력 교사의 허
가를 받은 후, 해당 학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

G. I.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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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이때 연구 참여 보상으로 2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
공하였다.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출한 228명(도시 지역: 114명, 시골 
지역: 114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측정 중 코로나 확진, 기
기 오작동으로 인한 측정 오류, 나태한 측정(하루 이상 기기를 착용하
지 않은 경우) 등을 보인 12명의 자료를 제외한 216명의 자료를 분석
에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측정 도구 및 자료 수집

이 연구에서는 Actigraph사에서 개발된 GT3X 모델을 활용해 일주
일 동안의 신체활동을 측정하였다. 이 모델은 3축(전후, 좌우, 상하)
으로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크기는 가로세로 약 3cm이
며 움직임 센서를 내장한 3차원 가속도계이다. 

연구대상자들은 3차원 가속도계를 일주일 동안 착용하였으며, 측
정은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학교별로 이루어졌다. 측정 과정을 
살펴보면, 측정 전 측정 시 유의사항(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잠잘 
때 외 착용할 것, 착용과 상관없이 평소대로 생활할 것, 기기로 장난
하지 말 것 등)과 측정 발생 가능한 불편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하고, 코로나 19 확진이나 기기 착용의 불편함 등과 같이 측정의 어
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측정을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린 후, 대상
자별 키와 몸무게 자료, 측정 기간을 입력한 기기를 허리에 착용하
도록 하였다. 또한, 측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SNS 알림 서비스를 이
용해 기기 탈·부착이나 안내 사항 등을 전달하였다. 측정이 종료되면 
기기를 회수하고,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후 같은 방식으로 다음 학교 
연구대상자들을 측정하였다.

자료 분석

기기로 측정된 자료는 먼저 Actilife사가 개발한 신체활동 분석 프
로그램(Actilife v6.11.9)을 이용해 강도별 신체활동(좌식활동, 저강
도 활동, MVPA) 시간을 추출하였으며, 이때, 컷 포인트(신체활동 강
도 분류 기준)는 청소년 대상의 신체활동 강도 분류에 타당도가 높
은 Evenson et al.(2008)의 기준(좌식활동(≤50 counts), 저강도 활
동(51~1148 counts), 중강도 활동(1149~2005 counts), 고강도 활
동(≥2006 counts))을 활용하였다. 추출된 강도별 신체활동 자료를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에 입력해 기술분석, 지역과 성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
다(Welk, 2002). 

연구 결과연구 결과

기술통계 분석

<Table 2>에서 보듯이, 전체 학생의 신체활동 기준(일일 MVPA 60
분) 달성율은 9.4%이었으며, 시골 지역 학생의 달성율(16.6%)이 도
시 학생(2.8%)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과 성별로 구분할 경우, 기
준 달성율은 시골 남학생(28.1%), 도시 남학생(3.5%), 도시 여학생
(2%), 시골 여학생(1.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성에 따른 강도별 신체활동 수준은 <Table 3>에 제시
되어 있다. 첫째, 도시 지역의 좌식활동(8954.91분)은 시골 지역
(8792.4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과 성별로 구분할 경우, 좌식
활동은 시골 여학생(9040.97분), 도시 남학생(9001.85분), 도시 여
학생(8901.40분), 시골 남학생(8565.75분)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저강도 활동은 도시 지역(804.77분)에 비해 시골 지역 학생(971.91
분)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과 성별로 구분할 경우, 저강도 활동 시
간은 시골 남학생(1117.10분), 도시 여학생(833.64분), 시골 여학
생(812.76분), 도시 남학생(779.45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
째, 중-고강도 활동은 시골 지역 학생(271.24분)이 도시 지역 학생
(228.54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과 성별로 구분할 경
우, 시골 남학생(332.77분), 도시 남학생(245.75분), 도시 여학생
(208.91분), 시골 여학생(203.80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원분산분석 결과

이원분산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좌식활
동 시간에 대한 성별 주효과(F=5.258)와 지역*성별 상호작용 효과
(F=12.407)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ure 
1>과 같이, 시골에서의 성별 차이가 도시에서보다 크게 나타났다. 

둘째, 저강도 활동 시간에 대한 지역(F=10.888)과 성별(F=6.790)
의 주효과, 지역*성별 상호작용 효과(F=13.948)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2>와 같이, 시골에서의 성별 차이가 도
시에서보다 크게 나타났다. 

셋째, MVPA에 대한 지역(F=7.876)과 성별의 주효과(F=32.274), 
지역*성별 상호작용 효과(F=9.96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Figure 3>과 같이, 시골에서의 성별 차이가 도시에서보다 
크게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subjects

Region Sex (n) Age Height (cm) Weight (kg)

Rural

Male (57) 13.6 163.3±7.57 62.1±14.35

Female (52) 14.1 158.8±5.69 53.7±11.65

Total (109) 13.8 161.1±7.05 57.9±13.68

Urban

Male (57) 14.4 168.5±8.45 63.5±12.68

Female (50) 14.1 161.0±5.08 53.9±10.65

Total (107) 14.3 164.9±7.97 58.9±12.65

Table 2.   Attainment rate of recommended standards for physical activity

Region Sex (n) N Rate (%)

Rural

Male (57) 16 28.1

Female (52) 1 1.9

Total (109) 17 16.6

Urban

Male (57) 2 3.5

Female (50) 1 2

Total (107) 3 2.8

Total (216) 20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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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ysical activity time according to region and sex

Intensity Region Sex (n) Mean (min) SD

Sedentary

Rural

Male (57) 8565.75 593.37

Female (52) 9040.97 430.79

Total (109) 8792.46 571.89

Urban

Male (57) 9001.85 479.91

Female (50) 8901.40 834.36

Total (107) 8954.91 667.85

Light

Rural

Male (57) 1117.10 384.72

Female (52) 812.76 316.98

Total (109) 971.91 384.08

Urban

Male (57) 779.45 333.49

Female (50) 833.64 368.37

Total (107) 804.77 349.60

MVPA

Rural

Male (57) 332.77 125.24

Female (52) 203.80 94.53

Total (109) 271.24 128.61

Urban

Male (57) 245.75 106.63

Female (50) 208.91 96.84

Total (107) 228.54 103.36

Table 4.   Verification of inter-subject effect according to physical activity intensity

Square sum Degrees of freedom Mean square F p

Sedentary

Region 1183123.323 1 1183123.323 3.292 .071
Sex 1889832.561 1 1889832.561 5.258 .023

Region*sex 4458909.714 1 4458909.714 12.407 .001
Error 76190444.262 212 359388.888
Sum 17089473111.349 216

Light

Region 1350203.292 1 1350203.292 10.888 .001
Sex 842008.182 1 842008.182 6.790 .010

Region*sex 1729666.674 1 1729666.674 13.948 .000
Error 26290166.204 212 124010.218
Sum 201148125.853 216

MVPA

Region 90282.111 1 90282.111 7.876 .005
Sex 369973.222 1 369973.222 32.274 .000

Region*sex 114190.602 1 114190.602 9.961 .002
Error 2430248.350 212 11463.436
Sum 16526721.269 216

Fig. 1.   Interaction effort of sedentary

Fig. 2.   Interaction effort of light

Fig. 3.   Interaction effort of MVPA

G. I.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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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논의

COVID-19 이전 3차원 가속도계를 활용해 측정된 중학교 학령
기 청소년의 신체활동 기준 달성율은 27.3%(남중생: 34.9%, 여중
생: 17.1%)였으며(Lee & Yang, 2021), 2020년 후반 COVID-19 
3차 팬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던 시기의 기준 달성
율은 14.7%(남중생: 20.6%, 여중생: 14.7%)였다(Lee, 2021a). 
COVID-19로 인해 남녀 중학생의 약 13%가 추가적으로 신체활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2021
년 후반기 남녀 중학생의 기준 달성율은 2020년 후반기보다 낮은 
9.4%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 시골 지역 남학생을 
제외한 시골-여학생, 도시-남녀학생의 기준 달성율이 급격하게 떨
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COVID-19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청소년 신
체활동 문제가 점점 더 악화되고, 그 문제가 여학생과 도시 남학생에
게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에 따른 성별 신체활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든 강도의 신체활동에서 시골 지역의 성차가 도시 지역
보다 크게 나타났다(Figure 1~3). 성별로 구분할 경우, 모든 강도의 
신체활동에서 여학생의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즉, 여학생은 지
역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대로, 시골과 도시 
남학생 간에는 모든 강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 
지역에 따른 성별 차이는 COVID-19로 인한 ‘증가된 좌식활동, 감
소된 신체활동’ 문제가 상대적으로 도시 지역 남학생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지역과 성별 신체활동 특성에 관한 연구를 종합한 McCormack 
& Meendering(2016)에 따르면, 시골 남학생은 도시 남학생에 비
해 총 신체활동 시간과 좌식활동 시간이 높다. 반면, MVPA는 도시 
남학생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다(Machado-Rodrigues et 
al., 2012; Moore et al., 2014). 즉, COVID-19 이전 시골 환경은 
청소년의 좌식활동을 조장하지만 총 신체활동의 큰 비중을 차지하
는 저강도 활동에 유리했던 반면, 도시 환경은 청소년기 MVPA에 유
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COVID-19 시기 도시 환경은 모든 강도
의 신체활동에서 남학생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이
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들에 따르면, 전체 좌식활동 시간은 시골 학생이 높게 나타나
지만(McCormack & Meendering, 2016), 상대적으로 가정영역에
서는 시골 학생의 신체활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Coelho e Silva et 
al., 2003). 이는 시골 지역이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동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Coelho e Silva et al., 2003), 가정에
서의 주요 좌식활동 시간을 차지하는 스크린 활동에 대한 도시 남학
생의 시간이 시골 남학생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McCormack 
& Meendering, 2016). 이렇게 볼 때,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은 시골 
학생보다는 도시 학생에게 부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남학생의 경우, 신체활동은 야외활동 시간과 정적 상관을 보이지
만(Sallis et al., 2000), 가정영역의 좌식활동 비중은 다른 생활영역
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Lee & Kang, 2015). 즉, 남학생은 집안에
서 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신
체활동 감소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COVID-19 시기 
특성을 감안할 때, 줄어든 야외활동 시간(CSPEP, 2020)은 가정에
서 보낸 시간으로 충당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더해 이 시
기 급증한 스크린 프로그램(유튜브, OTT, 게임 등)은 남학생의 가정

에서의 좌식활동을 증가시켰을 것이다. 특히 스크린 활동은 학업 관
련 활동과 더불어 학령기 청소년의 주요 좌식활동이다(Olds et al., 
2010). 이처럼, 늘어난 가정영역 시간과 다양해진 스크린 활동으로 
인해 도시 남학생의 좌식활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것
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생활영역은 크게 학교, 교통, 여가, 가정(혹은 
집안일) 영역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신체활동은 가정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역에서 일어난다. 학교영역의 신체활동
은 공통적인 교육과정 체계로 운영될 경우 지역 간 격차는 크지 않다
(Coelho e Silva et al., 2003). COVID-19 상황에서도 도시 학교와 
시골 학교의 학교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CSPEP, 2020). 때문에, 학령기 청소년 신체활동
의 지역 간 격차는 학교 밖의 사회적 및 환경적 맥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지역에 따른 남학생의 신체활동 차이는 
교통과 여가 영역의 사회적 맥락을 통해 이해될 수 있으며,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영역은 일반적으로 총 신체활동의 약 10~15%를 제공
하는 영역이다(CPPSE, 2013). 교통영역은 지역 간 격차(도시>시
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생활영역(Rainham et al., 2012)일 정
도로, 도시 남학생은 교통영역에서 높은 신체활동 수준을 보인다
(Machado-Rodrigues et al., 2012). 연구들은 그 이유를 등하교 
거리로 인한 교통수단의 차이로 설명한다. 이를테면, 등하교 거리가 
가까운 도시 남학생은 더 적극적인 교통수단(예, 도보, 자전거 등)을 
활용하는 반면(Davison et al., 2008), 학교와 거주지 간 거리가 먼 
시골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교통수단(예, 자동차, 대중교통, 
통학 버스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 간 교통영역 신체활동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Rainham et al., 2012). 또한, 교통영역은 저강
도 활동뿐만 아니라 MVPA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부 연구들은 이용
하는 교통수단(적극적 vs 소극적)에 따라 50%의 MVPA 차이가 나타
난다고 밝히고 있다(Cooper et al., 2010; Mackett et al., 2007). 
즉, COVID-19 이전 도시 지역 남학생은 교통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신체활동에 참여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COVID-19 들
어 등·하교 수단의 변화가 나타났다. 등·하교 거리와 상관없이 감염
증 공포로 인해 도시 남학생의 자동차를 이용한 등·하교율이 높아졌
을 것이고, 반대로 시골 남학생의 대중교통이나 통학 버스 이용은 줄
어들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시 남학생 신체활동의 강점 영역이었
던 교통영역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지역 간 신체활동 차이를 일으키는 사회적 맥락 중 하나는 
걷기 기회를 제공하는 운동 공간의 접근성이다. 특히, 도심 번화가
(예, 쇼핑몰, 백화점 등)는 도시 지역 남학생의 주요한 신체활동 공
간으로(Brownson et al., 2001), 쇼핑몰의 접근성은 도시 남학생들
의 저강도 활동(Dunton et al., 2007; McCormack et al., 2008)과 
MVPA(Rainham et al., 2012) 뿐만 아니라 과체중(Veugelers et 
al., 2008)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COVID-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도심 번화가 상권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이에 따
라, 도심 번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체활동 역시 감소하였을 것
으로 판단된다. 

셋째, 조직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은 청소년기 신체활동 특히 
MVPA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이다. 조직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은 중학교 남학생에게 영향력이 큰데, 6~12세 남학생의 
MVPA 기여도(23%)(Wickel & Eisenmann, 2007)와 비교할 때 

Analyzing the Physical Activity 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022, 33(4), 713-721

http://kjss.sports.re.kr


718

12~14세 남학생의 의존도는 약 65%를 상회한다(Katzmarzyk & 
Malina, 1998). 시골 남학생의 여가영역 신체활동이 조직화된 스포
츠 프로그램, 공터(green spaces: 공원, 숲, 나대지 등), 집주변 공간
(residential land) 등으로 다양한 반면, 도시 남학생의 MVPA는 지
역 유소년 클럽이나 스포츠 센터에서 제공하는 조직화된 스포츠 프
로그램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Rainham et al., 2012). 신체활동 
공간 중 COVID-19로 인해 가장 위축된 곳은 학교밖에서 제공되는 
조직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일 것이다. 즉, COVID-19 시기에도 시
골 남학생들에게는 공터나 집주변 공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
활동이 제공될 수 있지만, 도시 학생들에게는 여가영역에서 MVPA
를 포함한 활발한 신체활동 제공이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서, 조직화된 스포츠 프로그램 위축은 도시 남학생의 신체활동 특히 
MVPA를 감소시킨 원인이라 할 수 있다. 

COVID-19 시기 우리나라 학령기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태를 분
석한 연구들은 남학생의 신체활동 감소를 이 시기 나타나는 두드러
진 특성으로 보고한다(CSPEP, 2020; Lee, 2021a).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시 남학생은 시골 남학생과 비교할 때 모든 강도에서 부정
적인 신체활동 실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Figure 1, 2>에서 보듯
이 도시 남학생은 같은 지역의 여학생에 비해서도 좌식과 저강도 활
동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 남학생의 신
체활동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COVID-19 시기 학령기 청소년의 신체활동 특성을 
지역과 성별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COVID-19 팬데
믹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 신체활동 수준
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여학생과 도시 남학생의 신체활동 
수준은 팬데믹 초기보다 감소하였다. 둘째, 좌식활동, 저강도 활동, 
중-고강도 활동 모두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으며, 모든 강도에
서 시골의 격차가 도시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도시 지역 남학생에게서 나타난 ‘증가된 좌식활동, 감소된 신
체활동’으로 살펴보았고, COVID-19로 야기된 신체활동 문제가 도
시 지역 남학생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COVID-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조직화된 신체활동
(학교 체육의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학교 밖 스포츠클럽 활동 
등)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야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되
면서 교통영역이나 야외활동 시간 역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COVID-19가 장기화되면서 낮아진 건강체력 수준이나 좌식
화된 생활 습관 등의 문제로 이전의 신체활동 수준으로 회복될 것인
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각 영역에서 다양한 신체활
동 프로그램(예, 등교 후 운동장 걷기, 가정에서의 exergame, 교내
외 스포츠클럽 활동, 신체활동 증진을 목표로 하는 신체활동 프로그
램 기반 체육수업 등)의 적극적인 시행을 통해 학령기 청소년의 붕괴
한 신체활동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향후 연구 주제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 신체활동 실태에 대한 지
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COVID-19 시기 분석한 연구들은 공통으
로 신체활동 붕괴 실태를 보고하고 있다. 점차 일상이 회복되면서 신
체활동 환경 역시 COVID-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
나, 그동안 습관화된 좌식화된 생활 패턴으로 인해 신체활동량 자체

의 회복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가
장 낮은 신체활동 수준을 보이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신체활동을 지
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실태 분석 연구는 필수적이다. 둘째, 그동안 
객관적 신체활동 측정 도구를 활용한 연구들은 주로 MVPA에 집중해 
연구를 수행해 왔다.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좌식활동은 저
강도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좌식활
동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MVPA를 왜, 얼마나 참여했는가
뿐만 아니라, 왜 혹은 얼마나 움직이지 않는가에 대한 연구 역시 청소
년 신체활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중규모 이상의 도시와 시골로 구분해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였지만, 
보다 지역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도시, 중규모, 소규모 도시, 
그리고 시골로 지역의 단위를 세분화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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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시기 지역(도시, 시골)과 성에 따른 중학교 학령기 

청소년의 강도별 신체활동 특성 분석

주요어 
코로나-19, 신체활동, 중학생, 3차원 가속도계, 지역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3차원 가속도계를 활용해 COVID-19 시기 중학교 학령기 청소년의 신체활동 실태를 파악
하고, 지역(도시, 시골)과 성에 따른 강도별 신체활동(좌식활동, 저강도 활동, MVPA)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방법] 자료 수집은 중규모 이상의 도시와 읍면 지역에 위치한 3개 중학교(총 6개교) 남녀 학생 216명을 대상으로 이
루어졌고, 신체활동은 3차원 가속도계(GT3X)를 활용해 일주일동안 측정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강도별(좌식, 저강도, 
MVPA)로 분류 및 추출하였고, SPSS 20.0 통계 프로그램에 입력해 기술통계분석, 지역과 성별에 따른 이원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05). 
[결과] 기술통계 분석 결과, 전체 학생의 신체활동 기준 달성율(일일 MVPA 60분 이상)은 9.4%로 나타났다. 이원분산
분석 결과, 성별 주효과는 좌식활동(F=5.258), 저강도 활동(F=6.790), MVPA(F=32.274)에서 나타났고, 지역별 주효
과는 저강도 활동(F=10.888)과 MVPA(F=7.876)에서 나타났다. 모든 강도에서 지역과 성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
으며, 남학생의 지역 간 격차(시골>도시)가 여학생의 격차보다 크게 나타났다.
[결론] COVID-19 이후 청소년 신체활동 문제가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 지역 남학생의 ‘신체활동 감소, 좌식활
동 증가’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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