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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VID-19 on elite youth 
athletes by investigating their activities and eating habits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pandemic. METHODS This study included 917 elite adult athletes from 19 sports and 
were grouped into 6. The questionnaire included items regarding demographics, 
physical activity, sleep, and eating habits before and after COVID-19. A total of 44 
questions requiring subjective short answers were included.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set at p< 0.05. RESULTS After COVID-19, vigorous and moderate activity decreased 
across all sports; however, light activity increased in almost sports. Time spent 
sitting increased across all sports.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meals consumed 
varied among sports, and the number of competitions decreased in all sports. 
CONCLUSIONS The COVID-19 pandemic appears to be finished but has not ended 
yet.  Athletes must determine the best way to maintain their physical,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states close to their original abilities. Determining this will provide 
the greatest impact on the return of athletes after COVID-19; this study will be helpful. 

서론서론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우한에서 발생한 세계적인 
전염병이 심각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id-
2)를 유발한다고 선언했으며(WHO, 2020), 이는 국제적 차원의 공중 
보건 비상상황을 요구하고 있다(Castañeda et al., 2020).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대한민국 역시 경제, 상업적 활동이 제한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역시 제약받는 
실태이다.

COVID-19는 접촉 간에 발생하는 기침이나, 재채기 등의 분비물로 
주로 전염되기에(Lu et al., 2020;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신체적 거리가 가까운 신체활동, 스포츠 등의 활동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신체활동 및 스포츠 활동 제한은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며(Hallal et al., 2012; 
Kim, 2021), 실재 COVID-19의 지속적 확산으로 사람들의 건강에 
장기적인 위험성이 증가 되고 있다(Hoffmann et al., 2019). 또한,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한 활동량 감소 및 앉아있는 시간의 증가는 
질병 발생 위험성을 가중시켜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Ammar et al., 2020; Frank et al., 2020, Ji  et al., 2020).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COVID-19는 강도 높은 
스포츠 활동을 하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한다(Sarto et al., 2020). COVID-19 감염 시 스트레스 내성과 
대처 전략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신경 내분비-면역 시스템이 심각하게 
억제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Cao, 2020), 이는 인체의 활동 및 
기능에 매우 치명적이다. 또한, 스포츠 선수들의 특성상 반복적인 
훈련이 필수적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운동 시설이용 금지, 
훈련 인원의 제약 등으로 선수들의 훈련 여건 자체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COVID-19로 인해 모든 메가 이벤트(2020 도쿄 올림픽 
등) 및 국내, 외 대회들의 개최 연기 및 취소 역시 엘리트 선수들에게 
좋지 못한 소식으로, 경기를 준비한 선수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Engebretsen et al., 2014). 

이와 같은 현상은 단순 훈련을 못 하고,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불충분한 또는 부적절한 훈련 자극으로 
인해 선수들의 운동기능 및 생리적 적응을 상실할 수 있고(Mujika 
& Padilla, 2000), 선수들에게 정서적 고통과 심리적 장애 발생으로 
인한(Reardon et al., 2019) 부상 위험성 증가 및 COVID-19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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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복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Sarto et al., 2020). 
그렇기에 선수들의 컨디셔닝과 COVID-19 종결 후 선수들의 

성공적 복귀를 위해 COVID-19 시대 선수들의 훈련량 및 식사, 
컨디셔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Castañeda et al., 2020; 
Ammar et al., 2020; Sarto et al., 2020; Mehrsafar et al., 2020; 
Mann et al., 2020)와 같은 서구권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엘리트 청소년선수들의 실질적 정보를 자료화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이전과 COVID-19 이후 엘
리트 청소년선수들의 활동량 및 식습관을 조사하여 선수들의 변화를 
확인하고, 시합참가 여부 등을 파악하여 국내 엘리트 청소년선수들의 
COVID-19 이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사례들과 비교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 유지 및 
COVID-19 종료 후 선수들의 성공적인 복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
이 있다.

연구 방법연구 방법

연구대상

이 연구는 대한체육회에 3년 이상 선수등록이 되어있는 14세 이상 
20세 미만 엘리트 청소년선수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단순 
무작위 추출법(simple random sampling)을 활용하여 각 종목 단체 
사무국 및 선수단 지도자를 통해 온라인으로 배포되었으며, 응답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되는 78부를 제외하고 총 917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참여 종목은 총 19종목이었으며 종목특성에 
따라 개인종목(individual sports), 기록종목(record sports), 라켓 
종목(racket sports), 구기종목(ball sports), 투기 종목(combat 
sports), 동계종목(winter sports)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참여자 개인정보 보호 및 참여 동의

이 연구의 모든 설문은 COVID-19발생 이후 진행되었다. 설문지 시작 
전 연구 참여자들은 모든 데이터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시작 전 자발적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다는 항목에 
동의하였다. 또한, 설문 시작 전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에게 솔직하게 답변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자의 답변은 
Google의 개인정보보호정책(https://policies.google.com/privacy 
?hl=en)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어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참여자가 
자신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도록 설정되었다. 설문지 
작성 절차 어느 단계에서든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었으며, 이런 
경우 응답 내용이 제출되지 않도록 설정되었다. 모든 문항을 완료하면 
참여자는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응답을 제출하였다.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연구에 이용된 변수들과 관련되어 
기존 연구에서 쓰인 문항들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설문지는 

Table 1.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Variables n %

Gender
Male 723 78.8

Female 194 21.2

Age
(years)

14-16 160 17.6

17-19 757 82.4

Institution
Middle school 162 17.7

High school 755 82.3

Hight
(cm)

<160 60 6.5

161-170 275 30.0

171-180 461 50.3

>181 121 13.2

Weight
(kg) 

<50 53 5.8

51-60 181 19.7

61-70 227 24.8

71-80 302 32.9

>81 154 16.8

Sports

Individual sports 56 6.1

Record sports 134 14.6

Racket sports 53 5.8

Ball sports 270 29.4

Combat sports 349 38.1

Winter sports 55 6.0

Career
(years)

3 283 30.9

4-7 376 41.0

>8 258 29.1

Winning   
career

International 13 1.4

National 586 63.9

None 318 34.7

Date status
Single 488 53.2

Couple 429 46.8

Smoking 
status

Smoking 68 7.4

None 849 92.6

Drink status
Drink 110 11.9

None 807 88.1

Health state

Healthy 634 69.1

Injuries 268 29.2

With risk factors for disease 15 1.7

Total 917 100.0

J.-Y. Sung, S.-S. Park, and T.-W.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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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요인과 COVID-19 이전-이후 각 신체활동과 수면, 
식습관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인구통계학적 요인(12문항), 
신체활동 및 수면(16문항), 식습관(8문항), 체중변화(8문항) 총 
44문항을 주관식 단답형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12문항은 Ammar등(2020)의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문항을 본 연구의 대상과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신체활동과 수면에 대한 16문항은 국제형 신체활동에 대한 짧은 
설문지(IPAQ-SF)와 수면 품질(pittsburgh, 수면 품질 지수)에 대한 
설문지(Craig et al., 2003; Fat et al., 2017; Ammar et al., 2020; 
Ammar et al., 2021)의 문항을 본 연구의 대상과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식습관에 관한 8문항은 Thabrew등(2018)과 Ammar등(2021)의 
연구에서 이용되었던 문항을 본 연구의 대상과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시합참여 8문항은 선행연구의 문항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새로 생성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연구에 이용된 측정 도구의 타당성 검증은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증명된 바 있다(Castañeda et al., 2020; Ammar et al., 202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번역 오류에 대한 내용타당성검증 만을 
실시하였다. 운동생리학, 스포츠 영양학, 운동 처방, 트레이닝방법론 
관련 교수 및 연구자, 그리고 선수 지도자 및 현역 선수들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문항들이 측정개념을 적합하게 
측정하는지 내용상으로 검토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다. 

또한, 설문지의 신뢰성 평가는 연구 시작 전 연구진을 통해 사전 
실험으로 진행했다(Ammar et al., 2021). 사전 실험 결과 시험 
신뢰도 계수에 적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0.84–0.96).

통계처리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각 질문과 질문에 대한 반응의 비율을 
정의하였으며, 각 설문지의 총 점수에 대한 모든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었다. COVID-19 이전-이후 각 신체활동과 수면, 식습관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적 
유의수준 p<0.05로 설정하였다.

연구결과연구결과

COVID-19 이후 고강도 신체활동량의 변화

COVID-19 이후 고강도 신체활동 횟수는 개인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감소하였다. 그중 종목종합(p<.001), 기록종목(p=.041), 
구기종목(p=.022), 투기종목(p=.00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은 종목종합을 포함한 7개 종목에서 모두 
COVID-19 이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종목종합(p<.001), 

개인종목(p=.009), 구기종목(p<.001), 라켓 종목(p=.021), 투기 
종목(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2>.

   

COVID-19 이후 중강도 신체활동량의 변화

COVID-19 이후 중강도 신체활동 횟수 역시 개인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감소하였으며, 종목종합이(p=.008) 기록 종목(p=.04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의 경우 개인종목이 (p=.00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2>. 

COVID-19 이후 저강도 신체활동량의 변화

저강도 신체활동 횟수의 경우 개인종목은(p=.740), 기록종목은(p<.021), 
라 켓  종 목 은 (p < . 001 ) 로  감 소 하 였 으 나 ,  종 목 종 합 (p < . 001 ) 
구기종목은(p<.001), 투기 종목은(p<.001), 동계종목은 (p=.007)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강도 신체활동 시간은 라켓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증가하였으며, 종목종합(p <.001), 구기종목(p =.019)과 투기 
종목(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2>.

COVID-19 이후 앉아 보낸 시간의 변화
 

COVID-19 이후 앉아 보낸 시간은 종목종합을 포함한 모든 
종목에서 증가하였다. 또한, 종목종합(p<.001) 개인종목(p<.001), 
기록종목(p<.001), 구기종목(p<.001), 라켓 종목(p<.007), 투기 
종목(p<.001), 동계종목(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able 3>.

COVID-19 이후 누워 보낸 시간의 변화

누워서 보낸 시간의 경우 동계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투기종목(p=.048)과 동계종목(p=.018)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COVID-19 이후 식습관의 변화

선수들의 식습관 변화의 경우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아침 식사 횟수는 종목종합 개인종목, 기록종목, 라켓 종목, 투기 
종목이 증가했으며, 구기 종목과 동계종목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 기록종목(p=.018)과 구기종목(p=.049), 라켓 
종목(p=.03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점심 식사횟수의 경우 COVID-19 이후 식사량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모든 종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저녁 식사 역시 점심 식사와 마찬가지로 COVID-19 이후 식사량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오직 개인종목만이 6.22±1.58에서 
6.33±1.37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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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daily activity after COVID-19  (Mean±SD)

Variables Sports Pre COVID-19 Post COVID-19 t p

Vigorous activity
raps/week

Sports total 5.78±2.77 5.48±2.71 -3.353 .001
Individual sports 4.09±1.95 4.18±2.06 -.396 .694

Record sports 5.45±1.99 5.07±1.68 -2.077 .041
Ball sports 6.22±3.54 5.74±3.27 -2.310 .022

Racket sports 6.78±3.71 6.63±4.06 -.232 .818
Combat sports 5.73±1.85 5.44±2.07 -2.699 .007
Winter sports 5.79±3.52 5.72±4.19 .505 .617

Vigorous activity
mins/day

Sports total 198.05±104.28 180.58±103.83 -6.182 <.001
Individual sports 175.00±143.21 143.00±142.85 -2.713 .009

Record sports 214.41±88.91 210.54±92.61 -.576 .566
Ball sports 204.97±113.69 183.49±113.11 -3.767 <.001

Racket sports 250.16±110.32 222.88±123.66 -2.389 .021
Combat sports 182.66±86.28 166.84±85.39 -3.896 <.001
Winter sports 195.90±119.81 180.77±93.46 -1.012 .317

Moderate activity
raps/week

Sports total 4.91±2.87 4.63±1.91 2.677 .008
Individual sports 4.76±1.97 4.79±1.79 .000 1.000

Record sports 4.39±3.09 3.80±1.97 2.059 .042
Ball sports 5.11±3.29 4.86±2.05 1.194 .234

Racket sports 5.31±1.74 5.02±1.63 .944 .351
Combat sports 5.04±2.82 4.79±1.77 1.453 .148
Winter sports 4.18±1.79 4.16±1.81 .124 .902

Moderate activity
mins/day

Sports total 150.74±102.28 151.27±99.21 -.152 .879
Individual sports 191.42±131.01 125.24±107.76 2.886 .006

Record sports 148.46±75.74 146.31±73.72 .353 .725
Ball sports 155.20±102.85 144.17±103.67 -1.624 .106

Racket sports 211.08±131.82 201.8±133.91 -1.253 .218
Combat sports 148.82±96.62 143.54±96.26 -.970 .333
Winter sports 145.26±109.73 129.63±93.38 1.570 .125

Light activity
raps/week

Sports total 4.49±2.89 6.55±6.36 8.366 <.001
Individual sports 4.77±3.08 4.68±2.85 .335 .740

Record sports 5.32±6.16 3.41±2.41 2.363 .021
Ball sports 4.64±2.73 7.07±6.86 5.114 <.001

Racket sports 10.15±7.88 4.73±2.26 4.549 <.001
Combat sports 4.77±3.20 6.13±5.68 4.019 <.001
Winter sports 3.16±2.39 7.27±8.00 2.922 .007

Light activity
mins/day

Sports total 133.16±115.28 156.16±138.17 -5.149 <.001
Individual sports 208.68±137.15 240.11±156.35 -1.473 .149

Record sports 122.08±104.31 128.82±97.39 -.707 .482
Ball sports 132.66±123.08 147.92±111.04 -2.371 .019

Racket sports 225.01±137.37 187.81±124.27 -1.892 .068
Combat sports 121.08±102.56 154.10±161.80 -3.869 <.001
Winter sports 111.29±29 104.83±96.97 -.771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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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이후 시합참가 횟수의 변화

COVID-19 이후 시합참가횟수는 모든 종목에서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기종목을 제외한 종목종합(p<.001), 개인종목(p<.001), 
기록종목(p <.001),  라켓 종목(p =.026),  투기종목(p <.001), 
동계종목(p=.02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논의논의

이 연구는 COVID-19 이전과 COVID-19 이후 엘리트 청소년선수들의 
활동량 및 식습관, 시합참가 여부 등을 파악하여 국내 엘리트 
청소년선수들의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COVID-19 종료 뒤 
선수들의 성공적인 복귀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COVID-19 이후 신체 활동량의 변화

현재 COVID-19의 영향을 받는 신체활동 참여 제한은 각국 
정부 정책과 관련이 있다. Hossain등(2020)에 따르면 다른 지역 
정책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신체 활동량 차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일반 시민뿐만 아닌 엘리트 
선수들에게도 적용된다. 운동선수들은 일반인보다 질병 혹은 사망 
위험이 낮지만(Wu & McGoogan, 2020), 사망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 엘리트 선수들의 활동 제한 역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Brett & Irfan, 2020).

이 연구의 COVID-19 이후 고강도 신체활동의 경우 개인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감소하였다. 현재 COVID-19로 인해 스포츠를 
포함한 신체활동 참여에 큰 제한이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고강도 
신체활동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astañeda et al., 2020; 
Ammar et al., 2020; Sarto et al., 2020).

이러한 결과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감염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고, 훈련시설 이용금지 및 다인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활동량 감소로 판단된다. 또한,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이 많은 ‘엘리트 선수’라는 특성상 고강도 신체활동 
시간이 일상생활을 하는 일반인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중강도 신체활동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저강도 
신체활동의 경우 오히려 COVID-19 이전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엘리트 청소년 선수들은 신체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이고, 단체로 모여서 하는 훈련보다 개개인이 별개로 실시하는 
훈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엘리트 선수들이 모든 경기를 중단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COVID-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엘리트 선수들은 집에서 혼자, 특히 지도자 없이 훈련을 
해야 한다(Sarto et al., 2020). 해외 일부 엘리트 스포츠 팀들은 
선수들에게 홈 기반 훈련 프로그램 및 트레이너가 주도하는 온라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Toresdahl & Asif 2020; Jukic 
et al., 2020; Yousfi et al., 2020), 전문 스포츠 시설이 없을 경우 
특정 스포츠만의 훈련 및 전략을 실시하기 어렵기에 정상적인 상황과 
동등한 훈련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Ammar et al., 
2021). 

국내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국내 엘리트 선수들은 대부분 혼자 
운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부절절한 운동 수행으로 연결 될 수 
있다. Mujika와 Padilla(2020)은 COVID-19로 인해 자택에서 운동을 
실시하는 운동선수는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훈련 자극의 결과로 
일정 수준의 훈련 중단(즉, 훈련 유도 형태학적 및 생리학적 적응의 
부분 또는 전체 손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즉 
정확한 훈련정보의 부족이 저강도 신체활동의 증가로 나타난 것이라 
판단되며, 엘리트 청소년 선수들의 훈련유지 및 컨디션 조절을 
위해 보다 안전한 대면 훈련 방안 마련 및 온라인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관련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OVID-19 이후 일상생활의 변화

청소년선수들의 앉아있는 시간은 평균 약 120분 증가하였으며, 
COVID-19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의 증가로 앉아있는 시간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Castañeda et al., 2020). 지속적으로 
비대면 환경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학습 역시 앉아있는 시간을 
증가시킨 원인으로 볼 수 있다(Chen et al., 2020). 

또한 Bauman et al.(2012)의 ‘사회생태학적 모델’에 따르면 사회적 
또는 환경적 장벽이 비활성 라이프 스타일(사회적 고립, 외로움)을 
촉진하는 비교 가능한 변인에서 보다 많은 좌식활동 시 더 적은 
신체활동 시간이 지속된다고 보고하였다(Schrempft et al., 2019; 
Kobayashi et al., 2018). 따라서 COVID-19 의한 비자발적인 장기 
체류는 앉아서 지내는 행동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누워있는 시간의 경우 COVID-19 이전과 이후에서 두 종목(투기 
종목, 동계종목)을 제외하면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엘리트 선수들의 규칙적인 생활패턴이 유지되어 훈련이 없어도 
선수들이 기본 수면시간은 준수하며 생활한 결과라 판단된다.  

COVID-19 이후 식습관의 변화는 개인종목이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식사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록종목과 라켓 
종목에서 아침식사횟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COVID-19로 인해 자택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식사량과 
횟수가 중가 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Antunes et al., 2020; 
Gallo et al., 2020; Di Renzo et al., 2020). 이는 감정상태와 연관 
지어 설명 할 수 있으며, 활동량 감소 및 사회적 유대감 감소 역시 
식사량 증가로 이어졌다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선수들의 일상생활 변화를 확인하였고, 연구 
결과 COVID-19가 전 세계 라이프스타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Oliveira et al., 2020; Ammar et al., 2020) 최근 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VID-19 이후 시합참가 횟수의 변화

COVID-19로 인해 많은 경기들이 취소 혹은 연기되었다. 해외의 
경우 2020 도쿄 올림픽은 1년 연기되어 2021년에 개최되었으며, 
실행되는 경기도 무관중경기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 해외에 비해 
사정이 나은 실정이다.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 한국은 효율적인 
방역 통제에 성공하였고, 2020년부터 프로리그를 개막하여 운영 
중에 있다. 프로스포츠뿐만 아닌 다른 엘리트 스포츠들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 경기를 진행하고 있지만, COVID-19에 비해 경기횟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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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life style after COVID-19  (Mean±SD)

Variables Sports Pre COVID-19 Post COVID-19 t p

Sitting
mins/day

Sports total 232.77±168.02 318.36±126.72 -13.666 <.001
Individual sports 150.00±155.15 297.69±110.81 -5.829 <.001

Record sports 214.28±146.57 282.67±93.58 -5.492 <.001
Ball sports 223.62±166.18 295.92±135.32 -6.166 <.001

Racket sports 250.76±171.85 318.46±141.82 -2.874 .007
Combat sports 262.12±168.93 346.52±122.22 -8.103 <.001
Winter sports 213.48±194.77 362.79±140.37 -4.813 <.001

Lying
mins/day

Sports total 440.49±152.06 444.52±148.69 -1.191 .234
Individual sports 440.81±124.47 451.60±143.30 -1.575 .122

Record sports 405.40±179.25 412.11±164.22 -.735 .464
Ball sports 455.23±154.01 459.01±152.56 .595 .553

Racket sports 383.07±156.71 395.38±156.71 -1.016 .316
Combat sports 451.73±142.71 463.13±130.69 -2.964 .048
Winter sports 412.50±130.45 382.50±141.65 2.469 .018

Table 4. Changes in eating behaviors and the number of competitions after COVID-19   (Mean±SD)

Variables Sports Pre COVID-19 Post COVID-19 t p

Breakfast
days/week

Sports total 4.97±2.32 4.98±2.37 -.385 .701
Individual sports 5.33±1.81 5.55±2.19 -1.693 .096

Record sports 5.86±1.60 6.04±1.38 -2.406 .018
Ball sports 4.86±2.39 4.69±2.57 1.974 .049

Racket sports 4.62±2.14 4.95±2.01 -2.187 .034
Combat sports 4.67±2.51 4.69±2.57 -.469 .639
Winter sports 5.23±1.89 5.21±2.06 .141 .888

Lunch
days/week

Sports total 6.65±0.98 6.66±0.94 -.533 .594
Individual sports 6.33±1.45 6.44±1.38 -1.946 .057

Record sports 6.83±0.46 6.81±0.60 .425 .672
Ball sports 6.77±0.79 6.79±0.79 -.577 .565

Racket sports 5.76±1.80 6.00±1.65 -1.911 .062
Combat sports 6.71±0.89 6.70±0.82 .091 .928
Winter sports 6.44±1.14 6.28±1.19 .739 .463

Dinner
days/week

Sports total 6.66±1.01 6.66±1.01 .000 1.000
Individual sports 6.22±1.58 6.33±1.37 -2.574 .013

Record sports 6.85±0.57 6.83±0.56 .815 .417
Ball sports 6.82±0.66 6.88±0.56 -2.078 .039

Racket sports 6.11±1.35 6.19±1.31 -2.069 .044
Combat sports 6.67±0.77 6.64±1.04 .527 .599
Winter sports 6.30±1.60 6.02±1.89 1.815 .070

Competition
a year

Sports total 5.37±3.25 4.76±3.49 6.063 <.001
Individual sports 6.44±2.92 4.16±2.21 5.931 <.001

Record sports 4.59±1.92 3.55±1.93 5.775 <.001
Ball sports 5.83±4.07 5.76±4.96 .280 .780

Racket sports 5.51±3.32 5.06±3.12 1.142 0.26
Combat sports 5.05±2.82 4.61±2.74 3.871 <.001
Winter sports 5.88±3.91 4.60±2.52 2.382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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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진 것은 사실이다. 이는 COVID-19라는 전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에 선수들의 훈련량 유지 및 
건강관리를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된다 판단된다.     

COVID-19가 종식되면, 선수들은 오히려 강해진 훈련량과 
경기 일정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시즌 
내 신경근육과 심폐 기능 회복 및 종목별 특성에 적합한 컨디셔닝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부상 위험을 잠재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Silva et al., 2016; Sarto 
et al., 2020), 선수들의 경기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된다. 

결론 및 제언결론 및 제언

COVID-19의 대유행은 끝난 듯 보이지만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COVID-19 기간 동안 선수들의 삶은 여러 영향을 받으며, 여태껏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생활방식으로 인해 선수들은 큰 생리적, 
심리적 영향을 받는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 선수들은 
성인선수들에 비해 그 영향이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다. 운동선수들은 
본인의 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훈련, 영양, 일상의 리듬과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COVID-19 상황에서 일상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수준을 본래 
기량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는 COVID-19종결 이후 선수들의 복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에 선수 자신이 본인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훈련과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도자와 부모들은 청소년기에 
있는 엘리트 선수들에의 일상과 식습관에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대면 환경에서 선수들에게 정확한 
훈련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방식의 개발 및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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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onavirus Pandemic 이후 신체활동 및 식습관 변화 : 

국내 엘리트 청소년선수 대상 온라인 조사

주요어 
COVID-19, 신체활동변화, 식습관 변화, 엘리트 청소년 선수, 설문조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COVID-19 대유행 전후의 엘리트 성인 선수들의 활동과 식습관을 조사하여 엘리트 청소년 선수들
에게 COVID-19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방법] 총 917명의 엘리트 청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19개의 스포츠와 6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설문
지는 COVID-19 이전과 이후의 신체 활동, 수면 및 식습관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요인 및 신체활동, 식습관에 관한 문항
이 포함되어 총 44개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자료의 통계적 유의수준 p<0.05로 설정하였다. 
[결과] COVID-19 이후 모든 종목에서 고강도 및 중간 강도의 활동이 감소했다. 그러나 저강도 활동은 거의 모든 종목에
서 증가했다. 또한 모든 종목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증가했으며, 식사 횟수는 종목마다 차이를 보였고, 모든 종목에서 경
기 횟수는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COVID-19는 끝난 듯 보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선수들은 원래 능력에 근접한 후 신체적, 생리학적 및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점은 COVID-19 이후 선수 복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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