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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United Nations (UN) has proposed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has been extending its efforts to achieve them. Sport can be linked closely to
the third goal, which is related to health and well-being.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and to analyze individual's changed sport activ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ways to achieve health and well-being related goals through
sport. METHOD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as employed, and in-depth interview
methods were used for data collection. For data analysis, categorization and itemization
were used along with content analysis. RESULTS Looking at the derived results, in the
context of an infectious disease such COVID-19, sport activity patterns have changed
due to reasons such as stadiums or facilities, interpersonal reasons, fear, inconvenience,
staying healthy, increase in leisure time, and individual preferences. CONCLUSION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indicators of health and well-being related SDGs are
exhibiting a downward trend.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achieve the
goal through sport that can participate voluntarily for the purpose of pursuing pleasure.

본 연구는 2021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서론

따르면 해당 목표들은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연계된 세부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필요성

국내에서는 이를 기초로 제3차(2016년~2035년)에 이어 제4차 지속
가능발전 기본계획(2021년~2040년)을 수립하고, 포용과 혁신을 통한

최근 불거진 코로나19 상황은 지구에서의 지속 가능한 삶이 중단될 수

지속가능 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비전에 따르면 세

있다는 단순한 걱정이 비로써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

부 전략은 사람, 번영, 환경, 평화 및 협력 차원에서 수립되었다. 구체

건이다. 이에 발맞추어 2021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된 주요 20개

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

국 정상 회의(G20)에서는 내년 전 인구 70%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민의 삶의 질 향상,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지구촌 평화

계획과 함께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억

와 협력 강화가 포함되었다(Relevant ministries cooperation).

제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다(Jang, 2021).

UN이 제시한 SDGs 중 세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이에 앞서 국제연합(United Nation, UN)은 2016년에 2030년을 목

보장(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ges)

표로 17가지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은 총 9가지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모와 신생아 사망

SDGs)를 제시하였다. 환경부에서 국문으로 변역하여 발간한 보고서에

비율 감소, 후천성 면역 결핍증(AIDS), 결핵, 말라리아 등을 포함한 감
염병 퇴치 및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사망 감소와 같은 부분들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마약류 및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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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상해 감소와 같은 내용들 역시 구성되었다. 이
와 함께 성과 재생산과 관련된 보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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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건수를 감소시킨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SDGs 달성을 위한 스포츠를 활용한 실천 방
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정책적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 있

UN의 세 번째 목표는 정부에서 제시한 세부 전략 중 사람이 사람

다. 세부적인 예시로 SDGs와 관련하여 Ha & Ha(2016)의 경우 새천

답게 살 수 있는 포용 사회의 하위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국내의 제4

년 발전 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서 SDGs로

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중 해당 영역에 대한 비전 체계는 양극화,

변화되는 시점에서 스포츠를 통한 발전의 개념 정립을 중심으로 연구

고령화, 펜더믹을 중심에 두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 국민

를 진행하였다. 또한 Joo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SDGs가 제시됨에

정신건강, 교통사고, 감염병, 모성 및 아동 건강, 환경 영향 사망 및 질

따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스포츠를 매개로 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병, 고령화,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추진 전략이 수립되었다

Development Assistance, ODA)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Relevant ministries cooperation).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는 해당 목표와 관련하여 포용적 복지국가 달성이 아직 미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개인의 기본적인 행동반경이 제한되

흡하다는 상황인지를 바탕으로 과제들이 제시되었다. 세부적으로 사

고, 생활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스포츠를 통해 건강

회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 부족,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이

을 유지하고, 질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직면할 수 있는 제약이 많

슈 대응 필요, 코로나19 상황이 보건 의료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아지고 있다. 하지만 Yoon et al.(2021)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이행과제들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로써,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자가격리로 인해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고, 개인의 스

들에 대한 위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건강보장을 확대하며, 국민정신

트레스와 분노가 축적됨에 따라 위험 행동이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 대한 필요성은 역설적으로 더욱 높

줄이고 감염병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한 이행과제 역시 제시하였다. 더

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아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고 향상시키는 부분과 함께 각종

따라서 UN이 제시하고 있는 건강 및 웰빙 관련 SDGs와 이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는 사망 및 질병 감소를 위한 전략이 수립되

국내 실천 계획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달성되기 위해서는 이와 연

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및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책도

계되어 있는 스포츠를 활용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

제시되었다.

한 실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과 웰빙 관련 목표는 다양한 분
야와 연계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즐거움 추구를 목적으로 하며, 이
로 인해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스포츠와 밀접하게 관련지을 수 있다

연구목적

(Funk & James, 2004; Hirschman & Holbrook, 1982). 이유는 Park

이러한 배경으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스포츠를 통해 건강 및 웰빙

et al.(2004)의 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스포츠가 사람들의 건강 유

관련 SDGs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 모색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결과를 통해

따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인의 스포츠 활동에 미치는 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다수의 연구에서 사람이 수행하

약은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모습을 탐험적으로 살펴보

는 스포츠 활동이 우울, 스트레스, 분노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신

는 것에 있다.

건강 유지에 역할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Berger &
Motl, 2000; Rodriguez-Ayllon et al., 2019).

연구 진행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지니는 학문적 의의는 코로나19 라
는 특정한 상황 속에서 변화된 개인의 스포츠 행동 패턴 분석에 있어

하지만 국내에서 수립 및 실천되고 있는 계획들의 경우 스포츠에 초

기반이 되는 연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적으로 적용

점이 맞추어진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은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출된 연구 결과를 건강과 웰빙 관련 SDGs 달성을

UN에서 제시한 세부 목표인 비전염성 질병과 관련지을 수 있는 만성

위한 스포츠와 연계된 정책 수립 과정에 활용할 수 있고, 추후 세부 계

질환의 세부 항목들 중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

획 수립 과정에서도 참고할 수 있다.

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UN이 제시한 세부 목표 중 5세 미만 아동과
연계되어 있는 아동의 비만 예방 대책도 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스포츠가 과제 달성을 위한 중요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페인과 관련된

연구방법

Campillo-Sánchez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비전염성 질병과 연

연구에서 목적한 부분에 관한 결과 도출을 위해 질적연구방법으로 접

계된 목표 3.4와 관련하여 스페인의 카잔 실행 계획(Kazan action

근하였다. 이유는 SDGs로 제시된 건강 및 웰빙과 관련하여 개인이 코

plan)에서 제시한 측정지표와 연관 지어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달

로나19 상황 속에서 지속적인 스포츠 활동을 위해 나타난 행동 변화

성 여부를 측정을 위해 충분한 신체활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과 규칙

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며, 진행하는 연구가 추후 연구에 기반이 될 수

적으로 스포츠, 신체 건강 유지, 활동적인 여가활동을 하는 비율을 지

있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Altheide & Schneider, 1996;

표로 활용하였다.

Creswell, 2003).

중국과 관련된 Dai & Mehas(2020)의 연구에서는 SDGs 달성을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료 분석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위해 스포츠는 중요한 방법이라 강조하였다. 이에 더하여 스포츠가

단계별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결과 도출을 위한 합의 과정을 명확히 하

활용되는 정책을 제시하면서 비전염성 질병과 연계된 목표 3.4와 교

였다. 또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각검증법을 활용하고자 하였

통사고와 연계된 3.6을 위해 신체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스포츠

다. 하지만 문헌검토 및 관찰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습득하는데 어려

시설 및 자전거 타기와 걷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 구축 관련

움이 있어 이를 적용하지는 못하였다. 이유는 문헌조사의 경우 감염병

정책을 설명하였다.

상황이 진행 중이어서 관련된 자료가 아직 많지 않았고, 관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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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시설이 폐쇄되거나 방문이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통합 논의를 통해

러한 상황 속에서도 심층면담 참여자 선정에 있어 연령대를 고르게 분

최종 범주화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항목화 진행을 통해 요인을

포시켜 수집되는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도출하였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을 위하여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결과

기본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들의 스포츠 활동 형태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

였다. 심층면담 진행 시기인 2021년 11월부터 이전 1년 동안 스포츠

면 크게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이후에 활동 형태가 동일한 동일집단과

활동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유는 본 연구가 코로나19 상황

변화된 변동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스포츠 활

에서 사람들의 변화된 스포츠 활동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동 모습이 동일한 집단을 살펴보면 홈트레이닝, 축구와 같은 구기 스포

다시 말해 기존에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변화

츠, 자전거와 같은 야외 개인 활동, 볼링과 같은 실내 개인 활동, 스킨스

된 모습 역시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을 수행하던 사람만으

쿠버와 같은 수중 개인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을

로 대상을 한정하였다.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국제 신체 활동 문항

변화된 모습을 보인 집단의 변경 이유에 초점을 맞추어 볼 때 시설,

(International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s, IPAQ)을 기반으로

대인, 두려움, 건강, 여유시간, 선호, 불편으로 요인화된 결과가 제시

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시 활용한 질문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고강

되었다. ‘시설’의 경우 기존 사용 시설 폐쇄, 시설 없이 가능, 시설 필요

도 운동(최소 10분 이상 계속 많이 숨이 차거나 심장이 뛰는 정도), 중

없는 활동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요인화되었다. 구체적으로 특정 시

강도 운동(최소 10분 이상 계속 약간 숨이 차거나 심장이 뛰는 정도),

설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이 활동하던 모습에서 시설 없이도 혼자서 할

저강도 운동(10분 이상 걷는 정도)으로 구분하였고 중강도 운동 이상

수 있는 활동으로 변경된 모습이 나타났다.

에 응답한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이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수행한 스포츠 활동은 무엇이며, 변화 시 어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들이 모두 폐쇄되어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습

떠한 이유 때문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반구조화된 형태의 면담을 진행

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이 가능한 시설을 찾다 보니 근처에 있는

하였다. 각 대상별 1회씩 2021년 11월 한 달간 진행되었다.

운동장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실 운동장도 폐쇄된 곳이 많이 있어서 이

구체적인 참여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첫째, 코로나

것도 찾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대상, ‘시설’ 관련)”

19 상황 속에서 종목과 관계없이 스포츠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동호
회 회원을 중심으로 비확률 표본추출방식(non-probability sampling

‘대인’으로 요인화된 부분을 살펴보면 사람과 마주치지 않음, 개별적

method) 중 눈덩이 표집 방법(snowball sampling method)을 활용하

활동, 나만의 수행 공간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주목할 부

였다. 그 이유는 본 연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변화된 스포츠 활

분은 이전에는 대인 간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학습을 통해 스포츠의 기

동 형태에 관한 분석이기 때문에 스포츠 종목의 차이보다는 참여자의

능을 습득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지만 다양한 매체 즉, 사회관계망서

스포츠 활동 참여 여부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비스(SNS) 혹은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소위 홈트레이닝이라고 불

둘째, 참여자 선정에 있어서 20~30대, 40~50대, 60~70대로 고르게

리는 활동이 다수 나타났다. 더 나아가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 시간

분포시키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활동하는 동호회 중 연구 참여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 마주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동된 것

에 동의하고, 각 연령대가 모여 있는 등산, 궁도(활쏘기), 검도와 같은

을 알 수 있다.

동호회 3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25명이 참여하였지
만 앞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4명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20~30대 11명, 40~50대 6명, 60~70대 4명으로 총 21명 연구참
여자의 응답이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자료분석방법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참
여자별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이후에 수행
한 스포츠 활동과 변화한 이유를 중심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를 바

Table 1. Analysis

results of group showing non-change
(from selected participants who execute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for one year prior to November 2021)

Content

Factor

Calisthenics
Treadmill (at home)

Home training

Fitness (at home)

탕으로 범주화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상황 이전과 이후에 변화 없는 동

Football

일집단과 차이가 있는 변동집단으로 구분하였다.

Cycling (commuting)

동일집단과 변동집단에 대한 범주화 및 항목화 진행을 위해 연구자
2명과 여가레크리에이션 전문가 1명이 코더로 참여하였다. 해당 분석
은 총 3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단계는 개별적으로 동일집단은
종목 중심으로, 변동집단은 변동 이유를 중심으로 각각 범주화를 실시
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도출된 결과를 교환하여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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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l sports

Running on the school track

Outdoor individual activities

Archery
Bowling

Indoor individual activities

Skin scuba

Underwater individu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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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results from selected participants of group showing change_Facility/Interpersonal/Fear
(from selected participants who execute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for one year prior to November 2021)

Subject
Huh person

Ahn person

After COVID-19

Reason for change
(content)

Walking on the school track

Closing existing venue
or facilities

Before COVID-19
Tennis
Weight training
Swimming

Walking

Krav maga

Cycling

Weight training

Weight training (at home)

Possible without venue
or facilities
Venue
or
facility

Football
Walking

Basketball
Koo person 2

Weight training

Reason for change
(factor)

Not required venue or
facility activity

Running
Home training

Running

Mountain hiking
Kim person 1

Swimming

Home training

Mountain hiking

Mountain hiking (on dawn time)

Mountain hiking
Walking (10km per a day)
Son person

Not meeting other people

Mountain hiking (by her / himself)

Kendo

Individual activity

Golf

Archery

Interpersonal

Running
Walking
Koo person 1

Running

Home training

Activity on individual space

Calisthenics

Choi person 1

Kang person

Swimming

Weight training (at personal room)

Mountain hiking

Mountain hiking

Running

Running

Football

Cycling

Badminton

Badminton

Archery
Taekwondo

Choi person 2

Archery
Weight training

Risk of infection

Archery

Avoiding sweaty activities
in confined spaces

Archery

Intensifying avoid exercise

Fear

“평소에는 등산도 하고 검도, 골프, 조깅과 같은 다양한 스포츠를 했었

는게 좀 무섭기도 하고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이게 당연한 일이었고 같

어요. 근대 막상 코로나 상황이 닥치니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

이 운동할 때 즐거웠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과 잘 마주치지 않게 혼자 등

요. (강대상, ‘두려움’ 관련)”

산을 많이 해요. 시간도 그런 시간을 찾고요. (손대상, ‘대인’ 관련)”

이러한 주요한 요인과 함께 ‘불편’의 경우 러닝 또는 등산을 하는데
‘두려움’은 감염의 위험, 좁은 공간에서 땀을 흘리는 활동 피함, 격하

있어 마스크 착용의 불편함을 기반으로 요인화되었다. ‘건강’은 코로

게 하는 운동 피함과 같은 내용을 기초로 요인화되었다. 마지막으로 땀

나19 상황에서 건강 유지에 더욱 신경 쓰게 되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을 흘리며 격한 몸짓이 수반된 활동에서 활쏘기와 같이 정적인 형태의

결과가 도출되었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보다 더 많은 스포츠 활

스포츠로 변화한 모습이 나타났다.

동을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태권도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땀 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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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results from selected participants of group showing change_Inconvenience/Stay Healthy/Increased Leisure time/Individual
Preference (from selected participants who execute moderate-intensity physical activity for one year prior to November 2021)

Subject
Kim person 5

Before COVID-19

After COVID-19

Mountain hiking

Walking
(time without other people)

Walking

Reason for change (content)
Giving up hiking
because of wearing a mask

Reason for change (factor)

Cycling

Cycling
(time without other people)

Running

Rowing machine

Wearing a mask
interferes for running

Lee person 2

Archery

Archery
Weight training
(at work place)
Home training

to stay healthy from COVID-19

Stay healthy

Lee person 1

Running

Kendo

Increased leisure time due to
infectious disease conditions

Increased leisure time

Archery

Focus on
a specific sport

Individual preference

Jeon person

Ko person

Archery
Mountain hiking

되고 너무 숨이 찬 거예요. 그리고 좀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등산은 포기했습니다. (김대상5, ‘불편’ 관련)”

Inconvenience

코로나19 상황과 연계되어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변
화의 모습보다는 특정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
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Kim(2021)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뉴스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가 매일 나오고 그와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

발생할 수 있는 스포츠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하였고, Lee et

하다 보니까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al.(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e스포츠가 나아가야 할

이전보다 더 많이 운동하게 되었어요. 직장에서 시간 날 때마다 운동하

방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Kang & Kim(2020)의 연구는 유소년 스

고 집에 와서도 홈트레이닝 같은 것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대상2, ‘건

포츠 클럽에, Kim(2020a)과 Kim(2020b) 연구는 스포츠산업 전반에

강’ 관련)”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Seo & Kwon(2020)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이 프로스포츠팬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유시간’과 ‘선호’가 각각 여유시간 증가와 특정 스포

본 연구 진행을 통해 도출한 변화된 스포츠 활동 모습의 경우 특정

츠에 집중하고 싶다는 내용을 통해 요인화되어 결과로 제시되었다. 특

영역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나타난

히 여유시간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오히려 여유시간이 증

스포츠 행동의 변화된 모습을 도출하여 기존 연구결과를 보다 구체화

가하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하였다. 즉 기존 연구들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이 스포츠 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

“코로나 터지니까 오히려 시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회식도 많이 줄어

황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들었고 사람 만날 일들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검도를 한번 배

영향과 이로 인해 변화된 모습에 집중하였다.

워보자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대상1, ‘여유시간’ 관련)”

도출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한
개인은 변화된 행동을 통해 스포츠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이 나

<Table 2>와 <Table 3>을 통해 결과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변화된

타났다. 이를 여가제약 개념에 대입하여 보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항목을 제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이전

해 각 개인은 구조적 여가제약에 직면하게 되었고, 여가제약협상전략

과 이후의 스포츠 활동의 변화 모습을 개별 참여자별로 세부적으로 제

들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될 수 있

시하였다.

다(Crawford & Godbey, 1987; Jackson et al., 1993).
여가제약 개념은 Jackson(1988)의 연구에서 사람들이 여가 활동에

논의

참여하는데 있어 나타나는 제약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구
체적으로 도출된 결과 중 나타난 제약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면 흔히 예
상할 수 있는 시설 제한, 두려움, 대인 기피와 같은 부분과 함께 마스크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홈트레이닝, 축구와 같은 구기 스포츠, 자전거

로 인한 스포츠 활동의 불편함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와 같은 야외 개인 활동, 볼링과 같은 실내 개인 활동, 스킨스쿠버와 같

구조적 측면의 여가제약에 직면하였을 때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

은 수중 개인 활동과 같은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던 집단의 경우는 코

약의 유형을 도출하여 관련된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로나19 상황에서도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변동이 생긴

또한 Hwang et al.(2010)의 연구에서는 Jackson et al.(1993)의 연

집단의 경우 시설, 대인, 두려움, 건강, 여유시간, 선호, 불편과 같은 이

구를 인용하여 여가제약협상전략은 기존에 여가제약 요인이 사람들에

유로 인해 스포츠 활동 수행에 있어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 여가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극복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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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식을 바꾼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사람들은 여가제약에 직면하

된 자료는 내용분석과 범주화 및 항목화를 통해 분석되었다. 도출된 결

더라도 여가활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여가제약협상전략을 통해 이를

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기장 혹은 시설, 대인, 두려움,

극복할 방법을 찾고, 여가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나타난다

불편, 건강유지, 여가시간 증가, 개인 선호에 의해 스포츠 활동 모습이

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기존의 스포츠

연구 진행에 있어 나타난 제한점은 코로나19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

활동을 수행하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제약 극복 모습에 대해 분석함에

기 때문에 자료수집 참여자 특성에 따른 분석이 미흡하였다는 부분이

따라 관련 개념을 구체화시켰다. 보다 세부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초

다. 즉, 참여자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이라는 특정 상

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 대인적, 구조적 측면 중 특정 맥락을

황에 집중하였다.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여가제약 직면 시 나타

기반으로 구조적 제약 측면에 대한 설명력을 강화하였다.

나는 여가제약협상전략 유형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의 학문적 의미는 우선 UN이 제시하고 있

우선 각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대한 파악

는 건강 및 웰빙 SDGs 및 국내 실천 계획과 스포츠 간의 연계성 관련

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빅파이브(big five)의 경우 사람들의 성격을 5

연구의 바탕이 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스포츠가 어떠한 방식으로

가지 성격 특성 요소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Goldberg, 1990). 이러한

연계되어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탐색을 통해 스포츠

기준들에 따라 나타나는 사람들의 성격 유형 별로 각 개인의 여가제약

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를 바탕

극복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이 처해 있는 국가

으로 스포츠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하게 스포츠를

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홉스테드 문화 차원 이론(Hofstede’s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연구에 기반이 될 수 있다.

cultural dimensions theory)에서는 국가의 성격을 5가지의 차원으로

실무적으로는 건강 및 웰빙 관련 SDGs의 스포츠 연계성을 바탕으

구분하고 있다(Hofstede, 1984). 해당 기준에 따라 각 국가가 지닌 성

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변화된 스포츠 활동 모습 관련 도출된 결과

격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여가제약 직면 시 나타나

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우선 제시한 국

는 여가협상전략이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내 이행과제들 속에서 스포츠와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관련하여 인지할 수 있는 제한점은 다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

양한 발전 목표와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부분

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감염병이라는

이다. 현재 진행한 연구는 건강과 웰빙이라는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연

제약을 극복하고, 스포츠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세부 실행 계획

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해당 목표를 달성할 경우 다른 발전

들을 수립해 나갈 수 있다.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강과 웰빙 관련 목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특별한

표에 다른 목표의 달성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 해당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내부

추후 연구에서는 건강과 웰빙 중심의 발전 목표 달성 노력과 다른 목표

정보 또는 제한적 외부정보만으로는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건강과 웰

들과의 연계성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다.

빙을 지키기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전 세계적으로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SDGs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노

를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여가제약에 직면

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건강과 웰빙

시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극복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과 웰빙을

관련 지표가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즐거움을 목적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으로 자발적 참여가 가능한 스포츠 영역에서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더 나아가 기존에 대부분 대면 또는 오프라인 형태로 진행된 스포츠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활동의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
구 결과를 토대로 스포츠 활동 중 나타날 수 있는 단순한 신체활동 기
반의 경쟁 활동 및 놀이 활동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일반 대중이 수용
할 수 있는 형태로 디지털화 해나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전의 방식인 함께 모이고, 특정 공간에서, 서로 땀흘리
며가 아닌 개인의 공간에서도 다양한 미디어 장비 혹은 ICT 장비를 활
용하여 스포츠 활동을 수행할 방안 모색이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
근 각광을 받고 있는 홈트레이닝을 보다 발전시켜 단일 방향이 아닌 상
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특정 상
황 속에서 스포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
을 발전시키는 노력은 궁극적으로 건강 및 웰빙 관련 SDGs 달성을 위
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UN의 SDGs 중 세 번째 건강과 웰빙과 관련된 목표
를 스포츠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
적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고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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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변화된 스포츠 활동 형태 분석
: 건강 및 웰빙 관련 UN SDGs의 스포츠 역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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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제연합(UN)은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스포츠
역시도 건강 및 웰빙 관련 목표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를 통해 건강과 웰빙 관련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개인의 변화된 스포츠 활동 모습을 탐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다.
[방법] 이를 위해 질적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고 자료수집을 위해 심층면담 방법을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내용분석과
함께 범주화 및 항목화가 활용되었다.
[결과]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 속에서 경기장 혹은 시설, 대인, 두려움, 불편, 건강유지,
여가시간 증가, 개인 선호와 같은 이유로 변화된 스포츠 활동 형태가 나타났다.
[결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건강과 웰빙 관련 SDGs 지표는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즐거움 추구
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한 스포츠를 통해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어
스포츠, 건강, 웰빙, 국제연합(UN),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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