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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연구는 청소년의 인 건강형성을 한 아웃도어스포츠활동과 e-스포츠활동에 한융합 수행

모델을 연구하 다. 이를 해 청소년의 인 건강의 역을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그리고 사회 건강의

3가지로 정의하고, 아웃도어스포츠와 e-스포츠에 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 다. 그리고두 스포츠가 각 역에서

청소년의 건강과 어떠한 상 계를 이루는지 측정할 수 있는 변인을 추출하 다. 총 역은 모두 4가지로 1) 기본

인 사항은 성별과 연령, 선호 스포츠와 수행 시간 등을 2) 신체 건강 측정을 해서는 PAPS의 기본 측정 6개

문항을 3) 정신 건강은 스트 스 지수, 자기효능감, 주 건강, 자아존 감을, 4) 사회 건강 측정을 한 변인

으로는 가족, 친구, 학교, 사회 련 변인으로 구분하여 각각 1-4문항씩 총 36문항이다. 정신 건강과 사회 건강

역을 조사한 결과, 가족 계, 친구 계, 자신에 한 만족 등 3요인이 유의수 0.064, 0.012, 0.088을 나타내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 청소년, 아웃도어 스포츠, e-스포츠, 인 건강, 설문조사 설계, 융합 모델

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study the effects of adolescents’ outdoor sports and e—sports

activities on their holistic health. In order for this, adolescent holistic health has been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and social health; and reviewed existing research on outdoor

sports and e-sports. The research has found several variables for measur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types of sports. The variables cover four areas: 1) General Information, determined by gender, age,

preferred sport, and length of play; 2) Physical Health, as measured by six questions in the basic 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 survey; 3) Mental Health, as measured by stress index, self-efficacy,

subjective health, and self-esteem; and 4) Social Health, as measured by variables relating to family,

friends, school, and society. A total of 36 questions were devised, with 1-4 questions in each area. Primarily

it examined the mental health social health.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ree factors have a difference

such that the significance of self satisfaction. family relationships, friendships is 0.064, 0.012, 0.088

respect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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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본연구는아웃도어스포츠와 e-스포츠가청소년들의

신체 , 정신 , 사회 건강에미치는여행과두스포츠

활동이나 선호도의 정도에 따른 청소년의 인 건강

에미치는 향과차별되는 항목에 한조사를 한 설

문지 설계를 한 제안에 목 을 두고 있다. WHO의 정

의에따르면건강은크게신체 건강, 정신 건강, 그리

고 사회 건강의 3가지 역으로 나 수있다[1]. 이와

같은 건강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색되는데 특히 여가

활동의 향이큰것으로알려져있다. 그 에서도남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아웃도어

스포츠와 e-스포츠이다[2].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아웃도어 스포츠는 개인의 신

체 건강과 정신 건강 그리고 심리 안녕감을 향상시

키는역할을한다[3]. 한 최근에는 e-스포츠를통해다

양한만족감과자기성취 인 계에 정 인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e-스포츠가 참여

자의 성취감이나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순

기능을 조명하는 것이다[4].

이러한 황에서는 청소년들의 인 건강 향상에

아웃도어스포츠와 e-스포츠가어떻게기여할수있는지

를알아보는것이매우 요한문제이므로이를 해 우

선 청소년의 건강과 아웃도어 스포츠 e-스포츠의

계를 알아보았다.

청소년들의 학업 는 주변 환경 지인들과의 계

에서유발되는스트 스가스포츠를통해어떻게해소되

고 있는지가 명확해질 것으로 유추하여 통 인 발달

단계 이론에 따라 고등학생으로 그 상을 한정하여

연구하 다[5].

본 연구에서는 인 건강과 스포츠 수행 정도의 상

계를 해 청소년의 사회 건강과 정신 건강

역을 조사하 다.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 다.

1. 스포츠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상 이 있을 것

이다.

1-1. 아웃도어스포츠는청소년의정신 건강을증진

혹은 감소시킬 것이다.

1-2. e-스포츠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거

나 혹은 감소시킬 것이다.

2. 스포츠와 청소년의 사회 건강은 상 이 있을 것

이다.

2-1. 아웃도어스포츠는청소년의사회 건강을증진

혹은 감소시킬 것이다.

2-2. e-스포츠는 청소년의 사회 건강을 증진시키거

나 혹은 감소시킬 것이다.

2. 스포  청 년  전 적 건강

2.1 아웃도어 스포  청 년  전 적 건강 

아웃도어스포츠란자기 는타인과의경쟁, 혹은자

연의 장애와의 결을 포함하는 운동으로, 비교 복합

인 신체 기능을 구사하는 제도화된 경쟁 활동을 의

미한다[7]. 아웃도어 스포츠가 개인의 신체 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수많은 선행 연구에

의해 입증된 바 있다[6],[7],[8]. 아웃도어 스포츠 참가자

들은스포츠유능감, 신체활동, 지구력, 신체 반에 한

자기지각 수 이 높으며낮은체지방 수 을 가진다[9].

최근에는 스포츠가 스트 스를 해소시키고 신체 자존

감을높여여러부정 인행동들을감소시킨다는면에서

교육 기능에 한 연구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10].

아웃도어 스포츠는 생화학 인 작용을 기 로 자기

개념의상호작용속에서정신건강에도도움을 다[11].

나아가신체에 한지각과자신감증진, 일반 자기효

능감에도 향을 미치며 아웃도어 스포츠 활동은 다른

여가활동보다청소년의심리 행복감을향상시키는것

으로 연구되고 있다[12],[13].

여러 연구들에서는 스포츠 참여가 청소년의 신체

유능성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정 인 자아 정체성

자아 지각을 가져오는 것으로, 극 인 스포츠 활동이

개인의학교 응 심리 행복감향상등에 향을미

치는 요인이다. 아웃도어 스포츠는 체 으로 청소년

의 정신 건강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내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었다[14],[15]. 아웃도

어 스포츠는 개인의 사회 건강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교우 계, 교사 계의 응도가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16]. 이는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얻

어진신체 , 심리 , 사회 능력의효과가학교생활

응 능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체육 활동 참여가 자기만

족, 인 계, 능력 잠재력, 가족 계행복 요인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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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것으로 밝 졌다[17]. 학교체육이 학생들의 스트

스를해소하여학원폭력을 방하는데 요한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18].

그러나청소년의사회 건강은부모님, 교사등다양

한 사회 계성에 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로 지나

친 아웃도어 스포츠에의 몰입이 학업 성 하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회 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 친구

뿐 아니라 가정, 학교에서의 역할수행 여부와 만족도 역

시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요한 요

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입시제도 등 학교 련 역이 청

소년들의삶의질이나정신 , 사회 건강에매우큰비

을차지하고있는것이우리나라 실이다[19]. 그러므

로 설문조사에서 이와 같은 요인들이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연구될지가 주목된다.

2.2 e-스포  청 년  전 적 건강 

일 트로닉 스포츠(electronic sports)는 자 환경에

서 정신 , 신체 인 능력을 활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실

제참여활동과 , 이와 계되는커뮤니티활동등의

사이버 문화 반을 포함한다[20]. e-스포츠와 청소년의

건강 사이의 상 계에 해서는 각기 다른 결과의 연

구들이 존재한다.

우선, 신체 건강 역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e-스포

츠와신체 건강사이의상 계에 한연구들은인터

넷 독은 불안, 우울, 낮은자아존 감과같은심리 인

부분과 계가 있는데 신체활동은 serotonin, norepinephrine,

dopamine과 같은신경 달물질에 정 인 향을주기

때문에과몰입된 e-스포츠는인터넷 독과신체활동

하라는 상 계를 주장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15], [21].

반면, 두 요인사이의상 계가성립하지않고오히

려 정 계가 성립한다는 연구들도 존재한다. e-스포

츠를 통하여 생성된 스포츠에 한 심과 욕구가 직

스포츠 참가로 이되어 신체 , 정신 으로 정 인

향을 미친고 e-스포츠에 참가 경험이 있는 경우 실제

스포츠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고, 게임몰입(flow)이 높을

수록 체육활동 여도에 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22], [23], [24].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e-스포츠가 신체

건강에반드시부정 인 향을미친다고단정지을수는

없다. e-스포츠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스포츠에 심과

욕구가자연스럽게충족되어직 스포츠참가로 이된

다면 신체 , 정신 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이상

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유추된다.

연구 결과가 상이한 것은 e-스포츠와 정신 건강 사

이의 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청소년들의생활에인터

넷이나 게임 등의 문화가 차지하는 비 은 상당하다.

2015년 한국 인터넷 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거의 모

든 우리나라 청소년(99.9%)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25]. 물론, 게임을 하는 동안 지 능력과 집 력, 사회

성, 상상력, 창의 사고 등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27]. 그러나 역기능과 그의 방지에

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28], [29],

[30]. e-스포츠는 기존의 게임 에서 스포츠가 갖는 고

유한특성을갖는종목만이 e-스포츠로규정됨으로서게

임과 구별된다. 기존의 게임과 마찬가지로 e-스포츠에

몰입하다보면신체 인피로의 과사회 부 응등

다양한문제를나타낸다는부정 측면이제기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최근에는 e-스포츠가새로운여가수단으로인

식되면서 정 인 향에 한연구도활발하게이루어

지고있다. 이러한연구들에서는 e-스포츠가청소년들에

게 신체 , 정신 으로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한다

[23]. 많은 선행연구들에서인터넷게임과 련하여게임

에참여와지속에 한 요한요인으로 “각성”과 “재미”

를 지목하고 있는데[31], e-스포츠 참여동기도이와 유

사한 것이다. 이러한 재미 역 안에는 개인의 정 인

심리에 해당하는 성취감이 포함되고 있다. 즉, 청소년들

은 가상의 체험을 하며 스트 스를 해소하고 주변 친구

들과의 경쟁이나 상호작용 등의 사회 요인에 의해 e-

스포츠에 참여하고, 한 이를 얻는 것으로 보인다[32].

따라서 e-스포츠가 단순히 청소년들에게 역기능만을 주

는것인지, 아니면다양한인간의삶의 역에조 씩다

른 기능을 하는 것인지에 해서는 보다 구체 이고 세

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e-스포츠와청소년의사회 건강사이의

상 계에 해서알아보고자 한다. 일반 으로인터넷

독 게임의 역기능에 한 연구들은 사회성의 발달

이 하되는 것이 문제라는 지 이 많았다. 과도한 인터

넷 사용은 인 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 상황

에 제 로 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33]. 이는 게

임의 과도한 이용이 개인의 사회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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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을 지지한다.

그러나 비교 최근에 시작된 e-스포츠와 개인의 사

회성에 한 연구들은 이와는 조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몇 연구에 의하면 e-스포츠 활동을 하는 동기는친구

들과의 사회 계를 한 것이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여기에서 아웃도어 스포츠와 e-스포츠의 유사성이

발견된다고 볼 수있다. 즉, 두 가지의 스포츠는 모두

래집단이 같이 즐기는 문화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이에의하면 e-스포츠활동참가는교사 계, 친구

계, 정 자기인식에 정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쟁 동기는 자기 주장성에 정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35], [36].

Zhong은 MMORPG 이용이 사회 자본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에서 MMORPG 이용이 개인 인 수

(Bonding과 Bridging)과 집단 인 수 (civic engagement)

의 사회 자본을증가시킨다고주장하 다. 목표달성을

한 계형성, 새로운 사건과 계에 응하는 과정의

경청, 갈등조 을 통해 공동체에 한 책임과 공과를 공

유하는 사회성과 자아정체감, 그리고 공존의 윤리가 발

달된다는것이다[37]. 반면, 지나친인터넷사용이나게

임 독 혹은 e-스포츠 활동은 여 히 학업성 에 부정

인 향을 미쳐, 학교에서의 교사와의 계나 가정에

서의 부모와의 계에 부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28]. 따라서 이와 같은 요인들

이 설문 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주어진 <Table 1>과 <Table 2>는 각각 아웃도어 스

포츠와 e-스포츠의 정신 , 신체 , 사회 건강에 한

정 인 요소와 부정 인 요소에 한 효과에 한 설

명을 기술하 다.

Category
Outdoor sports

positive effects negative effects

Physical Health Physical competence
Adverse effects from
excessive exercising

Mental Health

Self-efficacy;
Subjective health;
Stress Relief;
Building confidence

Inspiring
competitiveness

Social Health

peer relations;
Development of social
skills (improvment of
interpersonal skills)

Lower academic
performance;
Affects on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teachers

<Table 1>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by Outdoor sports

Category
e-sports

positive effects negative effects

Physical Health
Participation in
outdoor sports

Weakening of
physical health

Mental Health

Cognitive
development;
Stress Relief;
Self-fulfillment
(self-efficacy)

Internet addiction and
overuse;
Elevation of
aggressiveness

Social Health
Improvement of
social skills

Declining social
skills;
Lower academic
performance

<Table 2>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by e-sports

3. 청 년 건강 역별 정 변

3.1 신체적 건강

청소년의신체 건강을측정하기 해서는학생건강

체력평가시스템(PAPS :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를 통해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체지방을 측정한다. 와 같은 6개 항목은 2009

년 5개 부문, 12개 종목(선택형)으로바뀌었으나, 여 히

기존 항목 주로 측정이 진행되고 있는 실을 고려한

것이다.

<Table 3>에서는 신체 건강에 한 변수를 제시하

고 있다.

physica
l health

Body fat mass; Muscular endurance;
Explosive strength; Muscular strength;
Cardiovascular endurance; Flexibility

<Table 3> The variables of physical health 

3.2 정신적 건강

청소년의 정신 건강은 외부 요인들에서도 상당한

향을 받는 바가 크다. 이는 인 계, 사회활동 참여,

일의 성공 등과 같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들과 한

계가 있다[38]. 를 들어 부모나 친구와의 계, 교사

와의 계 등 주변인들과 어떠한 계를 가지느냐에 따

라 자신감이나 생활 만족도, 스트 스 지수가 향을 많

이 받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외부 계는 사회 건강

역으로분류하기때문에여기에서는개인의심리 상

태를 주로 변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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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건강은 개인이 스스로의 삶에 해 지각하는

것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삶과 자신에 한 반 인

인식과 정서를 포함한다. 이 에서 가장 우선 으로

두되는것은우선스트 스지수즉정 정서가부 정

서보다높아야한다는것이다[39]. 이를 해서는인지

삶의만족감, 빈번한 정 정서, 낮은빈도의부정 정

서의 세 가지가 요하다고 연구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

하여 하나의 변인으로 요약하면 스트 스 지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해 행복감을 측정하기도 한다[40].

두 번째로는 자기 인식도이다. 이는 다시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주 건강 등으로 나 어진다. 한 연구에

의하면 주 건강이 좋고, 자아존 감과 자기효능감

부모와의 친 도, 의사소통이 좋거나 높으며 단짝 친

구가 있고친구 계만족도와친구 지지가 높은청소년

이더행복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개인 련변인인자

아존 감과 자기효능감이 가장 요한 변인으로 나타났

다[41], [42].

이상에서 <Table 4>에서정신 건강에 한변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Mental 
Health

Stress index, Self-efficacy, Subjective health,
Self-esteem

<Table 4> The variables of mental health

3.3 사회적 건강

지 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삶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부모와 동거 계, 경제 수 , 학업성취

도, 학년, 인터넷 독, 흡연, 음주, 약물경험, 스트 스정

도, 반 인건강, 정신건강등이제시되어왔다. 청소년

과성인들을각각 상으로한두연구에서는가족뿐아

니라학교에서의역할수행여부와만족도, 친구 계, 여

가활동등도 삶의질을 결정하는 요한 역으로나타

났다[43], [44].

보다 구체 으로는가족 련변인(생활수 , 모 취업

유무, 부모와의친 도, 가족지지, 부모와의의사소통, 부

모양육태도), 친구 련변인(단짝친구유무, 친구 계만

족도, 친구지지, 이성친구 계), 학교 련변인(학업성

, 교사지지), 사회 련 변인(여가시간 충분도, 여가활

동만족도)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44]. 이상과 같은 연

구들에의하면청소년의사회 건강의변인들은청소년

의 삶의 역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합하다.

미국의 Child Well-Being Index(CWI)은 청소년의 삶

의 만족도를 학교생활, 가정생활, 친구 계, 자신에 한

평가, 삶에 한 반 만족, 사회에 한 만족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 다[45]. 이 사회 건강에 한

역으로는 <Table 5>에서 학교, 가정, 친구, 사회 등을

제시하 다. 연구들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변인을 도

출할 수 있다.

Social 
Health

Family, Friends, School, Society

<Table 5> The variables of social health

4. 문지 계

각종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본 바, 아웃도어 스포츠

와 e-스포츠가 청소년의 인 건강에 향을 미치는

바를 연구하기 한 설문지 설계는 <Table 6>과 같다.

즉, 기본인 사항 항목과 신체 건강 측정을 한 항

목, 정신 건강측정을 한스트 스, 자기효능감, 주

건강, 자아존 감을 설계 항목으로 설정하 다. 한

사회 건강 측정 항목으로 가족, 친구, 학교, 사회 련

변인으로 구분하 으며 설문에 한 항목은 총 36문항

으로 설계하 다.

Area Variables Sub-variables

N0. 
of 

Ques
tions

General
Information

Gender;
Age;
Preferred sport;
Reason for
preference;
Length and
frequency of playing
each sport;
Intensity of each
sport

6

Physical
Health

Body fat mass;
Muscular endurance;
Explosive strength;
Muscular strength;
Cardiovascular
endurance;
Flexibility

6

<Table 6> Survey questions design 



한 합학회논문지 제7  제5호274

5. 조사 결과 

설문조사 상은청소년이며조사참석수는 100명을

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52: 48이었다. 조사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오 라인 설문작성과 온라인을

이용한개별설문방법을 용하 다. 이에 한 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 것과 같다.

<Table 7>에서도출된 평가내용을기반으로 통계

인 분석방법으로 T-test를 용하여 나타난 결과는

<Table 8>에서보는바와 같이가족 계, 친구 계, 자

신에 한 만족도 3 요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area no (%)

sex
male 52 52.0

female 48 48.0

allowance

∼100,000 90 90.0

100,000∼200,000 5 5.0

200,000∼300,000 2 5.0

300,000∼ 3 3.0

Outdoor
Sports

soccer 26 26.0

basket ball 7 7.0

dodge ball 23 23.0

walking 19 19.0

none 5 5.0

etc 20 20.0

e-sports

LoL 33 33.0

fifa online 6 6.0

WoW 1 1.0

friendsrun 3 3.0

marble future fight 1 1.0

Classiroyal 6 6.0

none 11 11.0

etc 39 39.0

preferred
activities

outdoor sports 38 38.0

e-sports 62 62.0

<Table 7> Survey respondents

Factors
AVG1 of 
Outdoor 
Sports

AVG of 
e-Sports

t df2
Sig.3

(2-tailed)

Mean 
Differe

nce

Std. Err. 
Dif.

Self-ef
ficacy

3.84 3.67 1.010 98 .315 .17 .167

Subject
ive
health

3.57 3.43 1.347 98 .181 .14 .104

Self-es
teem

3.80 3.64 .893 98 .374 .16 .173

Stress
index

3.44 3.34 .922 98 .359 .10 .106

Family 4.21 3.90 1.870 98 .064* .31 .166

Friends 4.37 4.02 2.548 98 .012** .35 .138

School 3.46 3.41 .294 98 .770 .04 .144

Self-sa
tisfacti
on

3.86 3.58 1.721 98 .088* .28 .162

Positiv
e affect

3.86 3.68 1.033 98 .304 .18 .175

Negati
ve
affect

2.40 2.70 -1.528 98 .130 -.30 .196

Optimi
sm

3.71 3.52 .926 98 .357 .19 .201

1AVG: average, 2df: degree of freedom
3Sig.: significance, 4Std. Err. Dif.: Standard Error Difference
*p<.1, **p<.05

<Table 8> The Results of T-test 

- 아웃도어스포츠와 e-스포츠를선호하는집단간주

, 정서 , 사회 건강 등에 한 비교결과, 가

족 계, 친구 계, 자신에 한만족등 3요인이차

Mental
Health

Stress index
Positive affect;
Negative affect

11

Self-efficacy
Self-awareness;
Self-fulfillment;
Future planning

Subjective health

Extent of
perceiving
happiness;
Extent of
perceiving sadness

Self-esteem

Self-satisfaction;
Body satisfaction;
Confidence;
Optimism

Social
Health

Family

Intimacy with
parents;
Family supports;
Communication
with father;
Communication
with mother;

13

Friends

Existence of best
friend;
Friendship
satisfaction;
Reliability in
friends

School

Satisfaction with
academic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Intimacy to
teachers

Society

Leisure time
satisfaction;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General social
relationship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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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정 정서요인을제외하고아웃도어스포츠의평

균값이 모두 높았다. 이 에서 가족 계, 친구

계, 자신에 한만족요인에 한평균의차이에

한 검정값이 T-test를 통한 통계 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6. 결론

연구결과, 아웃도어 스포츠가 e-스포츠에 비해 정신

건강과 사회 건강 역 모두에서 정 인 향을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총 11개 문항을분석한결과, 아

웃도어 스포츠가 자신에 한 의식과 외 계 등에서

모두 값이 높았다는 것은 선행연구와 어느 정도 일치한

다. 한 특히 가족 계나 친구 계 등 사회 건강에

아웃도어 스포츠와 e-스포츠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주목된다. 기존 연구결과나 가설로는 e-스포츠 수

행이 가족 계에는 부 향을 수 있으나, 래

계에는 정 향을주는것으로짐작되었기때문이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직 e-스포츠는 아웃도

어 스포츠만큼 래 집단의 커뮤니티 형성에 향을 주

지 못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는 e-스포츠의 커뮤니

티 형성이나 즐기는 층들의 결집력이 아직 아웃도어 스

포츠에 비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한, e-스

포츠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 연 는 온라인 상의 것으

로 오 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친구 계와는 별도의 형

태로 운 되기 때문일 수 있다.

결론 으로, 본 연구에 의하면 아웃도어 스포츠가 e-

스포츠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사회 건강 모두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더 구체

인 연구는 향후 각 스포츠 참가 시간, 빈도, 강도 등에

따른청소년의건강과의상 계규명을주제로이루어

질 것이다. 한 가능하다면 두 스포츠를 어떻게 융합

으로 수행하는 것이 청소년의 인 건강에 가장 정

일지에 한 모델이 도출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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