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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라이프 스킬 개발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승마교육의

현황 파악 및 대안 탐색

공      경      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승마의 서민 스포츠화가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승마에 대한 관심이 전국민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청소년 승마 프로그램은 여가활동, 치료, 신체 능력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청소년 자살,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는 ‘라이프 스킬 개발’ 관점에서 청소년을 ‘잠재력을 지닌 적극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청소년 승마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라이프 스킬 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

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러한 현황 속에서 청소년이 승마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라이프 스킬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찰하며 전인적 청소년 육성 차

원에서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

였다. 연구참여자는 청소년 승마교육 경력이 있는 지도 교관 4명과 주 2회

승마 운동에 참여하는 10명의 청소년이다.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승마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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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현지 문서, 현장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자료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 검증법과

스포츠교육학 전문가들의 동료 간 협의, 승마 지도자 및 참여 학생의 구성

원 간 검토를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프 스킬의 관점에서 본 기존의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은

기승술 중심의 승마교육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지도자의 경

험에 의존한 운영이 이루어져 체계성 및 청소년의 요구반영이 미흡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은 승마교육을 통하여 ‘나와 말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

계’, ‘나와 공동체의 관계’ 영역을 형성하였으며 다양한 라이프 스킬을 습득

할 수 있었다.

셋째,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하여 기승술 및 신체활동과 더불어 승마 관

련 지식, 정서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대안적 청소년 승마 교육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라이프 스킬 개발의 관점에서 본 대안적 청소

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청소년의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승마교육 프로그램은 호스라이더십(승마기승술) 뿐만 아니라 호스트레이너

십(승마지식), 호스마스터십(승마정신)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

들이 대안적 청소년 승마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습득한 라이프 스

킬이 일상으로 전이가 잘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최근 정규 체육 시간, 방과 후 학교, 사설 승

마 클럽 등 다양한 교육현장에서 청소년 승마가 활성화 되고 있으므로 청

소년 승마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발 된 대안적 승마교육 프로그램이 교육

현장에서 적절히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청

소년 승마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라이프 스킬의 개념 및

교육관에 대한 승마 지도자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승마, 승마 프로그램, 라이프 스킬, 생활 기술, 전인적 청소년 육성

학 번: 2011-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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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가 활성화 되어있고 스포츠에 대한 접

근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 스포츠’ 라 

하면 대표적으로 승마가 떠오를 만큼 이제까지의 승마는 대중의 접근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존재하였다(서동휘, 주동진, 2009). 하지만 최근 승마의 

서민적 스포츠화가 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재활승

마’, ‘학교로 찾아가는 승마교실’, ‘전 국민 말 타기 운동’ 등을 통해 

범국민적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2011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된 

‘말 산업 육성법’으로 말 산업의 핵심인 승마 체험 및 교육 활성화로 인

해 승마는 점차 대중화된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마

사회와 농ㆍ식품부는 이를 지원하고 승마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승마

장 설치지원, 교관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이다(승마시설 설치법령 

및 절차 매뉴얼, 2011).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승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관

심은 신체적 효과에 집중되어 있다.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승마 

프로그램들이 많이 실시되고 있으나 주로 심동적 영역의 발달 중심의 연구

가 수행되어왔다. 승마 운동 참여에 따라 유소년 신체조성과 체력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관한 연구(한대호, 한상철, 2011), 승마 운동이 기

승자의 혈장 LDH 및 CPK 변화에 관한 분석(김은정, 서충진, 2007), 승마 

운동이 요추골밀도에 미치는 효과(임순길, 김형칠, 김병완, 2000), 실내 승

마운동이 여대생의 건강관련 체력요소, 혈중, 지질농도 및 배변만족도에 미

치는 효과(이상기, 2005) 등 한국의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생리학적, 역

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단기간 승마운동을 통한 기승자의 신체적 효과

에 대해 검증 하였다. 승마 운동의 수요자는 일반인이 대다수이지만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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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에서 승마의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들은 재활치료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

루어졌다. 또한 일반 유소년 아동들, 레저스포츠로서 즐기는 성인들, 재활

승마의 치료적 효과를 기대하는 장애아동들에게 신체활동으로서의 운동으

로 한정되어 이루어져왔다. 재활승마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뇌성마비 

아동의 자세 및 근육 움직임, 균형감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활 승

마(Bertoti, 1988), 재활승마가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의 대동작 기능에 미치

는 효과(김철용, 오병환, 2011), 승마운동이 뇌성마비 아동의 자세동요, 체

간 근지구력 및 장악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정진화, 이병희, 유

재호, 2010) 등 국외에서 시작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에서까지 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장애극복 방향과 신체적 능력향상과 관련된 연구로 대

부분 이루어져왔다.

 그렇다면 소위 “귀족 스포츠라 불리는 승마를 청소년들에게 교육하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하여 본 연구자는 

승마를 함으로써 함양되는 신체적 능력의 향상에만 눈높이를 맞추었던 우

리의 시각을 한 층 더 높이고자 한다. 우선 신체적 기능 향상에 치우쳐 왔

던 승마 효과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승자의 정서적, 심리적 측면에 대

해서 인식해야 한다. 

 승마는 힘으로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기승하는 동안 말과 단짝 친구가 

되어 함께 운동하는 인마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한

국 마사회, 2011). 동물 애호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간애의 함양까지 길러주

는 승마는 기승자(騎乘子)의 정서적 영역의 발전에도 큰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승마는 말을 향한 사람의 정확하고 분명한 의지표현과 더불어 말

의 상태와 말의 생각, 감정, 의지를 관찰하고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결

과적으로 초등학생들은 승마 체험을 통하여 말과 더불어 호흡하면서 정서

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이은형, 이철원, 김민정, 2011). 

 초등 학생들의 경우 승마 참여 후 신체적 자기개념에 긍정적 변화를 가

지며, 승마운동의 시작이 중학생일 때 보다 초등학생일 때 더 긍정적이라

는 연구 결과가 도출 되었다(용인대학교 국제스포츠과학 연구원, 2010). 승

마를 시작하는 시기가 이를수록 좋고, 승마 운동의 참여는 청소년들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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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자기개념을 긍정적으로 발전시키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 적응력

을 신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심리적 웰빙의 안녕감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

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발생되는 사회적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며 타인의 감정

을 인식하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승마프로그램이 효과적이

다(김인, 2010). 이렇듯 심리·정서의 표현이 능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정

신적 자기개념에 대한 성장과 인성함양을 승마라는 신체활동을 통해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성인들의 여가활동, 레저 스포츠의 일환

으로 승마 교육이 집중 조명을 받으며 자리 매김을 하였으나, 앞에서 언급

한 신체적·정서적 긍정적 발달을 고려하였을 때 성인 귀족 스포츠의 전유

물이었던 승마가 이제 청소년 스포츠 장으로 그 영역을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최근 한국사회는 청소년 자살, 집단 따돌림, 학교폭력 등과 같은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인성 함양

에 교육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스포츠가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주춧

돌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 문제의 해결에 사람들

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The First Tee(Weiss, 2008), Project Effort(Lee & 

Martinek, 2009), SUPER(Danish, 1993)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실행되

고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승마 역시 치료적 접근을 통하여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가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청소년 승마 프로그램의 접근과 연구를 살

펴보면 여가활동, 치료, 신체 능력 향상 목적과 같이 청소년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제 청소년 승마는 청소년을 ‘문제

의 주체’로 간주하고 이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소극적인 접

근을 넘어서서 청소년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잠재력을 지닌 적극

적 존재’로 간주해야한다. 따라서 청소년 승마를 가르치기 위한 접근은 

청소년의 적극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라이프 스킬 개발’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이 승마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에는 신체적 자기 개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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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시키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정신적 자기개념에 대해 인식하

기, 책임감과 배려심 가지기, 또래와 대인관계 형성하기 등과 같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방식의 하나인 “라이

프 스킬(life skills)”이 있다. 라이프 스킬은 “개개인이 학교, 가정, 또는 

다른 이웃과 같이 그들이 살아가는 다른 현장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이라고 정의된다(Danish, Forneris & Wallace, 2005). 스포츠 참

여를 통한 라이프 스킬의 습득은 스포츠가 가진 각 종목의 특성과 내재적 

특성, 지도자의 코칭 철학 및 지도 방식, 스포츠 참가자 스스로의 반성하는 

자세 및 그에 따른 의미부여, 참가 동료 및 스포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옥선, 2012). 

 라이프 스킬을 가르치는 접근으로, 혼자서 하는 개인 종목이 아니라 또

래 친구들과 함께 말이라는 생명체를 통해 심신을 단련 하는 승마 운동을 

통해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만 추구하는 목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참가

자들의 정서적 영역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스포츠로서 승마는 적합하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라이프 스킬을 개발하기 위한 승마 프로그램은 심동적 

영역에 치우쳐진 기능주의적 승마 운동이 아니라, 심동적·인지적·정의적 

영역이 모두 아우러진 전인적 청소년육성1)(positive youth development)을 

바탕으로 한 호스맨십(horsemanship) 교육이 필요하다. 

 승마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단순히 ‘말을 타는 사람(equestrian)’을 

넘어서서 ‘말을 사랑하는 사람(hippophile)’이 되는 것에 기반을 둔 라이

프 스킬 개발 교육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 승마 참여가 가지는 라이프 스킬 개발 가능성을 탐색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승마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

여, 승마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청소년의 라이프 스킬 향상을 도모하

는 대안적 승마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과 지도자의 수업 방법 및 자세

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전인적 청소년육성에서 ‘전인’은 지덕체, 지정의 등 사람을 이루는 중요한 측면들이     

 어느 한편으로 기울지 않고 조화롭게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춘 이상적 사람을           

 뜻한다(최의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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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라이프 스킬(life skills)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

그램의 현황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러한 현황 속에서 청소년 

승마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라이프 스킬에는 무엇이 있는지 고찰하며, 전

인적 청소년 육성 차원에서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대안적 청소년 승

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라이프 스킬 

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전인적 청소년 육성(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관점에서 승마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승마 운동을 통한 청소년의 라이프 

스킬 발전 방향을 탐색한다.  

3. 연구문제

  본 연구는 앞에서 논의한 연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라이프 스킬(life skills)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 승마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라이프 스킬(life skills)에

는 무엇이 있는가?

 셋째, 라이프 스킬(life skills) 개발을 위한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

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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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청소년: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의 정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말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란 유소년과 청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이며 9-24세 나이의 소년, 소녀를 의미한다. 

2) 청소년 스포츠클럽: 청소년들의 흥미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스   

 포츠 종목과 레저스포츠, 레포츠체험, 학교내신 체육을 통합하는 교육프   

 로그램을 갖추고, 맞춤식 교육과 소수정원으로 참가자에 맞는 수업과 서  

 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적 성격을 갖고 있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이철근,  

 2009).

3) 호스맨십(horsemanship): 승마의 기본기를 배우는 것부터 마필관리     

 와 정서적 교감, 마방 관리 등 전반적인 기승자(騎乘子)와 말 사이에 필   

 요한 정신과 마필 상식 및 관리에 관한 능력, 기승술(騎乘)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Goodnight, 2008; Goodwin, McGreevy, Waran & McLean,        

 2009). 

4) 라이프 스킬(life skills) : 라이프 스킬이란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이   

 웃 등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술로서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과 대응능력을 배양하는 기술(이옥선, 2011), 또는    

개인의 내재적 장점, 인성, 목표 설정 기술, 감정 제어 기술, 자아 존중,    

근면한 윤리와 같은 요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발달되거나 촉진되어 비    

스포츠 상황에서 상용되어질 수 있게끔 전이되는 것으로 정의된다         

(Gould & Carso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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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과천에 위치한 공기업 말 사랑 회사의 승마 훈련원에서 

청소년 승마 클럽에 참여하는 초등학생과 함께 이루어졌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 사설 승마장의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것

에 한계가 있다.

둘째, 청소년 승마클럽에서 다루는 종목은 ‘승마’ 이므로 다른 스포츠 

종목에서 동일하게 라이프 스킬의 전이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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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승마의 현황과 효과

 1) 여가 활동 및 생활체육으로써의 승마 

  오늘날 여가의 개념은 ‘휴식, 오락, 인격형성’과 같은 소극적이고 고전

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좀 더 능동적인 ‘인지된 자유’ 상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여가의 본질적 요소인 ‘선택성, 융통성, 자발성, 자기결

정’ 등을 추구하고자 한다(체육과학연구원, 2008).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

지만, 그 중 스포츠 활동을 흥미를 가지고 적절히 행하는 것은 신체적 건

강과 웰빙에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웰빙’의 사전적 의미는 행

복, 안녕, 복지, 복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현대적인 의미는 바쁜 일상

과 인스턴트 식품, 스트레스에서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추구하는 생활양식

을 말한다. 이는 승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유익한 점들과 합치되는 

점이 많다.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여가활동은 골프, 스키, 승마 등의 레저 활동과 스

노보드, 래프팅, 윈드서핑, 스쿠버 다이빙, 초경량 항공기 등의 모험스포츠

가 주류를 이뤄나갈 것이다(서천범, 2004). 웰빙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과 

방법들이 지금까지 많이 고안 되어 왔지만 그 중에서도 ‘승마’는 우리 

시대의 웰빙 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다(김진기 외, 2008).

 여가활동에 대한 몰입은 일상생활의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승마활동의 경우 기승자는 운동 중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

로 고도의 집중력을 보이고 다양한 기승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말과 교감을 

하면서 새로운 영역의 스포츠로써 승마를 배우게 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돌파구의 하나로 작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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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만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임영삼, 안병욱,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스포츠 참여에 있어서 많은 불평등한 현실적 

어려움과 부정적 사례들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남녀의 체력과 

운동 기능의 차이에서 오는 여학생들의 경기 참여 기회 불평등, 같은 시간

을 운동해도 수행 능력 차이에서 오는 열등감 등 스포츠 경기 위주의 수업

은 체력과 게임 기능 면에서 상대적으로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에게 불리

하게 작용하고 있다(김무영, 조미혜, 2006). 이는 학교 안의 정규 수업 뿐 

아니라, 엘리트 체육에서도 나타나는 스포츠의 부정적 측면이다. 하지만 다

양한 야외 스포츠 중 하나인 승마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살아있는 동물

인 말(馬)과 함께 하는 여가 스포츠임과 동시에, 올림픽에서도 남녀 종목의 

구분이 없어 스포츠 안에서의 젠더 이론의 평등성을 실현하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의 하나이다(임영삼, 안병욱, 2011). 

 한편 생활체육 활동은 사회문화적으로 용인된 신체활동에 자신이 참가할 

수 있는 자유 시간 동안 스스로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는 활동으로, 인간의 움직임에 대한 욕구를 합법적 표출방식으로 나타내

는 신체활동이다(체육과학연구원, 2008). 이러한 생활체육 활동의 일환으로 

여가 시간에 승마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참여자의 관심영역은 건강하고 행

복한 생활에 대한 가치 지향적 마인드를 지니게 되고 자아존중감이 높아지

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한 “진정한 여가”로서 승마운동의 역할에 만족하며 “웰니스 라이프

(wellness life)”를 추구 할 수 있다(김운영, 2008). 이러한 승마는 더 이상 

귀족스포츠로 여겨지는 사회적 상류층의 전유물로서의 스포츠가 아니라, 

참여하는 사회 일원 모두에게 심신을 단련시키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이고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화 

사회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체력 향상만을 위한 스포츠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 속의 현대인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운동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정호진, 2004). 따라서 생활체육 활동의 일

환으로 승마 참여는 기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자, 개인의 사

회적 완성과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여가문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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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여가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성인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승마에 참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방과 후 학교와, 스포츠클

럽, 토요 체육교실 등 다양한 교육과정 내의 스포츠 활동 방침이 확대되면

서 청소년에게도 여가활동으로서 승마클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고 있다. 여가 스포츠로서 승마가 가지는 이점은 생각보다 훨씬 다방면

으로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기에 시작된 승마를 기점

으로 연령대에 맞는 적절한 승마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운동이 

이루어진다면 일시적인 여가 활동으로서의 스포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스포츠로 이어질 수 있다.

 승마는 다양한 형태의 여가활동으로 활성화 되어가고 있고 생활 체육으

로서도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여가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

어 자신이 가진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특정한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

는데, 생활체육은 여가 차원에서 자신이 지닌 욕구를 표출하기 위한 분출

구로 적용된 활동이라고 간주된다(오현옥, 김석일, 2008). 따라서 생활체육

의 하나로서 승마는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여가선용과 현대인에게 필요

한 심신의 건강, 체력향상을 지향하며 이를 통해 바쁜 현대사회에 살아가

는 국민의 궁극적 삶의 질과 신체활동 참여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한국의 생활체육 승마장 시설현황은 2009년 통계를 기준으로 전국 

200~300개의 승마장, 약 5,000두의 승용마, 2,500명을 넘는 승마인, 약 500

여명의 승마 관련 업종 종사자가 있다. 또한 1089명의 생활체육 지도자 유

자격자(체육과학연구원, 2012), 97명의 승마지도사(한국마사회, 2011)가 있

다. 이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 높아진 접근성과 함께 대중화 될 

스포츠로서 승마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정성 확보

를 위한 관련 승마시설 및 시스템의 부재, 생활체육으로서 승마의 다양한 

대상별·수준별 프로그램의 부재, 검증된 자격과 함께 역량을 갖춘 전문지

도자의 부족이 생활체육으로서의 승마의 한계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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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전체 1급 2급 3급
년도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인원 1051명 38명 - - 3명 1명 32명 37명

 표 1. 승마 종목 생활체육지도자 수(체육과학연구원, 2012)

 

 2) 엘리트 체육으로서의 승마

  (1) 엘리트 승마의 발전  

인간이 말을 길들이기 시작한 것은 BC 2000년 전부터이고, 인류는 3000

년도 넘게 전쟁, 노동, 교통수단, 운동 자체의 즐거움을 위한 용도로 말과 

역사를 함께 해 왔다. 스포츠로서의 마술(馬術)이 등장한 때는 BC 680년 

제 25회 고대 올림피아 제전부터이다.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위치

했던 유적지에서 경마와 관련된 유물이나 기록, 경기장과 경주로에 관련된 

유물과 증거물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을 보았을 때, 고대 올림픽 경기 종

목에서의 4두 마차 경기의 인기를 지금도 실감할 수 있다(Goldblatt & 

Acton, 2012). 

15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 근대 마술이 태동하였고 이를 토대로 영국, 독

일 등 유럽지역으로 승마가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승마 경기는 1900년 

파리에서 처음 시작 되었지만, 지금과 같이 승마가 현대적인 형태로 규정 

된 1912년까지는 올림픽 대회에서 볼 수 없었다. 런던의 올림피아에서 

1907년 장애물 비월(飛越) 대회가 최초의 국제 승마 대회로 열린 후, 1912

년 제 5회 스톡홀름 올림픽에 최초로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마장마술, 

종합마술과 합쳐 장애물 경주가 입성하게 된다. 이때의 장애물 비월 채점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였고, 현재보다 채점하기가 힘들었다. 또한 종합마

술 코스 역시 날이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고 고된 코스로 구성되어 있었

다(Goldblatt & Acton, 2012). 

현재 올림픽에서 남자와 여자 선수들이 같은 조건에서 겨루는 유일한 스

포츠이기도 한 승마는 1952년 15회 헬싱키 대회부터 남녀구별 없이 여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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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자격과 위치를 가지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1952년 국제승마연맹에 가입한 후 제 15회 헬싱키대회 장애물

비월 종목에 민병선이 최초로 출전하였다. 1972년 바로셀로나 올림픽에서

는 종합마술 개인 20위의 성적을 거두며 참가 경력에 비하여 일취월장한 

성적을 보이며 아시아의 승마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1986년 제 10

회 서울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3, 은메달1, 동메달 2개를 획득하여 종합

순위 2위를 기록하면서 국민들의 관심 스포츠 종목으로 ‘승마’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라승용, 2009). 

한국의 승마 경기력은 아시아권에서는 최정상급 수준을 유지하며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꾸준히 메달을 획득해 왔지만 올림픽 무대에서는 승마 강국

인 독일과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뉴질랜드 등 세계수준의 나라들과 기량 

차이가 뚜렷하여 메달 성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1988년 서울 올림

픽에서 마장마술 개인 10위(서정균)와 종합마술 단체 7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장애물비월 개인 15위(손봉각)와 단체 9위는 역대 한국의 최고 

성적에 속한다(라승용, 2009). 이 후에도 2005년 전재식 선수가 속한 한국

팀이 한일승마대회에서 장애물 대표팀의 우승, 광저우 아시안 게임 종합마

술 장애물 개인전 우승(전재식), 마장마술 선수의 도하 아시아 게임과 광저

우 아시아 게임 금메달 성취(김동선) 등 여러 경기에서 한국 승마의 위상

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그리니치 파크에서 개최된 런던 올림픽

의 경우 참가 선수는 200명이며 장애물 비월, 마장마술, 종합마술의 단체, 

개인전을 모두 합하여 총 6개의 금메달이 있었다(Goldblatt & Acton, 2012). 

아쉽게도 2012년 제 30회 런던 올림픽에서는 출전권을 획득하지 못하여 세

계강국 승마대열에 진입하지 못하였으나 김동선 선수의 한국 선수 최초 세

계승마 선수권 대회 진출이 기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2) 엘리트 승마의 현황

 사회 전반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와 함께 변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

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육 분야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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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발족 된 말산업육성법과 함께 승마의 서민화와 엘리트 승마의 활성

화와 같이 승마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한국마사회, 2011). 체육의 

광범위한 영역 중에서도 엘리트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학교체육과의 연계, 

엘리트스포츠의 열악한 환경 개선 등과 같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학술대회 및 정책 공청회가 빈번히 열리고 있다. 또한 선진 한국체육

을 위한 신정부 스포츠 정책이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엘리트스포츠로

서 승마가 가지는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현 엘리트 승마의 상황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체육으로서의 승마와 엘리트 체육으로

서의 승마에 대한 연계와 통합을 위한 시도가 잘 이루어져 한 발자국 진보 

된 엘리트 승마의 미래를 추구해야 한다. 이는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

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가 2005년 12월에 체결한 ‘체육 분야 

업무협력 합의서’에서 나타난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합의서의 체결

은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국민 전반에 걸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엘리

트 체육이 육성되는 동시에 효율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동인

식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엘리트 스포츠로서 승마가 체육 분야 안에서 

가져야 할 위치에 대하여 고찰해보고, 생활체육 승마 및 엘리트 승마의 연

계를 지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가. 경기마 및 시설 

 전국적으로 엘리트체육 승마를 위한 승마장 시설은 아직 미비한 편이며 

대부분이 레저승마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경기를 위한 말은 국산마를 

비롯 호주와 미국, 독일에서 수입된 승용마를 사용하며 경기용도에 따라 

기량과 수준이 적합한 말을 선택한다. 엘리트승마 수업이 이루어지는 승마

장 시설의 경우 각 승마장의 여건에 따라 실내·실외 마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모가 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 및 시합 연습 시설이 적합

하게 운영되고 있는 승마장은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몇 되지 않는다(라승

용,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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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  

총계실업 군
(軍)

시도군청

인원 27명 31명 53명 67명 16명 4명 253명 451명

 급수 전체 1급  3급

년도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인원 18명 17명 23명 - 2명 4명 18명 15명 19명

 나. 승마인 및 지도자

 지도자의 경우 경기지도자 자격을 갖춘 교관 및 전직 국가대표 출신 중

심으로 엘리트 교육이 이루어지며, 선수 개인별 수준에 따라 상이한 마필

과 시합 클래스(class)를 선택하여 경기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엘리트체육 승마에 참여하는 승마인은 대략 451명(대한체육회, 

2012), 지도자는 경기지도자 235명 정도이다(체육과학연구원, 2012). 또한 

코치 및 선수를 포함하여 총 15명의 국가대표가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활

약하고 있다(체육과학연구원, 2012).

 표 2. 승마 종목 엘리트선수(대한체육회, 2012)

 표 3. 승마 종목 경기지도자 수(체육과학연구원, 2012)

 

  다. 경기종류 및 교육과정

 레저승마와는 다르게 엘리트 승마는 시합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 전문성 높은 승마로 경기 종목은 유럽식으로 분류했을 때 크게 마장마

술, 장애물 비월, 종합마술 3가지로 나뉜다. 세 가지의 시합 종목에 따라 

엘리트 선수들은 각각의 경기 특성을 알고 능력치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교

육과정을 코치에게 배우게 되며 선수 자신의 기승술과 관심사에 따라 종목

을 전향하거나 클래스(class)의 수준을 바꿔가며 시합에 출전하게 된다

(Goldblatt & Act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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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장마술(馬場馬術)은 가로 60m, 세로 20m의 마장에서 일정하게 정해진 

운동과 말의 목을 얼마나 정확하고 아름답게 하는가를 심판이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경기이다. 국제마술연맹의 마장마술경기 규정에 의하면 기승자는 

말에게 침착하고 유순하며, 늘어지지 않고 유연성, 신뢰감, 주의력 및 민첩

성을 부여함으로써 인마일체가 되는데 마술의 목적을 둔다고 하였다(라승

용, 2009). 

 마장마술 시합은 말이 얼마만큼 움직임이 아름다운지 테스트를 하는 시

합인 만큼 가장 낮은 수준의 마장마술 테스트도 말과 기승자간에 이뤄져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네 다리의 움직임이 균등하게 이뤄지며 속보, 구보

의 박장에 맞춰 정확한 걸음이 나와야 한다. 둘째, 말이 재갈을 잘 받아 정

확한 아웃라인이 있어야 한다. 셋째, 말은 회전 시 몸이 부드럽게 굴곡을 

이뤄야 하고 직진상에서는 정확하게 직진성을 이뤄야 한다. 넷째, 걸음의 

변화가 자연스러워야 하고 말이 저항을 하지 않아야 한다. 다섯째, 기승자

는 양쪽에 균등히 체중을 분배하여 정확하게 앉아 말과 호흡을 이뤄야 한

다(대한승마협회, 2006).

 그러나 승마란 동적인 운동이므로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다. 정해진 지점에서 말의 걸음을 바꾸거나 정지, 전진을 수시

로 하기 때문에 기승자는 항상 주먹, 다리를 사용하며 체중을 이동하기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동작을 되도록 보는 이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할수록 

보다 좋은 점수를 얻게 되며 이것이 앞에서 말한 말이 자발적으로 움직이

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International Equestrian Federation, 2011).

 장애물비월 경기는 말과 기승자가 함께 다양한 조건하에 놓여있는 여러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기로서 정해진 장애물 코스에 따라 말의 비월 기술

성, 자율성, 속도 및 복종성과 기승자의 비월 기술 등을 테스트 하는데 목

적이 있다. 장애물비월의 종목 종류에는 100cm~160cm Class와 특수 장애

물 비월이 있다(라승용, 2009).

 장애물 비월 연습 시 횡목을 지면에 놔두는 것은 말이 유연성을 기르기

에 적합하다. 장애물을 낮게 놓고 연습 하며 거리를 맞추기 위할 때만 장

애물 높이를 올리며 보조자 및 코치가 충고해 줄 수 있도록 항상 옆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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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대한승마협회, 2006). 특히 장애물 앞에서 말이 흥분하지 않도록 

기승자는 차분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리듬과 균형을 가지고 침착하게 

장애물을 넘으며 비월 시 눈은 전방을 직시하고 다음 장애물을 보면서 몸

의 밸런스를 맞춰준다. 이 때 고삐를 당기면 말이 비월하는 동안 머리와 

목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기승자의 손은 고삐

와 함께 부드럽게 따라가주며 자세는 전경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대한승마

협회, 2006).

  종합마술 경기는 모든 승마경기요소를 종합한 경기로 각 종목에 대한 기

승자의 고난도의 기술과 오랜 경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말에게 부

담을 주지 않는 올바른 조련을 통해 기승한 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 하는 

기술을 요구하는 경기이다. 종합마술경기는 총 3개의 종목인 마장마술

(dressage), 크로스 컨츄리(cross-country), 장애물(show jumping)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동일한 선수가 3일 동안(three day event) 같은 말을 기승하고 

경쟁하는 독특한 규칙을 가진 경기이다(정호진, 2004).

 3) 교육으로서의 승마  

   

 (1) 학교교육과의 연계

  

 승마교육을 주 교육 목표로 두고 기승 수업부터 장제까지 체계적인 승마 

교과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마사고등학교와 경남 축산고는 승마 특

성화 학교로서 승마 교육을 정규 교과 과목으로 채택하여 학생들에게 이론

과 실습을 통합하여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실질적인 승마관련 지

식 수업을 학생들에게 하고 있다. 이 학교들은 다양한 말 관련 전문 분야

의 수업을 학교에서 주체적으로 진행하며, 승마 선수나 마사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독특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용운고등학교 

역시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되어 마필관리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에게 승마 활동을 개방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1 개정교육과정에서 체육과는 건강활동, 도전활동, 경쟁활동, 표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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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여가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체육 안에서 교육으로

서의 승마는 여가활동 영역 안에 속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지

금까지는 학교 체육 수업 안에서 승마와 같은 여가 활동을 쉽게 배울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승마 관련 전공 학교 이외에도 많은 일반 학교에서 승

마를 방과 후 활동, 스포츠 클럽 등 다양한 형태로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

고 있다. 대표적으로 명문 사립 학교들 중의 하나로 교육과정에 있어서 스

포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원국제중학교와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 

체·덕·지를 균형 있게 겸비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스포

츠클럽데이인 매주 수요일에 승마동아리에 속한 학생들은 승마 활동을 꾸

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정규 체육수업 교육과정 안에서 승마가 이루어지는 학교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대표적으로 진주외국어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 

10월부터 승마를 정규 교과과정으로 채택하여 체육 수업 시간에 승마 수업

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의 많은 여학생들은 평소 관심 밖에 

있던 체육 수업을 손에 꼽으면서 기다리고 있다. 또한 청심국제중학교의 

경우에도 2010년부터 ‘찾아가는 승마교실’을 통하여 방과 후 수업이 아

닌 정규수업으로 승마를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수 학년으로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관심을 가

짐으로써 효과적인 승마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용인대학교 스포츠과학연

구소, 2010). 

 이렇듯 승마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클럽, 학교 밖에서의 방과 

후 활동, 정규 체육 교과 내에서의 수업 등을 통하여 전인교육 한 줄기로 

자리 잡을 수 있다. 특히 학교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의 승마 수업은 단순

히 기승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평소 운동

에 소극적인 아이들에게 동물과 함께하는 신체활동을 통해 진취적이고 도

전적인 사고를 일깨우며, 문제해결 능력과 자신의 의사 결정 능력을 높이

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기에는 한정된 종류의 스포츠에 참여하기보다는 다양한 신체 활동

을 접함으로써 성인이 되었을 때 활동적인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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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중요하다(Green, 2004). 학교체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생체육으로 연

결될 수 있는 운동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학교체육 

교육자들은 전통적인 신체활동 활동을 넘어서서 여가 활동 스포츠로서 승

마에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소수의 학교들만 승마교육에 관심을 가

지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승마수업을 위한 정규교과 프로그램은 선택교

육과정에서 확보될 수 있으며, 학교의 교과과정 선택에 대한 자율성이 신

장됨에 따라 선택 교육과정을 두어 실시할 여건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생

태학적 관점에 따른 환경 친화적 여가활동이 권장되는 교육의 흐름에 발맞

추어 승마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활동, 더 나아가서는 정규수업

과의 연계를 통하여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스포츠 교육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방법 및 접근

      

  가. 집중력과 상황 판단력 교육

  승마는 기승자의 정신 집중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권태영, 2005). 즉 

기승자는 말의 움직임에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기승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도의 집중을 통해 상황에 따른 집

중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승마를 통해 말에 대한 배려를 체험하

게 되는 동시에 자신 스스로는 말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그 움직임을 이해

하며 말의 습성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그에 적합한 기승술을 실천하게 될 

때까지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하게 된다(유미진, 이천희, 2011). 

  살아있는 동물과 함께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낙마(落馬)와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승자는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

하거나 속보와 구보 신호를 줄 때에 말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리

듬감 있게 박자를 잘 맞춰주어야 한다(남병곤, 2010). 이 때 기승자의 전신

이 고도의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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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승자 둘 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게 되어 자연스럽고 편안한 운

동을 하는 것이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기승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하마를 

하고 마필을 관리하는 동안 기승자는 주변상황과 말의 미세한 움직임과 감

정까지 신경을 쓰며 집중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올바른 상황판단력과 더불

어 집중감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승마프로그램을 실시한 학생들의 경우 자신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정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본인의 정서를 정

확하게 파악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김인, 2010). 결국 학생들은 일

상생활에서 중요한 일의 순위를 두고 해결하는 대처능력과 성취능력이 향

상되어 긍정적 발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나. 동물애호와 배려심 교육

  승마는 말을 향한 사람의 정확하고 분명한 의지표현과 더불어 말의 상태

와 말의 생각, 감정, 의지를 관찰하고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생들

은 승마 체험을 통하여 말과 더불어 호흡하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다(용인대학교 국제스포츠과학 연구원, 2010).

 말의 도움을 받기 위해 사람은 먼저 말의 특성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말

을 돌보며 말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람 안에 내재된 이타심

을 이끌어내며, 자신만 즐기려는 이기심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

에 승마활동을 하면서 정서적인 교감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이은

형, 이철원, 김민정, 2011). 또한 김문철과 장덕지(2003)는 승마운동이 동물

애호 정신을 함양하고, 인간애의 함양을 가져다주는 특색 있는 스포츠라고 

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은 승마수업 참여를 통해 동물애호와 배려심을 갖게 

된다.

 예를 들면, 말의 컨디션이 좋지 않는데 기승자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한 운동을 한다든지 기승시간을 초과하여 말에게 부담을 주는 것 등이 

배려심이 없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말을 ‘내가 운동하는 기구’

로 생각하던 마음가짐에서 ‘나와 함께 운동하는 친구’로 생각하고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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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는 순간부터 기승자는 배려심을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승마를 하다 보면 다양한 기승술을 이행하는 도중에 기승자가 원하는 움직

임을 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은 채 시도하고자 하는 이기심이 생기면

서 무리한 요구를 말에게 할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말과 기

승자의 밸런스는 무너지게 되고 양쪽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

 동물애호와 배려심의 경우 승마 운동 초기에 지도자가 자주 언급해 주어

야 하는 부분이다. 초반에 말(馬)에 대한 배려심이 생길 경우, 수업 진도가 

나아가면서 기승자는 말과의 관계, 수업 참여자들과의 관계, 지도자와의 관

계, 더 나아가 승마 수업 이외의 생활에서도 배려심을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말에 대한 감정이입을 수업 도중에 배우면서 타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배려심이 자라나게 된다.

 또한 말을 타는 것에 앞서 말을 돌보고, 말의 특성을 아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한국의 사설 승마장의 경우 안장을 올리고 말을 솔질 해 주

는 것(grooming)이 기승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미국과 유

럽의 승마 선진국의 경우 말을 타는 것은 마필 관리에 관한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진 다음 행해진다. 특히 기승자를 위해 희생하는 말을 잘 돌보고 

배려해 주어야 하는데 먹이와 물을 공급해 주는 일(feed), 마방(馬房)을 정

리 해 주고 분뇨를 제거 해 주는 일, 장안 해주는 일, 질병관리와 말의 컨

디션을 조절 하는 일, 마구를 깨끗이 닦고 정리하는 일 등이 여기에 속한

다. 

 성인들의 경우 승마를 하는 이유 중에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취미생활

로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이기심

(selfishness)을 가지고 승마를 하기 보다는 이타심(altruism)과 함께 말과의 

진정한 정서적 교감을 통한 운동을 하는 것을 지향하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박 케이트, 2012). 많은 학생들이 승마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의 하

나로 자신들이 타는 운동(riding sports)에 대해 자신이 있고 흥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승마는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스키와 같이 무

생물체인 기구를 타고 수단으로만 활용하여 신체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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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생물인 동물과 함께 혼연일체를 바탕으로 하는 운동임을 명심해

야 한다.

 

  다. 자신감과 사회성 교육

 말은 사람이 감정을 숨기려 해도 내적 상태를 파악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매운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 

이러한 말의 민감성은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고 욕구를 잘 알아내도록 한다

(McCormik, 1997). 말이 어떻게 사람의 기분을 알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이 들 수도 있지만 승마 운동을 하다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처음 말을 접

하는 학생들은 커다란 체구를 가진 말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쉬운데, 승

마 활동에 참여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과의 친밀도가 상승하면서 자

신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말은 사람을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힘이 

있는 위치에서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잠재력을 제공하

여 기승자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다(홍주연, 송영혜, 윤지현, 2011). 

 기본적인 체력이 좋으면 승마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 유리할 수 있지만, 

다른 스포츠 종목을 잘한다고 해서 기승술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청소년 

승마 클럽 활동을 한 많은 학생들은 학교 정규 체육 시간 안에서의 스포츠 

활동은 잘하는 편이 아닌 경우도 있다. 자신의 운동신경에 대해 섣불리 과

소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체육을 두려워하고 운동에 대한 거부감이 있던 

학생들도 승마운동 참여를 통해 얻은 근력, 근지구력 등의 신체적 발달과 

체력 향상이 스포츠 유능감을 키우고 자기 개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스포츠 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이은형, 이철원, 김민

정, 2011).

 또한 다른 유형의 자신감으로 ‘외모 자신감’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꾸

준한 승마활동에서 얻어지는 신체적 효과에 대한 보상이라고 판단된다. 규

칙적인 승마운동을 통하여 균형 잡힌 체형을 만들 수 있으며, 척추를 곧게 

세우다 보니 올바른 자세가 형성되며, 지속적인 운동으로 체지방이 감소함

에 따라 결국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신체형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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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며 이러한 총체적 변화가 결국 외모적 자신감으로 연결되는 것이다(용

인대학교 국제스포츠과학연구원, 2010).

 승마 운동을 하는 도중 지도자가 지속적인 긍정적 피드백을 기승자에게 

줌으로써 자신감 향상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평소에 내성적인 성격을 지

닌 학생들의 경우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신체 활동을 하는 도중에도 또래 

친구들과의 활발한 교류가 없다(Scott, 2009). 하지만 자신이 이야기 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고 항상 그 자리에 있어주는 말과의 신뢰성을 쌓아가면

서 이들은 사회성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사회성이 부족했던 학생이 재활승

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극복해 나가는 사례는 아주 많은

데 Naomi Scott(2009)에 따르면 자존감과 사회성이 낮아 또래 친구들과 어

울리지 못하는 학생이 말과의 대면, 말을 만지고 이해하는 수업, 주위 동료

와 선생님들의 격려를 통해 승마를 하게 되고, 다른 기승자들과의 관계가 

호전적으로 변한다고 말한다.

 승마운동을 통해 자신감이 고취된 참가자들은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긍정

적인 자세로 매사에 임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수없이 많으며, 지도자는 

말과의 교감을 통해 사회성을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에서까지 연계되어 나

타날 수 있도록 꾸준한 피드백과 함께 참여자에 적절한 프로그램 형태의 

승마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 책임감 교육

 승마 프로그램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이 기승수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

히 한국형 승마 문화에서 말과 마구 관리는 생략되고 기승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앞에서 언급한 동물애호와 배

려심을 향상 시키는 것에 부적합하다. 살아있는 생물인 말(馬)과 함께하는 

운동인 만큼 내가 기승하는 말의 건강을 체크하고, 적절한 마구(안장, 고

삐, 굴레 등)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살피며, 사용 후 정리정돈이 책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승마 운동을 통하여 책임감이 향상된 것을 기승자들은 많이 느끼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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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이다. 대부분이 가족, 학교 친구들,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고 이를 언급한다. 승마를 시작하기 전 말을 관리하고 마구를 관리하

는 것과 시간에 맞추어 운동을 시작하고 끝내고 운동 후 자신의 말을 정성 

들여 목욕시키고 마구를 제자리에 정리한 후 말(馬)을 마방까지 데려다 줌

으로써 기승자는 운동한 것뿐만 아니라 마필 관리에 대한 성취감과 책임감

을 느낄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무의식중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고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는 자세가 생겨나게 된다.

2. 승마의 효과

 체육과 스포츠는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이익을 가질 수 있다

고 주장되어 왔다. 신체활동을 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자기 몸에 대한 인식

과 존중감을 기르는 것을 도와준다고 한다. 또한 신체의 외면과 내면의 통

합적인 발전에 기여 할 뿐 아니라, 유산소·무산소 운동의 역할에 대해 이

해하고, 자신감, 자존감, 사회·인지적 발달과 학업 성취에도 긍정적 발달

을 가져올 수 있다(Holt & Talbot, 2011).

 이렇듯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청소년이 얻는 긍정적인 이익과 기여에 관

하여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스포츠 종목의 긍정적 측면과 교육적 

효과를 규명한 연구들을 Bailey(2009)는 체육과 스포츠의 결과를 어린이들

의 발달에 관해 이해 될 수 있는 5가지 영역 ‘신체적 발달, 생활만족 발

달, 정의적 발달, 사회적 발달, 인지적 발달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Bailey의 5가지 영역 중 4가지 영역 신체적 발달, 생

활만족 발달, 정의적 발달, 사회적 발달’에 기반을 두고 승마의 교육적 효

과를 규명한 연구 결과를 분류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 논문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제목, 저자, 출판년도,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연구 기간, 연구 방법, 주요 결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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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승마의 신체적 효과

 최근 유소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프로그램들은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 향상과 건강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승마 역시 예외가 

아니며, 주로 심동적 영역의 발달을 중심으로 프로그램들이 계획되고 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 국내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생리학적, 역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단기간 승마운동을 통한 기승자들의 신체적 효과검증을 하

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1) 운동생리학적 효과

 생리학적 연구의 주제는 주로 연령대별 신체조성, 골밀도, 운동효과, 혈

액성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승마 운동 

참여에 따라 유소년 아동의 신체조성과 체력 요인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에 관한 연구(한대호, 한상철, 2011), 승마운동이 성인남녀의 신체조성에 미

치는 영향(김현철, 2007), 운동효과 및 승마선수의 체력적 특성에 관한 연

구(정우영, 2007), 기승자의 신체구성 및 혈액성분에 규칙적인 승마가 미치

는 영향을 조명한 연구(최경민, 권태동, 김기훈, 2011), 규칙적인 승마 참여

가 초등여학생의 체력, 신체조성, 성장호르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찰

한 연구(조양희, 하성, 서동일, 2012), 승마가 여대생의 건강관련 체력요소, 

혈중, 지질농도 및 배변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힌 연구(이

상기, 2005), 기승자의 에너지 기질 및 호르몬 변화를 관찰한 연구(김광배, 

2005), 기승자의 혈장 LDH 및 CPK변화에 있어 장기간 운동 시 많은 긍정

적 변화를 보일 것임을 예측한 연구(김은정, 서충진 , 2007) 등이 있다. 

 승마운동은 사람의 걸음걸이와 유사한 움직임의 형태를 가지고 운동의 

특성 상 전신운동과 더불어 허리근육의 사용빈도가 많기 때문에 인지 골 

밀도에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중년여성의 승마운동이 골 밀도에 

긍정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연구(신철호, 2007), 승마 운동이 요추골밀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명한 연구(임순길, 김형칠, 김병완, 2000), 여성들에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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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주제 및 내용
대상 및

승마 참여 기간
결과 및 효과

임순길
외

(2000)

승마 운동이 요추
골밀도에 미치는 
효과 고찰

실험집단: 현역 
승마 국가대표선수  
7명,
통제집단: 일반인 
7명

체중부하와 말의 반동에 의한 
물리적인 자극이 요추부위의 
골 밀도에 효과적으로 작용

김형칠
(2004)

장기간 승마운동
이 여성들의 요추 
골 밀도 및 골 대
사에 미치는 영향 
고찰

폐경 전 집단: 10명
폐경 후 집단: 10명
16주간 주4회, 70분

승마운동의 구보·속보 운동이 
유산소성운동능력, 요추골밀도, 
혈액변인 등에 큰 영향을 미침

이상기
(2005)

실 내 승마 운 동이 
여대생의 건강관
련 체력요소, 혈
중, 지질농도 및 
배변만족도에 미
치는 효과 고찰

실헙집단: 실내승마
운동 참여 여대생 
10명
통제집단: 일반 여
대생 10명
12주간 주3회, 45분

실내승마운동은 건강관련체력
요소와 혈중지질농도, 배변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임

김광배
(2005)

승마운동이 기승
자의 에너지 기질 
및 호르몬의 변화
에 관한 분석 고
찰

중년 남성 16명
운동시간: 30분

중년 남성들의 에너지 기질과 
호르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침

김은정, 
서충진
(2007)

승마 운동이 기승
자의 혈장 LDH 
및 CPK 변화에 
관한 분석 고찰

40-50세 남성 16명
12주간 주3회, 30분

승마 운동이 중년 남성들의 혈
장 LDH와 CPK의 변화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침

김현철
(2007)

승마운동이 성인
남녀의 신체조성
에 미치는 영향 
고찰

성인 남녀 20명 8주
간 주3회, 60분

신체조성 중 비만요인인 체지
방을 감소시켜 적정한 체중조
절과 체성분의 균형적 발달에 
긍정적임

신철호
(2007)

중년여성의 승마
운동이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 고찰

중년 여성 6명
12주간 주5회, 40분

중년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승마를 권장할 만한 가치
가 있음

정우영
(2007)

승마 운동에 관한 
연구: 운동효과 
및 승마선수의 
체력적 특성 고찰

남녀 10명(1~5년 
승마경력, 주2~3회 
승마운동 참여),
남녀 8명(10년 이상
의 시합경력을 가진 
교관)

기승 직후, 수축기 혈압이 유
의하게 증가하고 기승 직후, 
평보 이행 및 경속보 이행 시 
이완기 혈압이 약간 저하되는 
경향을 보이며 배근력을 강화
시킴

마운동 시 요추 골 밀도 및 골 대사에 점진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연구(김

형칠, 2004) 등이 이루어졌다.

 표 4. 승마의 생리학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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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주제 및 내용
대상 및

승마 참여 기간
결과 및 효과

한대호, 
한상철
(2011)

승마 운동 참여에 
따른 유소년 아동
의 신체조성 및 
체력 요인에 미치
는 영향 고찰

실험집단: 초6, 10명
통제집단: 초6, 10명
16주, 주2~4회, 
3~4시간

비만예방 및 긍정적인 신체조
성에 효과적인 운동임을 알 수 
있음 

최경민
외

(2012)

규칙적인 승마운
동이 기승자의 신
체구성 및 혈액성
분에 미치는 영향 
고찰

성인 남성 15명
6개월, 주3회, 60분

대상자들의 혈중 지질 성분의 
효과적인 개선을 기대 및 꾸준
히 운동기간을 늘일 경우 체중 
및 체지방, 간 효소 수치의 개
선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음

조양희
외

(2012)

규칙적인 승마가 
초등여학생의 체
력, 신체조성, 성
장호르몬에 미치
는 영향 고찰

실험집단: 초6, 7명
통제집단: 초6, 7명
주2회, 8주간, 30분 

민첩성과 순발력 향상으로 체
력 향상에 도움이 됨
성장호르몬, 인슐린유사성장인
자의 분비 촉진

  (2) 운동역학적 연구 분야

  운동기술(motor skill)은 효율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운동 목적을 달성하

는 것을 그 근간으로 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동작, 다양한 스포츠 종

목에서 수행하는 복잡한 동작 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선진, 2000). 

승마 역시 다른 스포츠 종목과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는 동안 기승자는 다

양한 동작을 취하며 운동기술을 익히게 된다. 운동 역학 분야에서는 승마 

운동를 하는데 사용되는 동작 분석을 하는 것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관련 연구에는 승마가 노인의 균형능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김동현, 

2009), 승마 평보시 숙련도에 따른 기승자세의 운동학적 비교분석 고찰(오

운용, 류재청, 김진현, 현승현, 강옥득, 이종언, 2009), 승마 구보 시 기승 

수준에 따른 기승자와 말과의 운동학적 협응 형태 비교(양정훈, 2011), 승

마 운동, 체간 안정화 운동, 균형 운동이 정적 균형과 동적 균형에 미치는 

효과 비교 탐색(김현수, 2012), 재활승마 운동이 자세이상 지적장애아의 척

추자세와 골반각 개선에 미치는 효과(김현자, 2012), 승마운동이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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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주제 및 내용
대상 및

승마 참여 기간
결과 및 효과

김동현
(2009)

승마가 노인의 균
형능력에 미치는 
영향 고찰

실험집단: 65세 
이상 노인 14명
통제집단: 65세 
이상 노인 8주간  
주 3회, 30분

반복적인 승마실시가 노인의 
균형능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음

오운용 
외

(2009)

승마 평보시 숙련
도에 따른 기승자
세의 운동학적 비
교분석 고찰

숙련군 5명
미숙련군 5명

승마의 숙련도가 높을수록 더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음

양정훈
(2011)

승마 구보시 기승 
수준에 따른 기승
자의 말과의 운동
학적 협응 형태 
비교 고찰

숙련군 3명
(선수출신)
비숙련군 3명
(승마동호회)

상체각간의 협응에서 숙련군의 
몸통각과 주관절 및 견관절 각
은 대칭적이고 주기적인 패턴
을 보이는 반면 미 숙련군은 
불규칙적인 패턴 보임
하체간의 협응에서 숙련군은 
비숙련군에 비해 고관절의 속
도가 크고 족관절과 슬관절 각
속도는 작았음

김현자
(2012)

재활승마 운동이 
자세이상 지적장
애아의 척추자세
와 골반각 개선에 
미치는 효과

지적장애아동 4명
12주간 주 2회

재활승마 운동의 운동성 발달
과 움직임 활동을 통해 흥미와 
관심이 생겨 집중력 향상과 자
세이상 지적장애아의 척추자세 
체간기울기, 골반 회전도 개선
에 효과가 있음

김현수
(2012)

승마 운동, 체간 
안정화 운동, 균
형 운동이 정적 
균형과 동적 균형
에 미치는 효과 
비교 탐색 

승마 운동군 10명
체간 안정화 운동군
10명
균형 운동군 10명
6주간 주2회, 60분

승마운동이 기존의 체간 안정
화 운동이나 균형 운동과 비교
해서 균형 능력과 동적균형 능
력에서 더욱 효과인 향상을 보
임

조효구 
외

(2013)

승마운동이 청소
년의 Sit-to-Stand 
동작이 신체 이
동, 평형성 및 몸
통의 굴신 운동에 
미치는 영향 고찰 

실험집단: 주 1회 
참여 37명, 주 3회 
참여 38명
통제집단: 운동 
비참여 학생 36명  
주 1또는 3회, 50분 

학생들의 좌·우 하지, 몸통 근
육의 균형적 발달에 도움이 됨
운동경험이 많을수록 하지, 요
부, 좌·우 근골격계의 기능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음
평형성과 신체 이동 능력에 긍
정적인 효과를 보임

Sit-to-Stand 동작이 신체 이동, 평형성 및 몸통의 굴신 운동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고찰(조효구, 정태운, 권문석, 2013)이 이루어졌다.

 표 5. 승마의 운동역학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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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주제 및 내용
대상 및

승마 참여 기간
결과 및 효과

정호진
(2004)

여가활동으로서 
승마의 역할: - 
대중화와 만족도
조사 중심으로 -.
에 대한 고찰

문헌연구, 양적연구
여가만족조 조사 실
시(신체적, 심리적, 
교육적, 휴식적, 환
경적, 사회적 만족
도)

승마활동 참여는 정신적 건강
을 향상시키고 우호적인 사회
적 교류를 증대시키며 여가만
족 기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

김운영
(2008)

승마운동 참여자
의 라이프스타일
과 진지한 여가활
동으로서 승마의 
역할 고찰

관찰: 성인 10명
설문조사: 225명

여가활동으로서 승마 참여에 
높은 만족감을 느끼며 특유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체계를 
가지며 즐겁고 여유로운 생활
을 영위할 수 있음

유준호
(2008)

승마 참여동기와 
여가만족 및 생활
만족 관계 분석 
고찰

설문조사: 
승마동호인 350명

외적 과시 요인과 신체적, 교
육적, 사회적 여가만족도가 영
향을 미침

안소연
(2009)

승마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운동
지속의지 및 여가
만족의 관계 고찰

설문조사: 279명
자기개발, 여가선용이 높을수
록 휴식적 만족, 신체적 만족 
수준이 높음

임영삼, 
안병욱
(2011)

승마 동호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여가몰입, 여가만
족, 생활만족간의  
관계 모형 검증 
고찰

설문조사: 
승마동호인 307명

승마에 참여하는 라이프스타일
은 여가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여가몰입은 여가만족
과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

이은형
(2012)

여가활동으로서 
예비 노년층의 승
마운동 경험에 관
한 분석 고찰

참여관찰: 다양한 
승마경력을 가진 
50대 노년층 10명

노년층은 승마 운동을 통해 인
생의 재조명, 신체적·정서적   
만족, 노화에 따른 현실적 한
계 및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을 경험

 2) 승마의 생활만족 효과

 

 승마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기승자는 바쁜 현대 사회의 구속에서 벗어나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말과 함께 호흡하며 평보, 속보, 구보 등의 기술을 

단계별로 배우면서 일상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위한 생

활 양식을 구축함으로써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6. 승마의 생활만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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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운영(2008)은 여가활동으로서 승마 참여는 높은 만족감과 함께 즐겁고 

여유로운 생활을 기승자에게 영위하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고, 

안소연(2009)은 승마 참여 동기에 있어서 자기개발, 여가선용 수준이 높을

수록 참여 후 생활의 휴식적 만족, 신체적 만족이 높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생활 양식의 만족에 관한 연구에는 정호진(2004)의 여가 활동

으로서 승마의 역할과 임영삼, 안병욱(2011)의 승마 동호인의 라이프 스타

일과 여가몰입, 여가만족, 생활만족간의 관계 모형에 대한 검증 고찰, 유준

호(2008)의 승마 참여동기와 여가 만족 및 생활만족관계 분석, 이은형(2012)

의 여가활동으로서 예비 노년층의 긍정적인 승마운동 경험에 관한 분석 연

구가 이루어졌다.

 3) 승마의 정의적 효과

  

  승마교육에서 심리학적 웰빙, 기승자의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와 걱정 감

소와 같은 심리적·정의적 건강 및 발달에 관련된 연구는 어린이부터 노인

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기승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승마 

및 승마기구운동이 노인의 신체조성과 심리안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탐색(조성현, 2013), 승마운동이 스포츠 재미와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는 

효과 고찰(정웅규, 2013), 승마 참여자의 몰입이 여가정체성 및 심리적 웰

빙에 미치는 영향 탐색(표종현, 이근모, 장승현, 2011)에 관한 연구가 있다. 

  또한 초등학생들이 승마 참여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연구(이은형, 이철원, 김민정, 2011), 초등학생들이 승마 체험을 

통하여 동물 애호정신 및 인간애 함양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

는 연구(용인대학교 국제스포츠과학 연구원, 2010), 승마 참여자들의 동물

애호 정신 및 대담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이원일, 2006), 초등학생의 

감정 표현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승마

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김인, 2010), 승마운동 참여자의 여가만족과 자기효

능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정영진, 2010) 등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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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주제 및 내용
연구대상 및

방법
결과 및 효과

이원일
(2006)

승마 활성화를 위
한 참여자들의 인
식에 관한 질적 
연구

승마 동호인 5명
동물애호정신이 증가하고 대담
성을 길러줌

용인대
학교 

국제스
포츠과

학 
연구원
(2010)

청소년 승마운동 
효과측정 및 적정 
프로그램 설계 연
구

청소년 80명
주1~3회, 30분 기승

청소년은 승마 체험을 통하여 
말과 더불어 호흡하면서 동물 
애호정신과 인간애의 함양을 
기르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음

김인
(2010)

승마가 초등학생
의 정서지능에 미
치는 영향

실험집단: 
초5, 20명
통제집단: 
초5, 20명
27주간, 주 2회, 1회 
80분씩

사회적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어적 비 
언어 방법으로 감정 표현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승마는 
효과적임

정영진
(2010)

승마운동 참여자
의 여가만족과 자
기효능감의 관계

설문조사: 
성인남녀 381명 

승마운동은 심리적만족, 휴식
적만족, 교육적만족, 신체적만
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과
적으로 여가만족과 자기효능감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이은형
외

(2011)

초등학생의 여가
활동으로 승마클
럽 참가경험 분석

초등학생 10명
심리적인 변화로 ‘스포츠 유능
감’, ‘외모적 자신감’, ‘정서적   
안정감’에 도움이 됨

표종현
외

(2011)

승마 참여자의 몰
입이 여가정체성 
및 심리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탐색

설문지:
승마동회회원 372명

승마참여자의 몰입(인지, 행위)
은 여가정체성(동일시, 존중감, 
정서적 애착), 심리적 웰빙(대
인관계, 자아수용, 개인적 성장, 
환경지배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침

조성현
(2013)

승마운동과 승마
기구운동이 노인
의 신체조성과 심
리안정에 미치는 
영향 

승마운동군 15명
기구운동군 16명
12주간, 주2회, 25분 

승마운동과 승마기구운동을 통
한 말의 3차원적인 움직임은 
운동 참여 노인들에게 정상적
인 움직임을 유도하여 신체조
성과 심리안정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침

정웅규
(2013)

승마운동이 스포
츠 재미와 신체적 
자기개념에 미치
는 효과 탐색

설문조사:
성인남녀 300명

승마구력, 운동횟수, 승마목적
등을 통한 스포츠 재미를 형성
하고 신체 자기개념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침

 표 7. 승마의 정의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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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에 막 입문한 기승자는 자신의 말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와는 다른 모습들이 말의 신뢰를 얻고 좋은 기

승자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말이 기승자의 말에 쉽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적이고 거친 행동으로 굴요(屈要)를 요구할 

경우 말은 더 거친 행동을 하거나 불복종을 할 경우가 있다. 때문에 많은 

입문단계의 기승자들은 무작정 복종울 요구하던 자신의 모습에 좌절을 경

험하고,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심성이 다스려지는 결과를 가져

오게 된다(라승용, 2009). 

 이와 같이 승마는 현존하는 올림픽 스포츠 종목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동물과 인간이 함께 하는 스포츠인 만큼 동물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운동 

특성에 따른 정서적 효과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4) 승마의 사회적 효과

 말과 기승자의 관계에서 기승자의 정확하고 분명한 의지표현, 명령을 내

리는 단호함, 말을 이해하고 다독여주는 것 등은 말의 심리와, 감정, 건강

상태, 복종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승마에 참여함으로써 

기승자는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상과의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대상에 집중하고, 적절한 의사소통을 사용하여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게 된다.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한 단계 벗어나 제 3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이다. “승

마활동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상호성에 대하여 배울 수 있도

록 말에 대한 사람의 이해를 구하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성립되게 되는 것

이다.”(이은형, 2012).

 이러한 승마를 통한 사회적 효과를 규명한 연구에는 여가활동으로서 승

마의 역할(정호진, 2004), 여가활동으로서 예비 노년층의 승마운동 경험에 

관한 분석 및 고찰(이은형, 2012), 재활승마 프로그램이 특수아동의 우울감

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탐색(송치연, 2008), 승마운동이 지적 장애아동의 

사회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탐색(김상국, 이상욱, 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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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주제 및 내용
연구대상 및

방법
결과 및 효과

정호진
(2004)

여가활동으로서 
승마의 역할: - 
대중화와 만족도
조사 중심으로 -
에 대한 고찰

문헌연구, 양적연구
여가만족도 조사 실
시(신체적, 심리적, 
교육적, 휴식적, 환
경적, 사회적 만족
도)

승마활동 참여는 정신적 건강
을 향상시키고 우호적인   사
회적 교류를 증대시키며 여가
만족 기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함

송치연
(2008)

재활승마프로그램
이 특수아동의 우
울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탐색

실험집단 18명
통제집단 18명
8주간 주1회, 30분

재활승마 프로그램은 특수아동
의 우울감 완화와 사회성 향상
에 효과가 있음 
승마라는 특수한 경험으로 인
해 또래관계에서 자신감이 생
기고, 정서적 안정, 일상생활에
서 타인과 대인관계 능력이 향
상되어 사회성에 도움이 됨 

김상국, 
이상욱
(2011)

승마운동이 지적
장애아동의 사회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탐색

실험군: 지적장애  
2급 아동 8명
대조군: 초등학생 
12명
8주간 주3회 
1회 2시간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승
마 운동프로그램 실시 후 사
회성숙도검사(SMS)의 6개 하
위요인의 평균 상승, 질서 및 
예의범절의 정서적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줌

이은형
(2012)

여가활동으로서 
예비 노년층의 승
마운동 경험에 관
한 분석 및 고찰

문헌연구, 질적연구
승마에 참여하는 노
년층 10명

승마 활동은 사람과 사람의 관
계에서 필요한 상호성 및 말에 
대한 이해심을 배울 수 있음

표 8. 승마의 사회적 효과

 3. 승마교육과 라이프 스킬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많은 연구들은 승마를 통한 정서적, 신체적, 생활

만족의 긍정적 발달을 대략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승마 교육

은 주로 성인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지도자의 철학 및 교육 목표에 

따라 다른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승마교육을 통한 라이프 스킬은 

전인적 청소년 육성 접근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다음에서는 전인 

적 청소년 육성의 개념과 이를 실현하는 한 방안인 라이프 스킬, 또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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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에서 라이프 스킬이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지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살펴보고 현재 서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승마 교육을 통한 라이프 

스킬 개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인적 청소년 육성 접근

  (1) 전인적 청소년 육성(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개념

  

  전인적 육성(positive development)은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과 건강

을 저해하는 행동을 피하고 친사회적 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용어의 

의미가 정의될 수 있다(Roth, Brooks-Gunn, Murray & Foster, 1998). 또한 

긍정적 청소년 발달이라고 해석될 수 있으며 전인적 청소년 육성은 다양한 

학문 안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자신의 잠재력을 

신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 존재, 이러한 성장에 있어 다양한 결과물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설명되어질 수 있다(Hamilton, Hamilton & 

Pittman, 2003; Roth & Brooks-Gunn, 2000). 

  이러한 전인적 청소년 육성 움직임의 원리가 되는 이론적 배경으로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관점이 주로 적용된다. 이 생태학적 관점에 따

르면 인간 발달(human development)은 직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성장의 진보와 퇴행, 이 양쪽 경험 모두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고 한다

(Bronfenbrenner, 1979; Bronfenbrenner & Morris, 1998). 개인의 인생에서 

번성과 쇠락하는 경험은 과거의 경험, 개인적 가치와 삶에서 발생한 특정

한 사건에서의 인식과 같은 개별 요소 뿐 아니라 문화, 종교, 미디어와 같

은 대규모 시스템과 가족, 이웃, 친구와 같은 작은 상호작용과 같이 자신의 

환경이 존재하는 곳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Carson, 2010). 

  최근 청소년을 바라보는 많은 연구자들의 시각은 질풍노도의 청소년기에 

마주할 수 있는 문제의 예방과 감소에 대해 연구한 것에 따른 문제행동 감

소 접근과 관련 있다(Damon, 2004). 그리고 지난 15년 동안 이러한 청소년 

육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점점 확장되어 왔다. 전인적 청소년 육성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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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전인적 발달에 관하여 잠재성을 가

지고 있으며, 청소년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육성되

어야 할 존재’로 간주한다(Roth, Brooks-Gunn, Murray & Foster, 1998). 

이는 청소년들이 내재하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에 초점을 둔 것으로, 청

소년들을 ‘적극적으로 사회의 발달과 시대의 흐름을 주도하는 존재‘로 

간주하는 새로운 관점이다(Pittman, 1992, 2000). 

  이러한 전인적 청소년 육성의 관점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심리학자들이 긍정 심리학에 관심을 보이면서부터 나타났다. 현재의 전인

적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문들은 이러한 뿌리로부터 뻗어 나온 것이다. 하

지만 처음 전인적 청소년 육성에 관한 개념이 인식되었을 때에는 인간 심

리학에 관한 연구보다는 생물학, 비교 심리학과 같은 학문에 청소년들이 

깊은 관련이 있었다(Lerner, 2001). 또한 이러한 과학적 학문 영역 안에서 

초기 85년 동안 청소년 발달에 관한 문제는 대체로 청소년의 ‘결점, 부

족’과 관련된 인식에만 중점을 두었다(Lerner, 2001). 

  이제 전인적 청소년 육성의 관점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문제행

동의 감소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발달이라는 개념에 기반 하여 나타난다. 

이는 성인기가 되었을 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능력과 역량을 청소

년기에 배우고 전인적으로 이를 계발하며, 단순히 청소년들의 문제와 반항 

행동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Benson, 2003). 

  정보처리 능력, 비판적인 생각, 감정 인식과 컨트롤, 봉사정신, 시민의식,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 책임감, 인내심, 상황 대처 능력, 심리적 및 육

체적 건강 등과 연관된 발전, 대인관계 능력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 다

양한 유능한 스킬을 어떻게 수행하고 관련 지식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이용

할 것인지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능함을 배우고 적용하며 사회 구성원으

로써 더욱 생산적인 기부자가 될 수 있다(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 1995; Papacharisis, Goudas, Danish & Theodorakis, 2005). 또

한 청소년은 자신의 도전에 대해 충족시킬 수 있는 준비를 더욱 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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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하고 이러한 유·청소년 시절을 보내는 것은 훗날 독립적인 어른

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다(Papacharisis et al., 2005).

  전인적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의 육성 또는 발달(development)은 규칙적

이고 지속적인 활동에 참여하고 이러한 참여는 사람들이 유능함을 얻음에 

따라 증가하는 복잡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도전적이라고 할 수 있다

(Hamilton et al., 2003).

  이러한 청소년 육성 분야의 단계에는 3가지 초점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

을 지닌다. 첫 번째는 연구와 적용에 관한 틀로서 개발 시스템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는 때때로 협응과 함께 다양한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연구 

적용을 의미한다. 두 번째 초점은 청소년 발달 분야에서 연구자와 실천가

로서의 측면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학문 공동체 안에서 이론과 

실천 양쪽 모두를 지지하는 것과 더불어 실천 공동체 안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전인적 청소년 육

성에 관하여 세 번째 초점의 발전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두 가지의 

초점이 통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Lerner, 2001). 

  청소년 발달 연구의 3단계 발달 측면에서 청소년 육성과 관련된 학문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 40년 보다 훨씬 오래 지속되어 온 인간의 전

체 생애에 관한 연구에 있어 광범위한 학문적 접근을 통한 결과물과 그 결

과를 형성하는 주체인 청소년에 관하여 수행된 연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Baltes, Linderberger & Staudinger, 2006). 

  이와 같은 전인적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학문에 대한 관심

은 청소년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났다. 한국의 청소년 정책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전까지는 ‘감시, 보호, 억압, 엄격한 규율’ 속에서 단속 중심

으로 청소년을 보살피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정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싹트기 시작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육성, 

지원, 계발’ 중심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진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조영승, 2003). 

  하지만 청소년정책의 전인적 청소년 육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이를 청소년 육성 현장에 적용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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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긍정적) 관점에서의 청소년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기존 정책들

과의 연계성, 청소년들에게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다(김진호, 2006). 따라서 앞으로 전인적 청소년 육성이 한

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범위의 체계적으로 구성

된 활동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스포츠를 통한 전인적 청소년 육성

  

  최근 현대사회에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행동, 폭력적인 

태도,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

아져 가고 있다(Steer, 2000). 특히 한국사회는 전 국민이 청소년 자살, 집

단 따돌림, 학교폭력 등과 같은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방안과 교육을 위해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 스포츠 또는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문제 아동들을 다루는데 있어 가치 있는 역할을 해 왔으며 스포츠는 청소

년들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적인 활동 중 가장 인기 있는 영역 중 하나이다

(Larson & Verma, 1999).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가 상당히 증가하고 사

회에서 스포츠가 가지는 가치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학교 정규 수업 이외

의 다양한 프로그램 사이에서도 특히 스포츠는 전인적 청소년 육성에 있어 

강력한 촉진자로 간주되고 있다(Danish, Petipas & Hale, 1990; Smith & 

Smoll, 1996). 또한 다수의 연구에서 스포츠 또는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 참

여는 증가된 자신감, 참가자의 감정 및 정신 조절, 목표 설정, 인내심, 문

제 해결, 팀워크, 리더십 스킬과 시간 관리 기술 등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결

과가 나왔다(Danish, Taylor & Fazio, 2013; Petipas & Champagne, 2000).

  우리는 종종, 청소년들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다리는 존재로 바라보

곤 한다. 하지만 전인적 청소년 육성의 관점에서는 청소년을 발달을 기다

리는 잠재성을 포함한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Holt, 2008). 한 마디로 문제가 

없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문제행동 감소 접근을 통하여 청소년들

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스포츠를 통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전인적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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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육성의 일환인 것이다. 많은 연구들은 스포츠 참여 시간이 길고, 그 기

간이 길수록 전인적 청소년 육성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준

다. 그 중 Zarrett(2008)와 그의 동료들이 한 연구에서는 오직 스포츠 활동

에만 참여하는 것보다, 신체활동과 청소년 육성에 관한 구성이 동반된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전인적 청소년 발달, 배려하는 자세, 위험행

동, 우울증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제시하였

다.    

  또한 전인적 청소년 발달의 맥락에 속해있는 개인적·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Hellison의 교육모델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을 가르치는데 있어 다

양한 개인적·사회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자기 동기화, 목표

설정, 사회적·도덕적 책임감,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다른 사람을 도와주

는 배려심과 같은 것들이 스포츠 활동 내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

활로도 전이가 되어 그러한 책임감들이 생활 전반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Hellison, 2011).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룹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정규교과 이외의 신체 활동에 참여로 발생한 특성으로 간주되

는 여섯 가지의 청소년 발달 영역이 나타났다(Dworkin, Larson & Hansen, 

2003). 청소년의 발달 경험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개인의 한계에 대해 

학습하며 정체성을 형성하고 탐색하는 것, 목표를 설정하고 책임감을 가지

면서 진취적 발달을 하는 것, 주의집중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는 것과 같은 정

서 조절, 타인에 대한 충성심과 공감을 경험하는 대인관계 발달과 관련 지

식을 배우는 것, 어떻게 피드백을 주고 받는지와 리더십에 관한 것을 학습

하는 것과 같은 팀워크와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것, 그룹 안의 멤버와 리

더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 등,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포함되었

다(Dworkin, Larson & Hansen, 2003). 

  이와 같이 다양한 전인적 청소년 육성을 위한 접근이 최근 스포츠를 통

하여 일어나고 있다. 이제 스포츠로서의 승마도 단순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외재적 향상만을 추구하는 신체활동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내면과 외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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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발달시킬 수 있는 전인적 청소년 육성의 대표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

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접근 방법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청소년 발달 접근법이 승마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모

색해야 한다.

 2) 라이프 스킬과 스포츠 교육

  (2) 라이프 스킬(life skills)의 개념

 세계 건강 기구인 WHO에 따르면(1999), 라이프 스킬을 가르치는 것은 

건강한 청소년과 유소년의 증진, 그들이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위해 준비

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한다. 스포츠에서 배운 많은 기술들은 다른 생활

영역들로 전이가 되는데, 이러한 기술은 긴장감 속에서 수행하는 것, 문제 

해결, 마감 시간을 지키는 것, 도전 정신, 목표 설정, 대화, 성공과 실패의 

조절, 팀원들과의 협동,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긍정적 측면을 배우는 것 등

이 있다(Dasnish & Theodorakis, 2005).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에 위치하고 있는 Steve Danish의 라이

프 스킬 센터는 청소년의 라이프 스킬 개발을 지지하는 기관 중 하나이다. 

기관의 책임자인 Danish(2008)는 라이프 스킬을 “개개인이 학교, 가정, 또

는 다른 이웃과 같이 그들이 살아가는 다른 현장에 있어서 성공할 수 있도

록 돕는 기술들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라이프 스킬은 행동주의적일 수도 

있고, 인지주의적일 수도 있으며(효과적인 결정을 하는 것) 사람과 사람 간

(단정적으로 되는) 또는, 개인의 마음속에서(목표 설정) 일어날 수 있다

(Danish, Taylor, Hodge & Heke, 2004). 또한 Gould와 Carson(2008)은 

Danish의 정의를 토대로 목표 설정, 감정 조절, 자존감, 도덕적 노력과 같

은 개인의 내적 가치와 관련된 기술과 특성은 스포츠를 통해 촉진되고 발

전될 수 있으며, 또한 스포츠 활동이 아닌 상황에도 전이되어 사용된다고 

주장 하였다. 

 전인적 청소년 육성(positive youth development)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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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방법으로 분류되는 라이프 스킬은 학습자가 경험, 학습을 통해 배운 

기술들이 일상생활로 전이되어 다양한 방면으로 긍정적 발달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Plato(1920)는 운동과 스포츠의 도덕적 가치는 신체적 가치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운동 참여가 참가자의 삶에 미치

는 긍정적인 내적 영향에 대한 의미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구를 

중심으로 라이프 스킬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점차적으로 이루

어져와 현재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스포츠 및 운동참여를 통해 습득될 수 

있는 라이프 스킬에 대한 정확한 이론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다양

한 연구 분야에서 라이프 스킬을 탐색하고 있으며 이제 이러한 연구들은 

해당 연구의 대상, 스포츠 종목, 문화적, 특성, 교육 풍토 등이 함께 고려

된 상태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정예수, 2011).

 또한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면 환경, 지

도자, 학부모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인 틀을 이루어 학생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

한 틀 안에서 참여자가 라이프 스킬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지도자의 의도된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스

포츠가 행해지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술이 라이프 스킬로서 탐색되기 위

해서는 경험에서 습득한 기술이 일상생활로 전이되도록 고안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2) 스포츠를 통한 라이프 스킬(life skills)의 개발

 스포츠 활동에서 라이프 스킬이 형성되는 하위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스

포츠에 접하게 되는 시간 동안 구성주의적 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

으로 신체 활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델로서 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

향을 미치게 되고 의도적인 라이프 스킬 지도가 일어나게 되며, 끝으로 학

습자에게 전이를 하게 되는 형태의 단계가 형성된다. 모든 라이프 스킬은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초점을 두지만 모든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노력이 라이프 스킬 발달에 초점을 두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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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한 라이프 스킬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영역에서 무슨 

라이프 스킬이 나타날 수 있는지 구체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Danish & 

Theodorakis, 2005). 

 현재 많은 연구들은 라이프 스킬 훈련과 스포츠를 혼합하여 라이프 스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

생들은 스포츠 기술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운동 연습과 라이프 스킬 훈련을 

포함하는 것으로 활동 범위가 확대되면서 라이프 스킬을 학습하기 위한 효

과적인 모델로서 프로그램 내용을 수행 할 수 있다. 또한 라이프 스킬 프

로그램은 어린 학생들에게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다루어져야 될 복잡한 

기술과 필수적인 지식들에 대해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를 통해 청

소년들이 한 단계 발전된 라이프 스킬과,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능력, 문제 

해결과 목표설정 능력,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능력 등을 효과

적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이다(Danish & Theodorakis, 2005).

 스포츠 종목과 관련된 라이프 스킬의 연구를 살펴보면 태권도 라이프 스

킬의 개념화 및 척도개발 연구(정예수, 2011)에서는 삶 속에서 경험되는 긍

정적, 부정적 상황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선회를 위한 

내적 자산, 자기탐색과 자기조절, 대인관계 및 신체적 기술을 포함하는 개

념 정의를 통해 태권도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 라이프 스킬을 고찰하였

다. 또한 태권도를 배우는 초등학교 수련생의 리더십 라이프 스킬이 공동

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박지원, 2009)에서는 태권도 수련생의 

리더십 라이프 스킬(통솔력, 표현력, 자제력, 문제해결능력, 인간관계능력) 

인식이 높을수록 공동체 의식(타인존중 의식, 협동정신, 준법정신, 봉사정

신, 책임정신)이 높게 나타났다. 

 한 스포츠 종목에 2년 이상 참가한 대학생들이 개발한 라이프 스킬에 대

해 탐색한 연구(이옥선, 2012)에서는 체육전공 대학생들이 자신의 청소년기

에 스포츠에 참여하면서 습득한 생활기술에 대해 기본기, 공헌기, 대응기로 

범주를 나누며 스포츠의 내재적 특성, 종목 특성, 코치의 가치관과 지도 방

식, 참여자의 자세, 그리고 동료와 환경 등에 의해 라이프 스킬 개발에 영

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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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ish(2002a)는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중‧고등학생을 10시간, 10세션 

동안 진행되는 GOAL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 동료 역할 모델을 사

용하여 중‧고등학생들의 효과적인 목표 설정, 장애 극복, 목표 성취를 하도

록 수업을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참여학생들은 자신의 미

래에 더욱 긍정적 관점을 가지고 자아 컨트롤, 자신감 향상을 이룰 수 있

었다. 

같은 맥락에서 농구, 축구, 골프, 럭비, 배구 종목에 참여하는 학생 선수

를 대상으로 한 SUPER 프로그램은 18개의 모듈 속에서 학생 선수가 봉사

활동 수업에서 청소년들의 스포츠 코치, 또는 리더로 훈련을 받으며 학문

적 목표, 종목 안에서의 목표, 라이프 스킬 목표로 스포츠로 연결한 것이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개인 목표 설정, 문제 해결, 긍정적

인 생각하기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하였을 

때 중재(intervention)를 많이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제 집단

에 비해 신체적 능력 및 프로그램 지식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모

습을 중재 그룹의 학생들에게서 연구 결과를 통해 볼 수 있었다(Danish, 

2002b).

 고등학교 미식축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 스킬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는 “Play It Smart"라는 프로그램을 토대로 참가자들은 스포

츠에서 배운 기술들을 학업 준비, 생산적인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

는 것, 직업세계에서 그들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는데 있어서 획득하

는 자신감 등을 사용하는 기술들로 전이시키기 위해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

다. 그 결과 학생 선수들은 스포츠 참여로부터 운동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필드 밖에서도 적용 가능한 동료·멘토와의 협동심, 목표 설정능력, 근면성

실함 등을 배울 수 있었다(Petipas, Van Raalte,  Cornelius & Presbrey, 

2004). 

 마지막으로 골프라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이제 참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

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인 The First Tee에 관한 연구가 있다. 유‧청소년의 

골프를 진정성, 통찰성, 스포츠맨십, 존중, 예의범절, 판단력, 자신감, 책임

감. 인내심과 같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연구에 참여한 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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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연구 
참여자

관련 프로그램 및 
연구 특징

결과 및 효과

박지원
(2009)

태권도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수련생

태권도를 배우는 초등학
생에게 일반적인 태권도
를 수련하도록 하였음

초등학교 수련생의 태권도 참여는 
리더십 생활기술 역량을 길러주고 
내족 능력을 함양시켜 주어 통솔력, 
표력력, 자제력, 문제해결능력, 인간
계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정예수
(2011)

 태권도를 
3년 이상 
수련한 
경험자 

19세~33세
의 200명

태권도 수련은 크게 신
체적 기술, 심리적 기술, 
정서적 기술, 무도적 기 
술, 사회적 기술, 지적 
기술 등 6가지 차원의 
다양한 개념을 포함

태권도 라이프 스킬은 5개요인(사
회적 기술, 심리적 기술, 정서적 기
술, 신체적 기술, 무도적 기술) 구조
를 가짐
태권도 라이프 스킬 수준이 높을수
록 삶의 만족 수준이 높음

이옥선
(2012)

한 스포츠 
종목에 

2년 이상 
참가한 
대학생

특정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체육전공 
대학생들이 자신의 청소
년기에 스포츠를 참여하
며 습득한 생활기술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짐

스포츠 참여를 통해 생활기술을 세 
가지 범주인 기본기, 대응기, 공헌
기 안에서 습득하였으며 이는 스포
츠의 내재적 특성, 종목 특성, 코치
의 가치간과 지도 방식, 참여자의 
자세, 동료와 환경 등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나타남

Martinek 
외

(2001)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 Project Effort
헬리슨의 책임감 수업 
모형에 기반을 두고 참
여자들이 개인적·사회적 
책임감을 형성하도록 지
도

연구 참여자 초등학생들은 사회적 
책임감을 스포츠 활동을 통해 형성 
할 수 있음. 또한 이는 교실, 학교
라는 공간 안에서 전이가 잘 이루
어짐

의 청소년, 학생 선수 중 95% 이상이 골프 활동 이외의 학교나 가정 등 다

른 환경에서 부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을 컨트롤하는 기술을 습득 할 수 

있었다.

표 9.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통한 라이프 스킬 습득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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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년도)

연구 
참여자

관련 프로그램 및 
연구 특징

결과 및 효과

Danish
(2002a)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중·고등학교 

학생 

§ GOAL
10시간, 10세션의 프로
그램. 긍정적 동료 역할 
모델을 사용하여 중·고
등학교 학생들의 효과적
인 목표 설정, 장애 극
복, 목표 성취를 하도록 
수업 구성

효과적인 목표 설정, 장애 요소 극
복, 목표 성취를 위해 지원하는 법
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었으며 자
신의 미래에 더욱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아 컨트롤, 자신감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Danish
(2002b)

농구, 축구, 
골프, 럭비, 

배구 
종목에 

참여하는 
학생 선수

§ SUPER
18개의 모듈 속에서 학
생 선수는 봉사활동 수
업에서 청소년들의 스포
츠 코치 또는 리더로 훈
련 받음. 훈련은 아이들
이 어떻게 하느냐에 초
점이 맞추어짐
학문적 목표, 종목 안에
서의 목표, 라이프 스킬 
목표를 스포츠로 연결한 
프로그램 

개인 목표 설정, 문제 해결, 긍정적
인 생각하기에서 높은 수준을 보인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비
교하였을 때 중재(intervention)를 
많이 받았음
통제 집단에 비해 신체적 능력 및 
프로그램 지식에 있어서 증가하는 
결과를 중재 그룹의 학생들에서 볼 
수 있음

Petitpas 
외 

(2004)

고등학교 
풋볼 

운동부 
학생

§ Play It Smart
운동부 학생들의 성적 
관리와 더불어 라이프 
스킬까지 습득 할 수 있
도록 구성한 프로그램

학생들의 GPA, SAT/ACT, 봉사 활동
을 평가해 본 결과 미래의 직업과 
고등 교육을 촉진 시키고 학습하는 
자세를 길러주었음
팀 구성과 일대일 그룹 활동을 통
해 계획 작성, 의사 결정, 문제 해
결 능력을 향상시킴

Weiss
(2006)

 골프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 The First Tee(골프)
유·청소년의 골프를 진
정성, 통찰성, 스포츠맨
십, 존중, 예의범절, 판단
력, 자신감, 책임감, 인내
심과 같은 기술을 개발
하는데 사용

연구에 참여한 95명의 청소년, 학생
선수 중 95% 이상이 골프 활동 이
외의 학교나 가정 등 다른 환경에
서 부정적인 생각, 감정, 행동을 컨
트롤 하는 기술을 습득 할 수 있었
음

 

 이렇듯 목표설정, 감정조절, 자존감, 타인과의 관계형성 능력과 같은 개

인의 내적 가치로서의 기술과 특성은 스포츠를 통해 촉진되고 발전될 수 

있으며, 또한 스포츠 활동이 아닌 상황에도 전이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청소년 스포츠는 승마와 같은 개별 활동에서 미식

축구와 같은 팀 스포츠까지 다양한 기술과 역량들이 극적으로 다른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목별 차이를 구분하고 효과적으로 신체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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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Theokas, Danish, Hodge, Heke & Forneris, 2008). 

 스포츠 활동에서 라이프 스킬의 전이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지도자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가르쳐지는 라이프 스킬 보다는 개인

이 스포츠 활동을 함으로서 스스로 깨닫고 경험을 통해 라이프 스킬을 체

득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라이프 스킬이 스포츠 활동 안에서 지도자의 

의도적인 가르침으로 장려된다는 관점이다. 이는 스포츠의 종목, 개인의 성

향에 따라 라이프 스킬의 어떠한 부분이 스스로 체득되고, 의도적으로 배

우게 되는지에 따라 차이를 가질 수 있다.

 3) “호스맨십” 접근과 라이프 스킬 개발

  

  (1) 호스맨십(horsemanship)의 개념

  우리는 일반적으로 스포츠에 참여 할때 ‘스포츠맨십’을 이야기하며 스

포츠에 참가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사회적,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에 대해 지켜야 할 규율들을 생각하며 신체 활동을 수행한다. 단순히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스포츠 참여를 지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며 의도적으로 스포츠맨십을 배우려 하고 교육자들은 스포츠맨십을 중

요성에 대해 주장하며 가르치고 있다(최의창, 2010; 박정준, 2012). 승마 역

시, 게임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승용마의 습성과 여건에 대

해 생각하고, 다른 기승자들을 배려하며 말과 자신의 관계를 주군과 신하

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운동하는 친구로 생각해야 한다(김운영, 2009). 

 ‘호스맨십(horsemanship)’은 승마술을 배우는 것부터 마필관리와 정서

적 교감, 마방 관리 등 전반적인 기승자와 말 사이에 필요한 정신과 마필 

상식 및 관리에 관한 능력, 기승술까지의 모든것을 의미한다(Goodnight, 

2008; Goodwin, McGreevy, Waran & McLean, 2009). 우리는 대개 스포츠에

서 심동적 영역을 배우는 것에 치중해 왔고 이를 우선시 해왔다. 물론 스

포츠를 행하는 이에게 신체적 기량의 향상과 기술 습득은 중요한 요소이

다. 하지만 이것에 치중해서는 진정한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 탐색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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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애마(愛馬)정신을 가지고 함께 운동을 하는 승마에서는 정의적 영

역에 대한 가치 탐색과 학습이 기반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스맨십은 단순한 승마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서부터 

말의 생각을 읽고 보살피고 관리하는 것까지 아우르는 정신으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말 위에서 평보, 속보, 구보, 장애물, 마장마술 등 점진적으

로 난이도가 높은 마술(馬術)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승자는 승마라

는 신체활동을 통해서 체(體)·덕(德)·지(知)를 함양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진정한 승마인이 되어 기승자와 승용마가 교감하며 인마일체(人馬
日體)를 추구해야 한다(김운영, 2009).

 ‘Horsemanship’ 이라는 용어는 말의 관리, 다루기, 운송하기, 승마하기

와 같은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이것은 말과 함께하는 경험

과 지식을 통해 획득되는 기술로 간주 된다. 전통적으로 승마인들은 다양

한 마구와 보조도구를 통하여 말을 훈련시키는 것부터 전반적인 것을 관리

하는 것까지 행해왔다. 호스맨십의 사전적 정의는 전문적인 승마, 마술(馬
術)로서 능력 또는 기술을 일컬으며 포괄적인 승마술을 의미한다. 이 용어

는 승마 전문지식(horse-riding expertise), 승마기술(equestrianism)이 유사어

로 사용된다(Ewers, 1995). 말의 행동과 동물적 감각과 본능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성격과 특성을 다르게 가지듯 각각의 말도 다른 특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기승하는 말에 적합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운동을 하면서 말을 훈련시키는 것을 내츄럴 호스맨십(natural 

horsemanship)이라고 한다(박케이트, 2010). 말(言) 할 수 없는 동물과 함께 

하는 운동인 승마를 올바르게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馬)과 교감하고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외면적인 것만을 보지 않고 말의 행동과, 생각까지 

깊이 공유하는 법을 배우는 호스맨십을 익혀야 한다(Goodwin, McGreevy, 

Waran & McLean, 2009). 

 한국에서 진행되는 승마 프로그램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승마를 하는데 

있어 호스맨십 교육이 쉽게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승마를 처음 접해 본 

사람들은 말을 배울 때 승마장의 말 관리인들이 말을 마방에서 데려 나오

는 것부터 안장 올리는 것까지 완전 무장시켜 주므로 자신은 점잖고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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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말을 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는 한국에서 승마가 귀족 

스포츠의 하나로 인식된 것과 함께 기승자의 부족한 애마정신으로부터 나

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독일, 호주와 같은 승마 선진국에서는 말을 돌보는 것과 각

종 마구 및 마구간 정리 등 말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기승자의 책임을 중

요시 여긴다. 말과 사람이 같은 취급을 받는 나라인 것이다. 물론 동물인 

말이 사람과 동급으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어주고, 함께 땀 흘리며 운동하는 나의 승용마에 대

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김운영, 2009). 때문에 호스맨십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기승자는 단순히 ‘말을 타는 사

람(equestrian)’을 넘어서서 ‘말을 사랑하는 사람(hippophile)’ 을 지향할 

수 있게 된다.

   

  (2) 청소년 승마를 통한 라이프 스킬(life skills)의 개발

 

 격식과 스포츠맨십을 강조하고 있는 스포츠 승마와 삶의 기술과의 관련

성을 탐구하는 연구에서도 호스맨십의 전반적인 부분과 라이프 스킬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밝혀졌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호스맨십 기술 중 승마, 상황 처리, 안전, 건강관리, 식습관 5가지 영역에

서 연구 대상자들의 수행 평균이 높을수록, 라이프 스킬에 관련 된 의사결

정, 생각하기, 의사소통, 목표 설정, 문제 해결에 관한 수행 점수가 높고 

청소년 승마 프로그램이 호스맨십과 라이프 스킬의 발전에 초점을 둔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나타났다(Smith, Swinker, Comerford, 

Radhakrishna & Hoover, 2006).

 승마를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북아메리카에서는 다양한 문제를 가진 

십대들에게 라이프 스킬을 가르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승마수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라이프 스킬을 목표로 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라이프 스킬 개발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인 승마 수업 프로

그램 기관으로는 ALA(Abundant Life Academy), Silver Buckle Ranch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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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H Horse 
Project

 
4-H Animal 

Science 
Project

4-H High 
Adventure 

Horse 
Packing 
Program

 
Youth in 
Horse 

Program

4-H 
Horsemanship 

Activity

의사소통 기술 ○  ○ ○
동기부여 ○    
의사 결정  ○ ○ ○

생각    ○
관계 형성  ○ ○  

탐구심  ○   
기록 유지  ○   
대중 연설 ○ ○   

긍정적 자존감  ○   
책임감 ○ ○   

신체 능력 ○
학습 기술   ○  
관리 기술 ○  ○  
과정 수행   ○  
문제 해결    ○
목표 설정 ○   ○
규칙 준수 ○    
압력 대처 ○    

리더십 ○    
스포츠맨십 ○    
자아 존중 ○
자기 수용 ○

있다. 외국의 승마 교육에서는 승마를 통하여 어떠한 라이프 스킬이 습득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졌는데, 아래의 표는 프

로그램 적용 후 습득된 라이프 스킬을 나열한 것이다. 

 표 10. 승마 프로그램에서 개발되는 라이프 스킬 영역

 이는 4-H2) Horse Project(Anderson & Karr-Lillenthal, 2011), 4-H Animal 

Science Project(Ward, 1996), 4-H High Adventure Horse Packing 

Program(Jones & Bocksnick, 2009), Youth in Horse Program(Smith, 

Swinker, Comerford, Radhakrishna & Hoover, 2006), 4-H Horsemanship 

2) 4-H는 머리(head);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하기, 가슴(heart); 자신과 다른 사람

들, 환경을 존중하고 의사소통하기, 손(hands);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

하기, 건강(health); 변화와 도전을 관리하는 건강한 생활양식 선택하기의 4가지 요소를 

의미한다(The 4-H, from http://www.4-h.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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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Saunder-Ferguson, Barnett, Culen & TenBroeck, 2008)와 같은 라

이프 스킬 개발을 근간으로 하는 승마 프로그램으로부터 라이프 스킬 가치

영역을 도출하였다. 모든 프로그램들이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라이프 스킬 

개발을 목표로 승마 수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라이프 스킬들이 습득되었다.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프로

그램들의 라이프 스킬 개발에 관한 긍정적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승

마 운동을 통한 학생들의 기승술 및 마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승마활동의 

요소들과 라이프 스킬 개발이 상호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의도적으로 

양 쪽 모두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둔 승마 프로그램들은 각 차시 별 어떠한 라이

프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두고, 개인별 

수업과 그룹 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Smith, Swinker, Comerford, 

Radhakrishna & Hoover, 2006). 라이프 스킬의 발달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위의 승마 프로그램들은 정의적이고 내면의 기능에 집중한 가치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Anderson(2011)은 4-H 청소년 프로그램이 성숙한 시민으

로 성장하고 책임감을 지닐 수 있도록 참가 어린이들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라이프 스킬 개발을 프로그램 내용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4-H Horse 

Project와 더불어 말 관련 상식에 대한 시합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은 승마 

관련 지식을 강화 시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리더십, 스포츠맨십, 압력 대처

와 같은 라이프 스킬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말과 함께 교감을 나누며 신체 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받

음으로써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 나가서 필요한 다양한 라이

프 스킬들을 개발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연구들이 승마를 하

면 라이프 스킬이 습득된다는 결과만 보여주었지, 어떠한 승마교육을 했을 

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라이프 스킬이 습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연구는 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이 승마

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독특한 라이프 스킬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현 승

마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 승마 교육 개발을 

위한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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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1)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본 연구는 승마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어떠한 라이프 스킬

(life skills)을 습득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현 승마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및 한계점을 고찰하여 그 대안으로서 ‘청소년 호스맨십(horsemanship) 교

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연구자는 승마 교육의 현황 및 라이프 스킬 현상에 대하여 통찰하

기 위하여 해석적 접근법의 질적 연구를 적용하였다(조용환, 1999). 질적 

인식은 사물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승마라는 현상이 만들

어진 이미지, 외적인 개념을 보기보다는 연구자가 자신의 사고와 승마라는 

현상 안을 들여다 보는 시점을 가지고 연구과정에 자연스럽게 개입되는 것

을 의미한다(조용환, 1999). 

특히 독특한 스포츠 상황에서 어떻게 라이프 스킬이 개발되고 이것이 승

마와 스포츠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을 살펴

보며, 어떠한 과정에 의해 라이프 스킬이 형성되는가를 보기 위해 청소년

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외면적인 현상 인식 이상의 접근 이루어져

야 한다. 이렇듯 라이프 스킬과 관련된 선행 요인들에 대한 정보만 사용하

거나, 다른 스포츠와 관련된 라이프 스킬 관련 결과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승마 교육의 문제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승마 교육의 대안을 탐색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상세한 이해를 필요

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법은 질적연구로 수행되어야 한다. 이

러한 상세한 사항들은 청소년 승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그들이 승마를 하는 현장에 찾아가고, 연구자가 발견하기를 기

대하는 것 또는, 라이프 스킬과 관련된 선행 연구와 관련된 문헌에서 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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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이야기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만 구축될 수 

있다.

스포츠 및 운동참여를 통해 체득되어질 수 있는 라이프 스킬에 대한 이

론은 아직 정립되거나 완성된 개념이 아니라, 탐색 수준에서 다양하게 모

색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탐색적 연구와 종목별 라이프 스킬 프로

그램 모색 연구들이 선행 연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연구가 이루어

진 대상과 종목, 문화적 특성, 교육 풍토 등이 함께 고려된 상태에서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라이프 스킬 개발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승마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이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승마 운동에 참여하

는 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교육 현장을 통찰력 있게 해

석하여 라이프 스킬과 승마의 연결고리를 설명해야 한다.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논리에는 현상학적 인식론이 있다(Creswell, 

2007). 현상학적 연구는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해 여러 개인들이 체험

한 것의 의미를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현상학자들은 모든 연구 참여자들

이 현상을 겪으면서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의미를 기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현상학의 기본적인 목적이 현상에 대한 개인들의 경험들이 

가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의 본질 자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 때

문이다(Creswell, 2007). 한 가지 현상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공통된 또는 

공유된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현상학에 가장 적합한 문제 

유형이다. 본 연구는 승마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 개개인이 겪는 경험을 이

해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체험의 특성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주제

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학적 현상학(van Mannen, 1990) 접근으로 연

구를 실시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승마교육은 이렇다 할 개념화 연구가 부족하고 미흡한 분야이다. 

따라서 기존의 논의들이나 이론들을 검토함으로써 결론을 얻기 어려운 여

건에 처해있다. 이런 점에서 승마교육이 실행되는 살아 있는 상황이나 관

련자들에게 경험되는 청소년 승마교육의 의미들을 밝히는 현상학적 접근은 

유용하다. 또한 이는 청소년 승마교육 실행 현상에서 형성되고 있는 의미

들을 찾아 실행양상과 문제점에 대하여 담론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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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현상학의 광범위한 철학적 가정들을 인식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승마 교육의 현실과 청소년 개개인별 경험의 결함에 대하여 서술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학적 연구는 청소년의 승마 참여가 긍정적 정

의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는 과정, 라이프 스킬 개

발에 있어서 현 승마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심층적, 체계적으로 규명하

는데 적합하다.    

 2) 연구의 절차 및 단계

 

<그림 1> 연구 설계도 

 본 연구는 승마교육과 라이프 스킬(life skills)과의 관계 및 개발,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대안적 호스맨십 교육방법 및 구성내용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

문에 ‘승마교육 현장의 맥락’과 ‘연구로서의 승마교육 맥락’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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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하나의 관점 속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연

구자는 노력해야 하며 연구 설계과정은 <그림 1>과 같다.

2. 연구자의 주관성

  본 연구자는 2009년부터 승마를 배우기 시작하여 어느덧 기승을 한지 5

년차로 숙련된 기승자의 길에 접어들기 위해 꾸준히 승마를 하며 다양한 

말과 교감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처음 승마를 접하게 된 계기는  

장애 아동에게 승마를 지도하는 재활승마 지도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

면서 미국에서 승마로 유명한 대학교로 유학을 가게 된 것이 시발점이 되

었다. 한국에서 승마의 기본기를 다지고 유학길에 올라야 이론과 실기 모

두 더 깊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경기도에 위치한 

승마장에서 기본 승마 운동을 배우면서 입문하게 되었다. 

  미국 대학교에서 다양한 실기 및 이론 승마 수업과 더불어 재활승마 지

도자 코스를 이수하였으며,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와 국제 재활승마 지도

자 자격증(Professional Association of Therapeutic Horsemanship Resistered 

Level)  및 국가자격증 취득을 준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애 아동을 대상

으로 승마 교육을 실시하면서 승마를 통해 개발 할 수 있는 인간의 내적 

측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말과 함께하는 운동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설 승마장에서 초보자 승마 수업을 실

시하면서 기승술 이외의 것들을 가르치고자 노력하였다. 이 후 PATH자격

증 및 승마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승마교육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직은 체계적인 청소년 승마 교육이 부족한 한국의 현황에 

대해 문제를 느끼면서 어떠한 교육 접근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깊

은 고민과 생각 끝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4년간의 기승경력과 1년간의 미국 승마 학교 수업을 이수하며 체계적인 

승마 교육 커리큘럼 안에서 승마의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공부를 한 것, 

다양한 승마교육 생활체육 및 엘리트 선수 및 지도자와의 교류를 통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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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조언을 얻은 것, 또한 과천에서 열린 생활체육 승마 대회에 선수로, 

뉴저지 재활승마 대회와 CSI 국제 승마 경기 대회 등에 경기진행 요원으로 

직접 참여하며 승마라는 스포츠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

들이 본 연구에서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청소년 승마교육에 대한 실제

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연구자의 주관성에 있어서 연구자는 자신의 감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Creswell, 2007). 이는 자기 주관성을 연구자가 인식함으로써 연구자를 분

석하고 글을 쓰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왜곡하거나 잘못 추론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승

마는 말이라는 동물을 매개체로 사용하기 때문에 수업 도중 위험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았고, 안전 부분에 특히나 유의해야하기에 참여 학생들

을 관찰하는 도중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지켜보고 피드백을 주면

서, 좁게는 조언자에서 넓게는 지도자인 교관과 같이 수업에 관여하게 되

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가만히 지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연구자가 계속해

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연구자

와 참여자들 간에 너무 깊은 유대관계가 생길 경우 중립성을 가지고 관찰

하는 질적 연구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 기

간 동안 중립자로서 연구자의 위치를 견고히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학생

들의 수업 태도와 지도교관의 수업 방식에 관여하지 않고 청소년 승마교육

의 현상을 관찰하도록 관찰자의 행동에 신중을 기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국내 사설 승마장의 경우 대부분 승마의 기능적 교

육 및 기승술에만 한정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

기업에서 청소년 대상으로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승마클럽의 초등학생과 

지도 교관을 대상으로 비확률표집방법(non-probability sampling)인 유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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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년 성별 참여 동기 행동 특성

정다정 5 여 부모님 권유 소극적, 내성적

조희망 5 여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위해 수다스러움

김배려 5 여 부모님의 권유 호기심이 많음

문소망 5 여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위해 차분, 조용함

정직한 5 남 참가비 무료 소극적, 내성적

이예절 5 남 부모님 권유 소극적, 내성적

김최고 5 남 즐거웠던 예전의 기승경험 자기주장이 강함

이열심 5 남 부모님의 권유 어른스러움

윤믿음 5 남 체중감량 적극적, 활발함

배격려 5 남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위해 장난기가 많음

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에 의하여 선정하였다(Spradley, 2006). 

 연구 참여자는 경기도 과천에 소재한 말 사랑 회사(공기업)에서 운영하

는 ‘청소년 승마클럽’에 주말 동안 참여하여 활동하는 학생 10명과 교관 

및 지도자 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11. 프로그램 참가 청소년 배경 정보

 말 사랑 회사는 우수한 코칭 자질을 갖춘 승마교관과 안전하고 우수한 

승마장 및 마필을 보유하고 있어 양질의 승마교육이 적용되어 결과의 신뢰

성을 확보할 수 있고, 참가 인원은 승마를 오랫동안 지속해왔으며 청소년

을 교육해 온 교관 4명과, 이전에 체계적인 승마 교육을 체험해보지 못한 

초등학생 10명으로 청소년 승마클럽 활동에 대한 경험과 소감을 보다 솔직

하고 현장감 있게 기술해 낼 것이라고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승마교관은 

청소년기부터 꾸준히 승마를 해 오고 청소년 지도 경험이 있는 20대 3명

과, 40대 1명이다. 청소년은 경기도 및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5학년으

로 12세이며 청소년 연구 참여자에 대한 배경 정보는 <표 11>, 프로그램 

지도 교관인 연구 참여자에 대한 배경 정보는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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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위
교육
경력

기승
경력

성별 나이 지도 자격증 및 경력

김사랑 지도교관 5 15 여 27
경기지도자 2급

엘리트 경기 다수 입상

강으뜸 부교관 2 5 남 31 생활체육 입상

안인내 부교관 2 5 남 43
생활체육 입상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

정끈기 조교 1 3 남 28
승마지도사

생활체육 경기 참가

표 12. 프로그램 지도 교관 및 부교관의 배경 정보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7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약 17주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과천에 소재한 말 사랑 회사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승

마클럽을 지도하는 교관 및 부교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을 대상

으로 자료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수집방법

은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참여관찰 및 현장노트(field-note), 학생들

의 승마일기 자료를 사용하였다(Bogdan & Biklen, 1994; Creswell, 1998).

 

 1) 심층면담

 

 심층면담의 구체적인 면담내용은 반 구조화된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로 표준화된 인터뷰(standardized interview)와 비 표준화된 인터

뷰(standardized interview)를 혼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사전에 준비한 면

담 질문지에 따라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자와 면담 분위

기를 고려하여 비 구조화된 면담도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시간과 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승마클럽에 참여하기 전, 후로 일정을 

정하여 현장감을 극대화 하며 승마에 대한 몰입도가 높을 때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반구조화된 인터뷰 내용은 첫째로, 청소년 경우 승마클럽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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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정보(참여 동기, 이전 경험, 승마를 하기 전 기대했던 점과 두려웠던 

점 등), 승마를 하면서 느낀 정서적, 신체적 변화, 승마의 특성, 배우고 싶

은 수업 내용을 묻는 비교적 대답하기 쉬운 질문으로 시작하여 학생들과 

래포를 형성하였다. 이어서, 청소년 승마클럽에 참여함으로써 습득한 라이

프 스킬에 관해서는 승마 참여를 통하여 습득한 라이프 스킬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살아있는 말을 대하는 기승자의 자세는 무엇인지, 청소

년의 관점에서 현재 참여하는 승마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알아 보았다. 

또한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호스맨십 승마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해 배우고 싶은 라이프 스킬의 종류, 말에 관한 지식(인지적 영

역) 및 기승술(심동적 영역) 등으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둘째로, 지도 교관의 경우 승마에 입문하게 된 계기,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 동기, 성공 경력 및 코치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라이프 스킬

을 목표로 둔 승마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승마를 하면서 배웠던 라이프 스

킬, 승마를 통해 가르칠 수 있는 독특한 라이프 스킬, 현재 청소년 승마 프

로그램의 현황,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라이프 스킬 개발 승마 프로그

램 등에 대한 면담 질문을 하였다. 각각의 반 구조화된 면담은 프로그램 

시작 초반 또는 사전, 수업 후에 1회씩, 총 2회 실시 하였으며 디지털 녹음

기로 녹음 하였다. 비구조화 된 면담은 학생들과 수업 전, 중, 후에 수시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터뷰 내용을 질문하였다.

   

 2) 참여관찰 및 현장노트

 

 연구자는 연구의 현장에 비완전관찰자(incomplete observer)의 역할로서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승마 운동의 특성상 면담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상황중심 질문(contextual question)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자

는 주 1∼2회 연구의 현장에서 17주 동안 관찰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

구하고자 하는 집단의 일부분이 되기 위하여 때에 따라 승마 프로그램에 

보조 조교로 같이 참여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경험하는 실제적인 상황

이나 일련의 행위들을 직접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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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청소년 승마수업 상황에서의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통하여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화를 통하여 시간이 흐른 후 자료 분석 시 좀 더 생

생한 현장감을 기반으로 승마교육의 현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러한 참여관찰, 동영상 및 사진 촬영을 위하여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 및 

지도 교관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므로 교육 현장에 오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연구 윤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현장노트를 작성하여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승마 수

업에서 일어나는 세밀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수업관찰을 통한 현장

노트는 일주일에 1-2회 작성하였으며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일어나는 일련

의 사건들에 대하여 상세히 기록하여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대안적 승

마교육 프로그램 구성 시 개선하거나 참고할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기

술하였다. 현장노트의 내용은 승마 수업 전 분위기에서부터 종료 시까지의 

모든 생각, 느낌, 사실, 현장의 이야기, 대화 내용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

하는 현장의 구체적 사실과 연구자의 생각을 기록하였으며 수업 전체를 관

찰하며 얻은 자료를 토대로 결과를 작성하였다. 

  

 3) 승마일기 및 현지문서

 

  승마 수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주 2회 실시되는 승마수업을 통해 자

신이 무엇을 배우고 느꼈는지, 어떠한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였는지에 대하

여 일기 형식으로 수업 중반부터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승

마 수업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수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

는지에 관해 고찰하고 라이프 스킬의 내면화 과정을 연구자가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 또한 지도 교관으로부터 받은 청소년 승마클럽 교육

과정에 관련 된 수업지도와 교육안 문서 및 승마 지식에 관한 모든 활동자

료를 동의를 구하여 수합하였으며 모든 현지 문서를 자료 분석 시 참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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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 분석

  질적 연구의 분석 과정은 연구자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요하며 연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속에서 하나의 스토리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김영천, 1998). 따라서 자료 분석은 연구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장시간 

동안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범주화하고, 주제를 정하고, 하나

의 의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조용환, 1999).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자료의 코딩이 아니라, 연구자가 현장의 의미있는 

자료 분석을 하기위해 수집된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자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찾아내며 이를 독창적인 새로운 주제로 만드는 것이 

질적연구의 분석인 것이다(김영천, 1998). 따라서 연구자는 청소년 승마 교

육의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범주화 하여 

하나의 의미있는 스토리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분석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심층면담, 참여관찰 및 현장노트, 동영상 및 사진 촬영, 승마일기, 

현지 자료 등에 대하여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해석과정은 Spradley(1980)가 제시한 방법인 귀납적 범주분석

(inductive categorical system)을 사용하여 수집된 방대한 자료를 영역별로 

분류하여, 주제별약호화(coding), 의미범주화(categorization), 의미개념화

(conceptualization)의 3단계로 실시하여 해석하였다. 연구 참여자와의 면담 

내용은 보이스 레코딩 기계를 이용하여 녹취하였고, 전사를 하여 컴퓨터에 

저장한 후 연구 참여자별로 구분하여 자료 분석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현장 노트의 메모작업은 수업 차시별로 정리 한 후, 내용을 주제별 

약호화, 의미범주화, 의미개념화의 순차적 단계에 따라 분석하며 자료에 내

재 되어있는 의미 있는 주제를 찾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초기 코딩은 반복되는 내용들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고, 

도출된 코드들을 유사한 것들로 상위 주제를 만들어 큰 범주를 만드는 형

식으로 심층코딩을 실시하였다. 이 때 면담 자료에서의 코딩 내용과 연구

자가 관찰 후 작성한 현장 노트의 코딩 내용을 비교, 분석하며 주제별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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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서 자료의 형태별로 의미 있는 개념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

다. 또한 초기 면담 자료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직관적’으로 

느꼈던 자료의 의미를 연구 분석과정과 연결하여 의미 있는 주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승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배우는 라이프 스킬, 승마 운동을 통해 

배우고 싶은 라이프 스킬, 정서적 변화 등에 대한 면담내용은 수차례 숙독

을 통하여 기초적인 범주화를 실시하였고,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확

한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승마강습 지도 교관과 스포츠 

교육 전공 지도교수, 박사과정 연구생에게 연구결과의 해석이 올바른지에 

대하여 검증하는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를 실시하여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원자료에 따른 ‘주제 생성’이 의미 있게 범주화된 것인지 승마교육에

서 일어나는 라이프 스킬에 대한 의미 있는 핵심 주제들에 대한 해석을 질

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스포츠 교육 전공 지도교수의 지도와 조언을 따라 

함으로써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실시할 수 있었다.

 

6.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자는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마 수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참여관찰을 통한 현장노트 작성, 청소년 및 지도교관 심층면담, 청

소년 승마일기 등 다수의 자료를 수집하는 다각도검증(Creswell, 2007)을 

실시하고 개인 참여자 별로 수집한 세 가지의 자료원을 비교함으로써 연구

의 진행과 결과에 있어 일관성을 점검 하였다. 또한 짧은 시간의 면담만으

로 자료를 해석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연구내용의 왜곡을 예방하기 

위하여 17주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교육 현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집중

적인 관찰을 수행하고, 연구에 대한 모든 상황에 대한 심층적 기술(thick 

description)을 통하여 본 연구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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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각도 검증법

 다각도검증법(triangulation)을 활용하였으며, 청소년, 교관 등 연구 참여

자들이 승마 프로그램 안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현상과 현상에 따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연구의 시·공간적 환경을 달리하여 원자료와 분석자료를 

재검토하였다(Denzin, 1978; 조용환, 1999). 연구자의 연구 과정 전반에서 

일어나는 자료 분석, 자료 이해, 의미 있는 주제 도출, 해석 과정이 과장되

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다각도검증법을 통해 세밀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행

하였다.

2)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

 동료 연구자의 조언 및 비평을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데 포함하였다. 일

인 연구자가 실시하는 연구의 특성상 과대 해석, 잘못 된 자료 해석 등 연

구자의 주관성에 따른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스포

츠 교육 전문가인 지도교수와 연구 전 연구 방법 및 연구 절차에 대해 협

의하였으며 연구 결과의 도출과정에 있어 집중적인 검토와 논의를 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스포츠 교육학 연구실의 석사, 박사 연구생들과 연구의 

논리 및 연구절차, 연구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성에 대하여 의논하고, 연구

의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최대한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연구의 진실

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동료 간 협의를 통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내용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라이프 

스키 개발을 위한 호스맨십 프로그램의 내용 및 영역에 대해서도 문제점과 

개선점을 조언 받을 수 있었다.

3)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

  구성원 간 검토는 연구 참여자에 의해 수집된 자료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타당성과 신뢰성을 평가 받는 과정이다(김영천, 2006). 이는 연구자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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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 자료 분석 및 그에 따른 결과를 연구에 참여

했던 참여자 모두, 또는 그 중 일부를 선택하여 연구 참여자가 확인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결과

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주 연구 참여자로 선정 된 교관들과 함께 구성원 간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연구자가 분석한 연구 결과가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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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연구결과 및 논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 라이프 스킬의 관

점에서 본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한다. 둘째,  

청소년이 승마운동 참여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라이프 스킬 영역과 형성 

요인에 대해서 탐색한다.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대안적 청

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기 위한 토대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1. 라이프 스킬 관점에서 본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청소년들이 승마를 배우고자 하는 동기는 자신의 체중을 감량하기 위한 

것부터 동물애호 정신이 강하거나 다양한 스포츠를 배워보고 싶은 것 까지 

각 학생들마다 다양하다. 하지만 엘리트 승마를 배워 선수로서 활동하고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승마를 배우는 것이 아닌 이상, 청소년들

은 승마를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동기와 더불어 라이프 스킬의 관점에서 

승마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모든 스포츠에서 참여자들이 라이프 스킬 

습득에 있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 청소년들이 스포츠라는 울

타리를 벗어나 일상생활로 라이프 스킬을 연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이옥선, 2012). 이러한 라이프 스킬의 관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승마교육의 내부를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교육 현

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청소년 승마교육에 참여한 교관과 학생들의 참여관찰과 심

층면담을 통해 라이프스킬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청소년 스포츠로서 승마교

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청소년 승마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탐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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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승술 중심의 승마교육 

  청소년 승마 프로그램은 한 명의 지도교관과 두 명의 보조교관의 지도 

아래에 승마 기승 경험이 없는 10명의 청소년이 함께 승마 수업을 받는 형

태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전체 운영은 주 지도교관의 사전 교육 계획, 교육 

지도 및 수업 편성에 따르며 아래의 <표 13>는 본 연구자가 참여 관찰 한 

연구 청소년 승마 교육 현장을 위한 2012년도 청소년 승마클럽 운영 교육

계획안으로 지도교관이 전체 강습의 진행 전 직접 작성한 <부록 7>에서 주

요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지도 교관에게 교육안을 받은 후 살펴본 결과, 세부 수업 내용 중 볼드

체로 표시된 부분과 같이 대부분의 지도 내용이 승마의 기승술을 배우는 

신체활동 영역에 치우쳐져 있었다. 아래의 교육안에 나와 있듯이 승마운동

의 기본원리, 마필관리, 장안 및 수장 순서 이론, 승마 자세와 부조사용법 

등 강습 초반부에는 기승 시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지적 영역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17주 동안 정형화 된 이론수업은 수업 초반 한 주 밖

에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 후 2주부터 4주차 까지 마필 보건소, 말 수영장 

등 관련 시설과 교육원을 견학하며 말의 수장 및 장안법을 익히고 기본적

인 지식을 익히는 것으로 교육이 계획되어 있다.

강습 중반부와 후반부의 교육안에서는 좌속보, 경속보의 이해와 올바른 

이행, 반동 받기 등 기승 기술 영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습 마지

막 주인 17주차 전까지 승마 기술을 익히는 것으로만 세부 수업 내용이 이

루어져 있다. 기승술 이외의 인지적, 정의적 영역은 구체화 되어 있지 않으

며 라이프스킬과 관련된 내용은 수업 계획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아래의 현장노트의 내용과 같이 지도교관의 기승수

업 중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대부분의 코멘트는 기승 자세와 말 등 위에서 

자신의 승용마를 다루는 법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실제로 

기승 이외의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내용도 ‘호스맨십(horsemanship)’

의 승마관련 지식 및 정서적 영역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기보다는 운동기능

에 치우친 신체활동과 기승술이 수업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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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시간

주간계획 일계획 세부 수업 내용  분석

1주
09:00

~
11:00

입교식 

 입교식
w 입교식
w 수업 진행 설명
w 준비물

w 승마 입문단계

 자기 소개
 이론
 마사 견학

w 자기소개하기
w 친구 이름 익히기
w 포니 끌기, 먹이 주기 
w 말의 습성, 승마란?

w 승마 관련 지식   
습득

2주
09:00

~
11:00

이론 수업

 마필 수장
 장안

w 마필 수장법 : 솔질, 물  
수장

w 마구 장안법

w 승마 관련 지식 
습득 및 실천

 견학
 마필 보건소
 말 수영장
 실내 마장

w 말의 생활공간 익히기
w 공간별 주의 사항 읽고  

숙지

w 승마 관련 지식 
습득

3주
09:00

~
11:00

 견학

 경마 교육원 견학
w 기수 후보생 훈련 참관
w 기승기 체험

w 승마 관련 지식 
습득

 육군 사관학교 
 견학

w 군마대 승마 체험
w 육군 사관학교 박물관  

견학

w 승마 관련 지식 
습득

4주
09:00

~
12:00

 말 끌기
 승/하마 

법

 말끌기

w 솔질, 장안 실습 
w 2인 1두 말끌기
w 음성 부조를 사용하여 

평보, 정지 반복*
w 승마 관련 지식 

습득

 승/하마 법
w 2인 1두 말끌기*
w 등자 조절 하기*
w 승/하마 반복*

w 승마 관련 지식 
습득

w 기본적인 기승술 
습득

5주 ~ 15주
경속보, 좌속보, 방향전환 등 

기승술 습득 및 신체활동 위주 수업*

16
주

09:00
~

12:00

등자 없이 
균형 잡기

 등자 없이 
 균형 잡기

w 등자 없이 자세의 고정  
성 기르기*

w 엉덩이로 말의 움직임  
느끼기*

w 안정성 있는 평보, 속보  
이행*

w 기승술 습득 및 
w 신체활동 

 등자 없이
 방향 전환

w 기좌의 고정성 기르기*
w 등자 없이 방향 전환*

w 기승술 습득 및 
w 신체활동

표 13. 하반기 청소년 승마클럽 교육계획(한국마사회 승마훈련원, 2012)

* 기술중심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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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교관은 먼저 기승을 한 학생들의 좌속보 자세를 꼼꼼히 

관찰하여 피드백을 주었다. “승준아 이거봐봐(땅 위에서 기마 자

세를 취하며 양 발을 십일자 모양으로 만들며). 다리를 흔들면 

안돼. 무릎은 더 내리고, 주먹은 안 흔들리게 해야 해. 양손은 차

분히 배꼽 앞에 모으렴.” 선두마에 기승하며 뒤따르는 말들을 이

끄는 김사랑 교관은 학생들에게 좌속보 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보여주며 함께 운동을 지속하였다. 지도 교관의 기승 자

세를 가까이서 처음 본 학생들은 “교관님은 거의 안 움직여. 다
른 아이들은 막 팔이 움직이는데, 교관님은 머리카락만 움직여. 
역시 교관님이야.”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지도교관의 기승 자세를 

쳐다보았다.
(2012. 11. 현장노트)

연구 참여자들도 지도교관의 수업 방식이 기승술을 익히는 운동기능 중

심의 승마교육이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심층면담 시 말을 다루는 법, 마필

과 마구를 관리하는 법, 기승 시 올바른 자세와 자신의 말과 교감을 느끼

는 법 등 승마술과 관련 된 지식들을 승마 기술과 더불어 지도교관이 교육 

중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들에게 지도해주길 원하였다. 

면담자: 기승을 못 하는 날에는 무엇을 배우고 싶어요?
조희망: 음... 승마 교재 같은 것으로, 말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되

는 것, 말이 좋아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요.
문소망: 저는 말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요. 타는 것을 못하니까, 

말이 어떻게 다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떻게 씻고 어

떻게 행동하는지 다 배우고 싶어요.
배격려: 글쎄요. 그냥 말을 수장하는 데 있어서 아직 친구들이 

굴레 씌우는 것들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반

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윤믿음: 말을 치료 하는 거나 샤워시키는 것을 배우고 싶어요. 

말 탈 때 장비 채우는 것 이외에 다른 것 하는 것을 하

고 싶어요. 말 씻기거나 상처 치료해주는 곳에 가보고 

싶어요.
                               (2012. 07. 청소년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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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육 내용 중 인지적 영역의 경우 수업 초반 부 안전 규칙, 마구 

관리 및 사용법, 다양한 말의 습성 및 행동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지

만 전체 수업에서 필요할 때마다 교관이 언급하는 일회성 지도의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인지적 영역 안에서 각 상황별로 체계적인 수업

이 진행되지 않아 마필관리 측면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습 범위가 좁고 얕

았다. 굴레를 씌우는 법, 마필 관리 시 말의 후구 쪽에 서 있지 않고 측면

에서 말을 돌보는 것, 안장 올리고 내리는 법 등 기승 시 필요한 일차적인 

내용은 수업에서 다루어졌지만 필요할 때 지도자가 언급해주는 수준에 그

쳤으며 말의 다양한 행동 특성, 역사 속에서의 말 사용법 등 다양한 말의 

인지적 영역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 하

였다. 

면담자: 승마 프로그램에서 말에 대해 어떤 것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머리로 배우고 학습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김배려: 말이 하는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요.
조희망: 옛날에는 어떻게 생겼고, 옛날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다

루고 사용했는지 알고 싶어요.
정직한: 아직까지 제가 서툴러서 그런데 저는 말을 수장하는 순

서를 정확히 정리해서 배우고 싶어요.
                               (2012. 07. 청소년 심층면담)

수업 초반 부에는 마학(馬學)과 관련 된 영상을 보고 아래의 <그림 2>와 

같이 마필을 치료하는 동물병원, 승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육군사관학

교에 견학을 가며 말과 관련된 지식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때의 수업 내용은 일회성으로 그쳤으며 이 후 승마 수업 현장 속

에서 실제 기승 준비 및 기승 수업과 연관되어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지

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업의 흐름이 기승술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라이프 스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승마라는 스포츠 교육 현장

에서 청소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운동기술 이상의 것을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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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일상으로까지 연계하기에는 부족한 승마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기승술 중심의 승마교육 

 2)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미흡

 ‘승마’라는 스포츠가 각광 받기 시작하면서 농촌부터 도시까지 지역 곳

곳에 승마장이 생기고 승마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지도자를 양성, 배출하

며 전국적으로 승마 교육이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여가활동 등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라이프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합한 프로

그램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승마 프로그램의 

양적 부족으로 인해 지도자들이 참고할 만한 프로그램의 수가 많지 않으며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라이프 스킬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 내용, 지도

자의 가치관, 교육 환경 등의 부분이 질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 또한 수

업의 주된 학습자인 청소년들의 학습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라이프 스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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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라이프 스킬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승마 프로그램?” 

최근 승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관련 책자, 승마 지도서 

등 시중에는 많은 책이 판매되고 인터넷 상에서는 말과 관련된 그림,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을 참여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승마 활동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부족한 현실이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기승술을 배우는지에 대해서만 제시하거나 

어린이 승마, 청소년 승마, 힐링 승마 등 명칭의 변화만 있을 뿐, 실제 승

마 교육 시 세부적인 계획안을 따르는 체계적인 시스템은 다양하지 못하며 

미흡하다. 또한 승마를 통해서 라이프 스킬을 향상할 수 있다는 연구, 어떠

한 라이프 스킬들이 향상되었는지에 관한 소수의 양적 연구만이 승마 선진

국인 서구의 몇몇 나라에서 소수 이루어졌으며 승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라

이프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은 부족한 현실이다. 

다음 장에 제시된 <표 14>에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연구되어 온 네 가지

의 청소년 승마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다. 첫째, 용인대학교 국제스포츠 

과학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청소년 승마운동 적정 프로그램(2012)’의 경

우 24차시로 지도안을 구성하여 다양한 기승술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림, 학습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말 관련 영화보고 감상문 쓰기, 말 

그림 그리기, 말 관련된 글짓기 등 기승술 이외의 체험 수업이 있으나, 기

승 시 기본이 되며 승마인이 되기 위해 익혀야 할 소양 및 마필관리에 대

한 지도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승마 활동과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연결 및 운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도와 관련된 라이

프 스킬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둘째, 한국 마사회 승마훈련원의 유·청소년 지도교관이 작성한 2012년 

상반기 유소년 승마클럽 프로그램(2012)의 경우 일일계획과 내용을 세부적

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기승술과 더불어 스포츠맨십을 제시하여 승마를 통

한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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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기관 또는 

연구자
형태 특징 분석

청소년 
승마운동 

적정 
프로그램 
(2009)

용인대학교 
국제스포츠과학

연구소

w 기승술 별 어떠한 순
서를 따라서 배우는지
에 대해 안내

w 차시별로 다양한 기승
술에 대한 상세한 안내

w 마필관리와 라이프스킬
에 대한 내용 부재

상반기 
유소년 

승마클럽 
프로그램
(2012)

한국 마사회 
승마훈련원

w 일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

w 전체 프로그램 목표에
서 기승술과 더불어 
스포츠맨십이 제시

w 기승술과 스포츠맨십을 
목표로 제시

w 세부내용을 제시한 곳
에는 기승술만 나열

승마 
프로그램
(2012)

조양희, 하성, 
서동일

w 운동 강도에 따른 승
마 기술 습득에 중점

w 차시별 변화,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 미흡, 
프로그램에 제시되어 
있지 않음

w 승마 운동 후 생리학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성

청소년 
활동으로서의

승마 
프로그램
(2004)

송 경

w 초·중·고급 수준별 활
동목표, 활동 내용 및 
유의사항 구성

w 말과 사람의 관계, 말
의 특성에 대한 이해 
등 기승 이외의 활동 
활동 내용에 포함

w 구체적인 기승술 안내 
및 리더십, 자존감과 
같은 정서적 영역 강조

w 단순히 활동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활동이 가
지는 의미와 방향성을 
나타낸 프로그램 구성

w 승마장 안에서의 활동
으로 한정되어 있어 생
활에서 적용 가능한 라
이프 스킬 습득과의 연
계성 부족

세부내용에는 기승술에 대한 학습만 제시되어 있어 스포츠맨십의 교육 방

법이 명확하지 않으며 청소년 승마를 지도하는데 있어 중요한 승마 기술 

및 기능 습득 이외의 측면들이 프로그램 서면 상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

다.

표 14. 청소년 승마 관련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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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조양희, 하성, 서동일의 승마 관련 연구에서 나온 프로그램(2012)의 

경우 운동 강도에 따른 승마 청소년의 신체에 생리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위해 구성된 것으로 차시별 변화, 구체적인 프로그

램 내용이 미흡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승마 프로그

램과 비교하였을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신체적·생리적 능력 향

상 외의 것들을 고려하지 않아 라이프 스킬 개발을 의도적으로 지도하기에

는 적합하지 않은 프로그램이다.

  넷째, 송경의 연구에서 개발된 청소년 활동으로서의 승마 프로그램(2004)

이 있다. 청소년 활동으로서 승마의 의의를 제시하여 초급, 중급, 고급 과

정으로 나누어 수준별 기승술 및 승마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중급 

프로그램에서는 승마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존감을 획득하고 청소년들이 직

접 지도하는 집단 지도법과 리더십 지도법을 통해 승마 과정 활동의 내재

적 의미를 지도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애마정신, 말에 대한 배려심, 말

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르는 것을 기승술과 더불어 중요한 지향점으로 

설정하여 기승자의 마음가짐과 기본자세를 가르치기 위한 내용이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승마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다양한 정신과 

능력이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연계되어 교육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승마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만 초점을 두어 라

이프 스킬 습득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상적인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기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승마 프로그램은 세부적인 수업 

내용을 제시한 프로그램이 한정적이며 이 안에서도 기승술에 치중한 활동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몇몇 프로그램은 스포츠맨십, 기

승자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 애마정신, 리더십과 자존감 등 정서적 영역을 

프로그램 안에서 아우르기도 했지만 승마장 안에서만 적용 가능한 활동으

로 한정되어 있어, 일상생활 시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라이프 스킬 습득 

및 적용과의 연계성은 부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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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라이프 스킬 프로그램의 체계성 부족

     : “지도자의 경험이 곧 프로그램”

  라이프 스킬 관점에서 보았을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다양

성 부족 현황과 더불어, 본 연구자가 한국의 청소년 승마 클럽 교육에 참

여하며 프로그램 안에서 탐색하게 된 문제점은 바로 ‘그날, 그날 지도자

의 지도가 곧 프로그램의 전체 교육과정’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도자

의 교육철학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게 하였으며 수업 목표의 모호성을 

부각시켰다. 청소년 승마교육은 매 수업시간 마다 교관이 어떠한 내용을 

배울지 학생들에게 안내해 준 뒤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수업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지에 대한 학습 목표를 기승 당일 

날 또는 그 전 날 강습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 교관으로부터 구두로 듣는 

형태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청소년들은 수업 시작 전 ‘오늘은 무엇을 배

울까?’ 라는 주제로 또래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지도

교관에 묻기 일쑤였다. 전체 수업 계획안을 받지 못한 학생들은 그 날 당

일 수업의 목표 및 활동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며 더불어 전체 강습의 최종 

목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 

아침 체조가 끝나고 모든 학생들이 교관 앞에 집합하자 “선생님 

오늘은 뭐 배워요?” 궁금해 하는 학생들의 질문 속에 강습이 시

작되었다. 부교관은 오늘 어떠한 3명이 한 조가 되어 말을 리드

해 보고 기승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수업 내용을 안내 해주

었다. 그리고는 “얘들아. 3조로 나누어서 각 팀에서 1명이 수장

통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아대, 안장, 굴레를 준비하자.”라고 과제

를 부여하자 아이들은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막상 어디에

서 무엇을 가져와야 할지 몰라 서로에게 물어보며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가 부교관에게 “학생들 교육시키시는 

것이 어떠세요?”라고 물어보자, 김으뜸 부교관은 “아이들을 처음

에 교육시키는 것이 어려워요. 커리큘럼도 안 짜여있고요. 없으

면 구체적으로 커리큘럼을 작성해서 나눠줘야 하는데 말이에요. 
하긴, 제가 승마를 배울 때도 이런 것이 없어서 아쉬웠어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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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하였다. 
(2012. 08. 현장노트)

  또한 지도 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부교관과 함께 지도를 하며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프로그램 지도가 필요하였다. 연구자

가 관찰한 청소년 승마 프로그램 교육에서는 지도교관이 전체 강습이 시작

되기 전 수업 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그에 따라 강습을 진행하였다. 하지

만 부교관, 학생들에게는 따로 교육안이 배분되지 않아서 매 수업 때 마다 

학생들은 오늘의 학습내용을 궁금해 하였고, 승마복으로 갈아입고 제 시간

에만 모이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수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되지 않았

다. 특히 강습 초반부에는 학생들이 승마라는 스포츠에 대한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수업 내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를 통솔하는 부교관

은 체계적인 수업 커리큘럼이 부재한 채로 수업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수업 계획서가 첫 수업, 또는 커리큘럼이 바뀔 때에는 

수업 차시마다 구성원들에게 배분된다면 학생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업

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는 어떠한 내용을 배우고, 지금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등 수업의 전반적인 학습내용을 그날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이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연구자가 관찰한 청소년 승마 클럽 이외의 일반 사설 

승마장의 청소년 교육, 방과 후 스포츠클럽 등에서 이루어지는 승마 프로

그램 역시 아직까지 승마 보급 현황에만 급급하여 한 마리의 말(馬)을 여

러 명의 기승자가 교대로 기승하는 등 교육의 ‘질’은 낮다고 평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승마 교육은 구체적인 세부계획안과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에게 안내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왔고, 이는 강습을 지도하는 교

관들 역시 ‘나의 지도가 곧 교육과정’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학습자를 지

도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승마 교육 안에서 라이프 스킬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 연계된 양질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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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소년의 요구 반영 미흡: “선생님! 저희가 배우고 싶은 것은요.”

  총 17주간의 승마수업 중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승마 

수업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배웠는지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현장에서 관찰하며 연구자가 느낀 것과 같이 청소년들 역시 승마술과 말에 

대한 이해를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아래의 심층면담에 따르면 청소년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웠던 협

동심과 리더십 등과 같은 라이프스킬은 지도자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해 아쉽다고 하였다. 

승마술이나 말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부분을 교관님께서 부터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장비를 채우거나, 말한테서부

터 장비를 벗기거나 하는 것이요. 만약 말이 자신이 말발굽을 들

기 싫어서 짜증을 부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말

해주셨어요. 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알려주

셔서 좋았어요. … 그런데 다른 것들에는 별로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아요. 협동심이나 리더십 같은 경우는 교관님한테 배웠던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나 말,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변한 

것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승마를 하는 청소년들

이 있다면 교관님에게 배울 때, 교관님이 협동심이나 리더십 같

은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면 그 학생들도 더 쉽게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2. 11. 윤믿음 학생 심층면담)

  또한, 심층면담에서 연구참여자는 다양한 덕목과 라이프 스킬을 말, 친

구, 교관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지만 책임감과 끈기와 같은 것들을 단순히 

승마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지도교관의 가르침이 있

으면 하는 바람을 언급하였다. 이는 승마 활동을 통해 신체 활동 뿐만 아

니라 다양한 가치와 덕목들도 교관의 교육 아래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청

소년들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면담자: 승마 운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나요? 만약 미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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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미쳤나요?
정다정: 친구들하고 말이 영향을 미쳤어요. 말한테 장비를 씌울 

때 말이 제 말을 안 들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때 포

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끝까지 장비를 채우려고 할 때 

인내심과 끈기를 배웠어요. 친구들에게는 제가 잘못을 

했을 때 책임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 교관

님은 우리가 대답을 할 때 크게크게 말하고, 인사를 똑

바로 바르게 하라고 말씀을 자주 해주셔서 제 인사성이 

발라지고 성격이 좀 씩씩해졌어요. 책임감이나, 끈기를 

가지고 승마를 하는 것을 교관님이 좀 더 강조하셨으면 

더 배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2012. 12. 정다정 학생 심층면담)

  본 연구자가 관찰하고 면담을 진행한 연구 참여자들은 처음 청소년 승마 

클럽에 가입하게 된 이유가 라이프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하

지만 승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기승술을 배우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승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에 ‘말을 잘 타는 것’이 외의 

것들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확연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위의 자료에서

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소극적 교육 보다, 지

도자가 의도적으로 다양한 가치와 덕목, 기술들을 언급하고 가르쳐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승마 프로그램의 지도자는 신체활동과 기승술과 같은 운

동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말에 관한 지식, 일상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라이프 스킬을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강조해야 한다. 이제 지도자의 경험에

의해서만 나오는 교육이 아니라, 그 이상의 체계적인 가르침을 통해 청소

년의 눈에서 승마를 바라보고 그들의 학습요구를 반영한 승마 교육을 지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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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년 승마 교육을 통한 라이프 스킬의 습득

 

  본 절에서는 청소년이 승마 활동을 통해 습득한 라이프 스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 영역을 살펴보고 이러한 라이프 스킬이 승마 프로그램 안

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스포츠 경험과 교육을 받음으로써 형성되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하여, 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1) 라이프 스킬의 습득

  연구 참여자들은 승마라는 스포츠를 통하여 다양한 라이프 스킬을 습득

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승마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습득한 라이프 스킬

은 ‘나와 말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공동체의 관계’까지 확장하여 총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우선 라이프 스킬 습득의 근간이 되는 ‘나와 말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위 영역은 말에 대한 이해, 말에 대한 보살핌, 말과 함께 위기

대응의 기술로 범주화되었다. 미국 서부에서 유명한 승마인인 3)Joe Wolter

는 America’s Horse 잡지의 “색다른 접근”(another approach)이라는 제

목의 자신의 글에서 “만약 네가 말(馬)을 항상 존중하는 자세, 열린 마음

으로 대한다면 그 말은 너에게 있어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생이 되어 줄 것

이다.”라고 하였듯이(Kimball, February 15) 기승자가 진심으로 말을 대하

고, 그 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 되었을 때 승마라는 스포츠에서는 

동물인 말이 함께 운동하는 기승자가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는데 있어 가장 

큰 조력자,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나와 말과의 관계’ 

영역은 청소년들이 처음 접하는 승마라는 스포츠에 있어서 말을 알아가고 

소통하면서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기본이 된다. 

3) Joe Wolter는 미국 서부지역에서 유명한 승마인(horsemen)으로 1970년대에 승마에 입

문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승마쇼에서 챔피언으로 활약하고 말 트레이닝 방법 지도, 코칭

지도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About Joe, http://www.joewolter.com/About-Jo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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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둘째, ‘나와 타인의 관계’ 영역에서는 기승자가 함께 

운동하는 또래, 지도자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라이프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는 타인 이해, 타인과의 문제해결이라는 영역

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마지막 ‘나와 공동체의 관계’의 영역에서는 공

동체를 이끌어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리더십과 팔로워십, 단체 생활에서 

규범을 익히는데 필요한 기술,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희생, 승마장 안에서의 봉사를 통한 자신의 재능기부 기술을 습득

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라이프 스킬이 각 영역에 따라 도출된 결과 내

용은 아래와 같다. 

  

<그림 3> 승마를 통한 라이프 스킬 습득 

 (1) 나와 말의 관계 영역: 라이프 스킬 습득을 위한 토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승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나

와 말과의 관계 영역에서 말에 대한 이해 기술, 말에 대한 보살핌 기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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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위기대응 이라는 라이프 스킬을 습득을 위해 기본이 되어야 할 기

술들을 배울 수 있었다. 

  가. 말에 대한 이해  

  말에 대한 이해의 기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하여 습득되었

다. 첫째, 말을 타는 도중 생긴 여러 장애 요소들을 극복하고 말과의 관계

에 있어서 끈기와 인내심을 가짐으로써 ‘말에 대한 이해’의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아래의 면담자료는 청소년이 승마 운동 중 자신이 승용마에게 

내린 명령을 말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말의 입장에서 생

각하면서 말에 대한 이해의 기술을 배울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승마를 하면서 인내심이 생긴 것 같아요. 말이 가끔가다 말을 잘 

안들을 때도 있고, 제가 한 말을 못 알아들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 때 기승자가 다른 노력이나 신호를 보내서 말이 내 말을 잘 

이해할 때 까지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2012. 10. 조희망 학생 심층면담)

  현재 승마를 배우고 있는 청소년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과거 교관들의 

유·청소년 시절에도 말에 대한 이해의 기술은 인내심과 끈기를 가짐으로

써 습득 될 수 있었다. 말에 대한 이해는 승마를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면담자료는 청소년 승마 프로그램

의 지도교관 역시 심층면담 중 승마를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끊임없이 노력함으로써 결국 좋은 결과를 성취하고 끈기 

있는 자세를 배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청소년 시절에 학교 공부와 더불어 

승마를 배우기 위해서는 신체적, 인지적, 정의적 모든 방면으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기승자는 인내심과 끈기라는 라이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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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어떤 것을 해도 자기가 느끼기 나름인 것 같은데, 특히 말

을 타면서는 말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말과의 관계에서 끈기

가 필요해요. 잘 타기 위해 머리로도 이해해야 되고, 그와 같이 

몸으로도 노력해야 되잖아요. 같이 해나가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인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에 계속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에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끈기, 노력 같은 것을 제가 어린 시

절 승마를 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말을 이해하

게 되었고요.
(2012. 11. 김사랑 교관 심층면담)

  둘째, 학생들은 승마를 하는데 있어 말의 기분과 생각을 파악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증 하나라고 하며 이를 통해 나와 말의 관계 영역에 있어 

‘말에 대한 이해’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말을 이해하고 알아

가는 과정 속에서 기승자는 살아있는 동물이자 함께 운동하는 파트너로 인

식하고 있었다.

승마를 하는데 있어 말의 기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말
이 기분이 나쁘면 제가 잘 못 대해줬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말의 기분을 생각하는 것이 제일 중

요한 것 같아요. … 저는 동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

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물도 사람처럼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내가 자기를 이해해주면 말도 느끼는 감정이 있고, 내가 

잘 해주면 말도 나를 좋아하고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2012. 11. 윤믿음 학생 심층면담)

  작은 소리에도 예민한 초식동물인 말(馬)을 타고 이해하기 위해 기승자

는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고 주의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탈 말

의 기분은 어떠한지, 건강한지, 제때 건초와 알곡사료를 제 시간에 먹었는

지 등을 기승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게 되고 말의 주변과 기분을 파악하

면서 기승자는 말을 진정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된다. 

어린 시절 승마로 배웠던 것 중 특별했던 것은 동물의 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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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요. 
‘눈치를 본다는 것’을 나쁜 뜻의 의미가 아니라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좋은 의미에서요. 말들의 행동이 있잖아요. 앞다리를 

긁는다던지, 귀를 쫑긋 세운다던지, 주변을 두리번거린다던지. 
말이 “히이힝” 거릴 때도 배가 고파서 그런건지, 주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긴장해서 그러는지 등 말의 표정을 보면 보이거

든요. 졸린지, 배가고파서 하는 행동인지 등이요. 이런 표정을 

읽다보면 이것이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요. 내가 하다보면 지금 

이런 행동을 해서 되는지, 아닌지 같은 것이요. 말 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그렇고요. 동물의 표정을 읽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2012. 11, 김사랑 교관 심층면담)

  위의 심층면담에서 지도 교관은 청소년 시절 승마운동을 할 때, 말의 표

정을 읽고 그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

한 사고방식을 익힐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말에 대한 이해는 타인을 

위하고, 생각하는데 필요한 라이프 스킬로 적용되어 기승자는 승마를 통해 

나의 행동이 올바른지, 지금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등 모든 언행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매 순간, 주변 상황을 올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나. 말에 대한 보살핌  

  청소년들은 말에게 배려하는 감정을 느끼고 책임감을 가지고 마필을 관

리하는 과정에서 ‘말에 대한 보살핌’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승마를 하는 동안 청소년들은 말 등 위에 기승하는 시간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운동하는 말이 거주하는 마방을 청소하고, 마구

를 정리하고 깨끗이 닦는 과정 등을 함께 배우면서 말을 배려하는 라이프 

스킬을 배울 수 있었다. 말이 거주하는 마방을 청소해주고, 말의 입장에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말에 대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배

려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말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보살피는 능력을 배우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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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처음 승마에 입문하면 자신의 운동 욕구

와 필요에 따라 마필을 관리하고 기승을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지속적으

로 승마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나와 말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되고 그에 따라 말을 배려하는 방법과 기술을 배움으로써 온전히 

말을 보살피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승마는 ‘어른이 되기 전에 건강이나 여러 가지 리더

십, 책임감 같은 것을 키워주고 말과의 교감을 통해서 동물을 이

해하고 배려심,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말
이랑 놀다보면 배려심도 기를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처

럼 말이랑 놀면서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어

요. … 승마 프로그램에서 마방을 청소한 적이 있는데, 말이 자꾸 

계속 움직였어요. 친구랑 같이 마방을 치우면서 말이 왜 자꾸 움

직이는지 생각해보면서 배려심을 배우고 말을 신경 써서 잘 보

살피게 되었어요.
(2012. 10. 문소망 학생 심층면담)

승마를 할 때 말 빗질도 해주고, 수업 끝나고 씻겨주잖아요. 그
러면서 배려심이 늘었어요. 또 배려심을 배우다 보니까 말한테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에 대한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말을 탔는데, 계속 말을 타다보니까 기승자가 말

을 아껴주고 말한테 배려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012. 11. 김배려 학생 심층면담)

  둘째, 청소년 승마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사설 승마장의 기승 프로그램에

는 대체로 포함되어 있지 많은 마필관리를 실제로 해 보면서 자신이 기승

한 말에 대한 책임감을 배우고 말 등 위에 올라가 있는 시간보다 땅 위에

서 말을 보살피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단순히 기승술을 배우

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과 교감하며 자신을 컨트롤하고, 말과 기승

자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신뢰와 믿음이 승용마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 형성

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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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아직은 접하기 어렵고 생소한 승마라는 레저 종목 스포츠의 참여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생명체와 함께하는 ‘특별한’ 스포츠를 배우고 있다

는 인식을 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내면에는 자신의 말에 대

한 애정이 생겨났다. 말을 준비하는 것부터 기승하고, 또 운동 후 마필을 

관리하는 ‘말에 대한 보살핌’을 배우면서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

을 인식하고 개인적 책임감을 익히는 라이프 스킬 학습 선상에 있음을 깨

닫고 있었다. 말에 대한 애정을 통해 생겨난 자신의 책임감 있는 행동에 

청소년들은 자부심을 가지며 승마 운동 그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게 된 것

이다. 

말 타는 것 자체가 기분 좋아요. 다른 아이들은 쉽게 말을 못 타

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못 하는 것을 했다는 것이 기분 좋았어

요. 말 씻기고 이런 것은 일반 승마장에서는 잘 못하잖아요. 그
런 것을 했다는 것이 기분 좋았어요. 일반 승마장에 예전에 아빠

를 따라서 가 봤는데 거기는 말 타는 것만 하고 말 씻기고 이런 

것을 안 하잖아요. 저희가 스스로 컨트롤 하면서 말을 타다보면 

책임감이 생기고 재미있어요. 말에 대한 애정 때문에 말 씻기는 

것도 스스로 하게 되요. 
(2012. 10. 조희망 학생 심층면담)

  면담자료에서 아래의 연구참여자는 기승을 준비하면서 발생한 자신의 실

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과정을 통해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고 하였다. 실제로 이 학생의 경우 승마 수업 초반에는 다른 친구들이 말 

안장을 가져오고 말 다리를 보호하는 아대를 채울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

기보다는 가만히 서 있거나 뒤늦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

다. 또한 말발굽을 파주는 일과 같이 학생들이 다칠까봐 겁을 먹기도 하고 

처음하기에 까다로운 일은 2인 1조로 말을 준비할 경우 파트너인 친구에게 

해 달라고 부탁하기 일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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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승할 말 스스로 장안(將鞍)하기

  하지만 위의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수업 후반으로 가면서 자신이 기

승하는 말을 준비하는 데 있어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말에 대한 애정이 

생겨나면서 자신이 기승하는 말을 책임감 있게 보살피게 된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승마 수업 참여 전과 참여 후를 비교 해 보았을 때, 내

적으로 성장한 책임감과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승마교육을 통한 

변화에 즐거움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하였다.

  다. 말과 함께 위기대응

  

  ‘나와 말의 관계’에서 청소년들은 기승 시 생기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야외 스포츠 활동인 승마운동 시 접할 수 있는 낙마와 같은 위급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서‘말과 함께 위기대응’이라는 라이프 기술을 습득 할 수 

있었다. 

  첫째, 청소년들은 어려워진 기승술을 극복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

해 용기를 내는 라이프 스킬을 배울 수 있었다. 아래의 심층면담에서의 연

구참여자는 승마 기승술 중 속보를 처음 배우면서 생겼던 말 위에서의 두

려움과 무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해내고자 노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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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러한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을 통해 기승 시 느끼는 두려움을 극

복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심층면담 시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

도 매사에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도 극복 

할 수 있는 용기와 끈기 있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처음에 속보를 배웠을 때 너무 무서워서 계속 비명을 지르곤 했

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면서 타다

보니까 겁을 먹지 않고 속보를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 때 해냈

다는 기쁨이 들었어요. … 학교생활 할 때도 힘든 점이 많은데, 
그 때 마다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해내겠다는 끈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일을 끝까지 어려워도 용기 있게 하게 되었어요. 

(2012. 11. 정다정 학생 심층면담)

  둘째, 낙마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의 상황대처 및 문제해결을 

통해 청소년들은 승마를 하며 느끼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승마의 특성상 기승자는 자신의 몸보다 몇 배는 더 큰, 살아있는 

생명체와 함께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칫 방심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기승자가 말에서 떨어지는 낙마 사고, 말과 말의 간격이 

좁아 부딪혀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생기는 

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나타나는 경우가 실내 운동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러한 경우 겪거나 보게 되면서 학생들은 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말과 기승자 사이에서 적절한 

상황 대처가 이루어짐으로써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관한 라이프 스킬

을 습득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특히 자신의 실수, 말의 불복종에도 참을성을 가지며 말의 돌발적인 행

동에 불안함을 느낄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감정 조절을 하는 것,  

신체적으로 위급한 상황 시 대처하는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은 말과 기승자 

사이의 관계에서 기를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해결 라이프스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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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하면서 떨어질 때 되게 무서웠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말 못 

잡은 게 후회되기도 하고, 다음에는 고삐를 꽉 잡아야겠다는 생

각을 하면서 자세를 고칠 수 있게 되었어요. 토요일에 낙마를 하

고 일요일에 또 낙마를 했는데 제가 메리를 관리 못 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때 제가 밉기도 했고, 또 떨어진 게 너무 억울하기

도 했어요. 승마 하는 동안은 진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 때 제가 어떻게 말을 다루고 대처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말을 탈 때도 그렇고, 좀 더 매사에 차분하게 생각하

고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012. 09. 김배려 학생 심층면담)

  위의 연구 참여자는 메리라는 말을 타는 동안 두 번이나 낙마를 경험하

면서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말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꼈을 때 

어떻게 자신을 컨트롤 할 수 있는지 깨달으면서 상황 판단력을 기를 수 있

다고 하였다. 또한 기승 후 자기 자신의 실수를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대처

에 대해 반성하고, 좀 더 차분한 행동과 마음가짐을 말 위에서, 또 일상생

활에서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어지는 청소년 승마교육 현장노트에서는 승마 수업 도중 실내마장에서 

말들이 놀라서 밖으로 튀어나가고, 흥분해서 여러 마리의 말들이 기승자의 

컨트롤을 벗어나 날뛰는 위급 상황 시 많은 학생들이 이전에 자신이 말을 

다루면서 배웠던 침착함과 적절한 상황 판단력으로 말을 제어하고, 차분히 

말을 다시 마장 안으로 데리고 오는 등, 자기 자신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대처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실내 마장 안에서 2인 1조로 짝을 지은 청소년들이 말을 타고 평

보를 하고 있었다. 2마신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분히 운동을 하는 

도중 갑자기 말 1마리가 놀라며 뒷발을 뻥 찼다. 그리고는 실내

마장 펜스의 고깔 사이로 도망을 나가버렸다. 한 마리가 흥분하

여 도망가자 다른 말들도 연이어 “히이힝~”울음 소리를 내며 날 

뛰기 시작했다. 주위에서 학생들의 강습을 지켜보던 부모들이 놀

란 마음에 “어떻게 해!”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지만 청소년 학생

들은 차분하게 말 위에 앉아서 말이 도망가지 못 하도록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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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아까 말들이 흥분해서 날뛰

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니? 앞으로 그런 상황이 또 오면 어떻게 

할 거야?”하고 연구자가 물어보자, 문소망은 “제가 더 차분해져야

겠어요. 평상시에도 갑자기 급한 상황이 오면 더 차분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은 정말 예민해서 주위도 잘 살펴야 해서 집

중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였다. 
(2012. 10. 현장노트) 

  평보보다 빨라진 속도의 속보 운동을 하기 위해 말 위에서 용기를 내고, 

운동 중 낙마와 같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의 상황대처 및 문제해결을 

통해 청소년은 말과 처음 접했을 때, 또는 승마를 하는 도중 생겨난 두려

움과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스포츠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며 길러진 라이프 스킬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도 적용되어 

차분함, 집중력, 침착함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5> 라이프 스킬 습득의 토대 ‘나와 말의 관계’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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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와 타인의 관계 영역

  승마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나와 말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다양한 능력과 기술을 배웠으며 이러한 바탕을 통해 

‘나와 타인의 관계’ 라는 영역 안에서 다양한 라이프 스킬을 습득 할 수 

있었다. 

  첫째, 함께 승마를 하는 또래 친구에 대한 배려와 협동하는 자세 속에서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라이프 스킬을 배웠으며 자신의 실수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타인 이해’의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둘째, 또래와의 관계 안에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

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타인 ‘타인 존중’의 기술을 습득하였다. 셋째, 자

신의 실수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

지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 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타인과의 문제

해결’에 관한 라이프 스킬을 배울 수 있었다.

  가. 타인 이해

  나와 타인의 관계 영역에서 습득할 수 있는 타인 이해의 기술은 승마 프

로그램 안에서 함께 운동을 하는 또래 친구들을 배려하고 협동하며 또래와

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첫째, 청소년들은 함께 승마를 하는 또래 친구에 대한 배려심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하는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면담자료

에서 승마에 참여하면서 말을 씻기고, 말 안장을 사용한 후 관리하고 닦으

면서 배려심을 키울 수 있었다는 한 학생의 경우, 마필 및 마구 관리는 자

신의 말을 위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다음 사용하는 기승자,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을 이해하는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승마라는 

독특한 운동을 통해 배운 배려심이 승마장 밖의 일상생활에서 친구의 어려

움을 이해하고 돕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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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말을 씻기고, 또 말 안장을 닦으면서 배

려심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안장을 왜 닦아야 되는지 귀찮게 느

껴졌는데, 그 안장을 바로바로 닦아놔야 다음 사람도 깨끗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을 

배울 수 있었어요. 승마라는 독특한 운동을 통해서 배운 배려심

이 다른 곳에서 친구를 돕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안장 닦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승마 활동

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승마를 통해서 배운 배려심

으로 친구들이 어떤 일을 못 하고 있으면 제가 도와주거나 힌트

를 줘서 친구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적이 있어요.
(2012. 11. 김배려 학생 심층면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10명의 청소년들은 수업 초반 2인 1마 체제로 한 마

리의 말을 또래 친구와 함께 장안, 기승하고 수장하면서 파트너인 학생이 

잘못을 하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도와주고 문제 발생 시 함께 극복 해

나가면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었다. 아래의 면담자료에서 

청소년은 승마를 통해 친구가 처한 상황을 배려해주고 솔선수범하는 자세

를 가짐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해 줄 수 있었다고 언

급하였다.

승마를 하고 나서는 친구가 무엇을 잘 못하고 있을 때, 어렵기는 

해도 제가 먼저 나서서 하게 되요. 저도 잘 못하지만 제가 조금

만 더 노력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 친구를 배려해 줄 수 있고 

친구가 왜 어려워하는 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2012. 10. 문소망 학생 심층면담)

  승마교육 속에서 배울 수 있었던 배려심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뉘

어서 나타났는데, 첫 번째 영역은 앞에서 언급한 ‘나와 말과의 관계’ 속

에서 습득할 수 있는 말과 기승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배려심, 두 번째 영

역은 ‘나와 타인의 관계’에 있어 기승자가 또래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느

끼는 배려심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말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여 추후 한 걸음 더 나아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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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말이 있는 공간에서는 대부분 정숙하게 되고, 침울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조용하게 움직이게 되잖아요. 주변 상황들을 살피게 

되면서 꼭 승마장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하게 되는 것 같아

요.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손동작을 하나 하더라도 그것 때문

에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고 움직이게 된다거

나, 걷더라도 발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놀라지는 않을지, 옆에 

이야기 하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

요. 사회에 나가서 분위기에 맞춰서 상대방과 주변을 배려해서 

행동하게 되요. 
(2012. 11. 김사랑 교관 심층면담)

  승마 운동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움으로써 청소년들은 승마

장, 그리고 승마장 밖의 세상에 나아가서도 친구들을 돕는 행동을 실천하

고 상대방과 주변을 생각하는 행동거지를 가지게 되었다. 심층면담 중 많

은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승마 운동을 통해 배웠다는 언급을 

자주하였다. 이는 승마를 통해 ‘나’ 자신을 넘어서 ‘타인’까지 생각하

고 배려하는 ‘타인이해’에 관한 라이프 스킬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둘째, 청소년들은 승마 활동을 하는 동안 친구와의 협동을 통해 ‘타인 

이해’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수업 특성상 초반에는 2인 1마(馬)의 

형태로 두 명이서 함께 기승을 준비하고 마필을 관리하기 때문에 또래 친

구들과의 협동심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클럽 안에서 열 명의 학생들은 수

업 시간 마다 정해진 파트너가 아닌, 새로운 친구와 함께 마필을 준비하면

서 다양한 친구와 승마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수업 구

조는 청소년들이 승마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라이프 스킬을 배우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친구들이랑 잘 지내긴 했지만 승마를 하면서 다양한 친

구들과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 협동심 같은 것을 배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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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 둘이서 같은 말을 탈 때 항상 같이 준비하고, 또 기승할 

때 도와주고 하니까요.
(2012. 11. 배격려 학생 심층면담)

  위의 심층면담 자료에서는 청소년 승마 클럽에서 반장 역할을 맡았던 학

생이 프로그램 안에서 다양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승마 수업을 받

으며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 것을 볼 수 있다.

승마를 하면서 협동심을 배웠어요. 말 타기 전에 준비하는 거나, 
말을 타고나서 씻길 때 협동심을 배울 수 있었어요. 말 타기 전

에 복대를 채우잖아요. 그 때 혼자서 말한테 복대를 채우면 힘든

데, 양 쪽에 한 사람씩, 두 사람이 있으면 훨씬 쉽게 채울 수 있

어요. 또 타고나서 안장을 닦고 마구를 정리 할 때도, 한 사람이 

먼저 빨리 끝내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승마를 하

면서 배운 협동심이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도 친구들과 청소할 때 제가 먼저 치우거나 힘든 일을 하고는 

해요. 또 학교에서 모둠활동을 할 때 서로 협력해서 해야 하니까 

그런 일들을 할 때 도움이 되요.
(2012. 11. 이예절 학생 심층면담)

또 다른 청소년은 같은 마필을 배정받은 또래 친구와 함께 협심하여 기

승을 준비하고 마구를 정리하면서 친구를 도와주는 법과, 협동심을 배웠다

고 심층면담 시 언급하였다. 특히 승마 활동 중 또래와 협동심을 가짐으로

써 개발되어질 수 있는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라이프 스킬

은 승마장 안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마장 밖, 학교

와 일상생활에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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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또래 친구와 협동하는 승마활동
 

  셋째, 청소년들은 나와 타인의 관계 영역에서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속

에서 나타나는 문제현상에 부딪히고, 상대방에 대해서 생각하고 극복하며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타인 이해’의 라이프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어지는 면담자료에서 한 학생은 심층면담에서 ‘나’를 중심

으로 생각했던 사고방식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배우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하였다.   

       

승마를 하면서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동생에게도 상냥하게 

대하면서 인간관계도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말이랑 친하게 지내

다 보니까 사교성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말과 제가 교감이 되

잖아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이 원하는 것도 이해하려고 하고 이

야기를 잘 듣게 되었어요.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여기 승마 프로

그램에서도 친구들이랑 잘 지내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친구들

과의 관계가 좋아진 것 같아요. 
(2012. 10. 문소망 학생 심층면담)

  아래의 면담자료에서 한 학생은 사춘기 시절에 겪는 또래 친구들과의 갈

등, 왕따 문제, 대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를 승마에서 배

운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라이프 스킬을 적용하면서 극복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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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자신의 단점을 되돌아보고 운동을 하며 주변 친구들에게 영

향을 받고 또 자신도 상대방을 이해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작용 

할 수 있었다. 말과의 관계에서 생긴 이해심과 교감이, 함께 운동하는 친구

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으로 발전되면서 청소년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승마하기 전에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제가 너무 솔직해서 제 주

위에 별로 친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승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난 후 친구가 많아진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친구가 작은 실수

를 하면 너무 솔직하게 친구를 바로 나무라기보다는 친구에게 

“너 왜 그랬어.”라고 먼저 물어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줘야 한

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어요. 
(2012. 11. 이열심 학생 심층면담)

  학생들은 단순히 신문이나 다른 대중매체에서 승마의 효과적인 측면을 

수동적으로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승마를 배우고 

경험하면서 느낀 것을 심층면담을 통해 이야기 하였다. 학생들의 내면 속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본 연구자는 승마를 통해 타인과 형성하는 긍정적 

관계를 통한 라이프 스킬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나. 타인 존중

  

  청소년들은 승마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나와 타인의 관계 영역에서 

‘나’를 넘어선 ‘타인’ 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

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타인 존중’의 라이프 기술을 습득 하게 

되었다. 

  첫째, 말이라는 생명체와 함께 운동한다는 승마의 독특성 속에서 생명체

에 대한 존중, 함께 운동하는 친구들과의 의견 대립 속에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과정을 통해 ‘타인 존중’ 기술을 습득 할 수 있었다. 아래

의 면담자료에서와 같이 청소년은 승마를 하면서 배운 것들을 통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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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도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낮추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타

인존중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다.

면담자: 승마를 하면서 배웠던 인성적 측면이 있나요?
조희망: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랑 이야기 할 때 제 의견만 주장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승마를 하면서부터 다른 친구

들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는 것 같아요. 친구를 존중 해

주게 된 것 같아요.
면담자: 승마의 어떤 부분을 통해 친구를 존중하는 것을 배웠나

요?
조희망: 말도 생명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같이 운동하니까 

존중해주어야 하고, 함께 승마를 하는 친구들끼리도 서

로 의견이 다를 때 빨리 기승준비하고 말 씻기고 하려

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2012. 11. 조희망 학생 심층면담)

  둘째, 승마를 하는 도중 마주치는 문제 상황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신의 단점에 대한 지적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타인 존중’ 기

술을 배울 수 있었다. 

승마를 할 때 교관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나 교관님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야지 말을 잘 조절

할 수 있고, 내가 모르는데도 교관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도 듣는 거죠. 잘 들어야 문제가 일어났을 때 도움을 

주니까요. 기승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말과 교관님, 친구들

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잘 듣는 ‘경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친구

들이랑 다른 놀이를 하거나 학교에서 모둠 활동 같은 것 할 때

도 다른 친구들 생각을 잘 이해해 줄 수 있게 되니까요.
(2012. 10. 문소망 학생 심층면담)

  위의 면담자료에서 청소년은 승마를 할 때 구성원들인 지도자, 말, 친구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함으로써 문제 또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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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때 해결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의견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

관의 지도를 존중하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타인 존중’의 

라이프 스킬을 습득한 것이다.

  다. 타인과의 문제해결 

  타인이해, 타인 존중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승마를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었던 라이프 스킬 중 하나는 ‘타인과의 문제해결’ 기술이었다. 

  첫째, 나와 타인과의 관계영역에서 ‘문제해결’에 관한 라이프 스킬 중  

하나로는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의 극복 및 대처가 있다. 승마 프로

그램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은 평소 과중한 학업에 따른 부담과 대인관계에

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승마를 하면서 평소 일상생활에 있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

아서 좋았어요. 동생이나 친구랑 싸웠다든지 기분 좋지 않은 일

들이 풀렸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학교생활을 하는데 좀 더 기분

이 좋고 편했던 것 같아요. 또, 학원에서 선생님이 과제도 너무 

많이 주고, 학원 친구들이 너무 잘해서 제가 작아지는 것 같고 

힘들 때가 있는데 목요일쯤 되면 말 타는 날을 얼마 안 기다려

도 되니까 그런 생각이 제게 힘이 돼서 열심히 생활하고, 그런 

점들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 생활을 할 수 있어요. 
(2012. 10. 문소망 학생 심층면담)

  위의 청소년 연구참여자의 경우 승마를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운다

는 것에 대한 학습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보다는 학업으로부터 생기는 스트

레스, 또래와 가족 사이에서 생기는 대인관계의 문제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자 일상생활에서의 활력소가 된다고 하였다. 승마 수업이 그룹으로 이루어

지는 만큼 수업 안의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승마

장 밖의 부정적인 대인관계에서 생겨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일상생활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렇듯 학생들은 승마를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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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성장을 이루어가고, 그 안에서 다양한 라이프 스킬들을 배우고 있었다. 

  둘째, 또래와 함께 호흡을 맞춰 이루어진 청소년 승마 교육의 특성상 학

생들은 교육 중 끊임없이 상호교류가 형성 되었다. 이 안에서 자신이 실수

를 경험 하였을 때 반성하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타인과의 문제해결’ 기

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처음 승마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학생들은 무거운 안장은 들지 않으려

고 하거나, 귀찮은 일들을 다른 친구에게 미루려고 하는 등 책임감이 부족

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거나 

서로 협동하지 않아 지도 교관에게 꾸중을 듣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하지

만 지속적으로 승마수업에 참여함에 따라 청소년들은 자신이 기승하는 말

과, 사용하는 마구 등을 정리하고 다루는 과정과 같이 자신이 해야 할 역

할을 알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짐으로써 함께 승마를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지는 현장노트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마필을 관리하고 기승하는 도중

에 실수를 하게 될 경우, 다른 학생들에게 자신의 잘못은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보였다. 학생들은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잘못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짐으로써 타인과의 문제해결 라이프 스킬을 습득 할 

수 있었다.

배격려와 이예절은 함께 프란지를 타게 되어 안장과 굴레 등 마

구를 장안하기 위해 가져왔다. 격려보다 힘이 쎈 예절이는 무거

운 안장을 들고 와서 수장터에 서 있는 말 옆에 기다란 봉 위에

다가 비스듬히 올려놓았다. 이를 본 격려가 “야, 그렇게 놔두면 

안장 떨어져.”라고 하였다. 하지만 움직이기 귀찮은지 예절이는 

“괜찮아.”라며 격려의 말을 못 들은 척 하였다. 하지만 조금 후 

안장이 털썩하고 수장터의 울퉁불퉁한 바닥으로 떨어졌고, 가죽

으로 만들어진 안장의 끝부분은 바닥에 긁혀 상처가 여기저기 

났다. 이 때 수장터로 들어온 부교관은 격려와 예절이에게 “누가 

안장을 바닥에 놔두래요. 잘 관리했어야지. 안장이 상하면 기승

할 때 말도, 사람도 불편해요.”라며 따끔히 혼을 내었고, 예절이

는 머리를 긁적이며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안장 관리 했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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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나 때문에 미안.”이라며 미안함과 반성하는 마음을 표현 하

였다.  
(2012. 09. 현장노트)

  셋째, 승마 교육을 통해 배운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은 승마장 

울타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공동체 안의 친구관계에서도 긍정적

으로 적용되어 나와 타인과의 관계 영역에서 ‘문제해결’ 라이프 스킬로 

이어졌다. 아래의 면담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을 또래와의 승마 활동을 통해 배우면서 ‘사회적으

로 가져야 할 책임감’, ‘또래 관계 안에서 필요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

었다. 승마 프로그램에서 배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은 학교에서 다

른 또래와의 활동에서도 적용이 되었다고 하였다. 

승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책임감을 배웠어요. 말을 준비할 때 

제가 잘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실수를 했을 때 내 잘못이

라는 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

에서 그룹 활동을 했을 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친구들에

게 미안하다고 용기 있게 말 할 수 있었고, 책임감을 가지게 되

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말 안하고 모르는 척 하고 그랬거든요.
(2012. 11. 정다정 학생 심층면담)

  이렇듯 청소년들은 승마를 통해 ‘나와 타인의 관계’ 영역에서 배려와 

솔선수범, 협동하는 자세, 타인과의 긍정적 대인관계를 배움으로써 ‘타인 

이해’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승마 운동 시 함께하는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타인 존중’기술, 스포츠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고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대인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승마를 통해 극복하면서 

‘문제 해결’ 라이프 기술을 습득 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배운 라이프 

스킬을 승마장 밖, 자신의 일상생활에 전이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은 프로그

램의 참여 전과 후에 자신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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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나와 타인의 관계’ 영역에서의 라이프 스킬 습득

  (3) 나와 공동체의 관계 영역

  

  ‘나와 공동체의 관계’에서 나타난 라이프 스킬로는 첫째, 여러 명이 

함께 강습을 받을 때 선두마(先頭馬)로 나서면서 라이프스킬로서의 호스 

리더십과 선두마를 뒤에서 잘 따르며 리더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해 주는 

팔로워십이 있다. 둘째, 청소년 승마단 안에서 필요한 기본 예의범절을 익

힘으로써 단체 생활 규범을 익힐 수 있는 라이프 스킬 습득이 있다. 마지

막으로, 청소년 승마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큰 승마 

공동체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과 단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라이프 스킬

이 있다. 

  가. 리더십과 팔로워십

  나와 공동체 관계에서 학생들은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습득 할 수 있

었다. 청소년 승마 클럽은 지도 교관과 기승자가 1대 1로 강습을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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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10명의 학생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승마 수업을 받는 형식

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공동체 안에서 리더가 되기도 하고 팔

로워가 되기도 하며 리더십과 팔로워십 이라는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였다.

  첫째, 공람마술(供覽馬術)과 같이 단체가 함께 일렬로 줄지어 기승할 때, 

제일 앞에 위치한 선두마에 기승할 경우 적정한 속도를 유지하여 뒤의 말

들이 잘 따라 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중간에 갑자기 멈추거나 

속도가 빨라져, 뒤의 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역

할을 지니게 된다. 아래의 면담자료는 매 차시마다 경우에 따라 자신이 선

두마의 역할을 하게 될 경우 학생들은 말 위에 기승해있는 동안 자신을 따

라오는 다른 기승자와 그들의 말까지 이끄는 호스 리더십을 배울 수 있었

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신의 말만 잘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

체의 상황과, 여러 마리의 말과 기승자들이 한 공간에서 운동하면서 복잡

하게 얽힐 수 있는 공람마술 연습을 고려하여 올바른 리더십으로 승마 공

동체 전체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공동체의 단합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승마를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것은 리더십인 것 같아요. 만약

에 제가 선두에 서 있는데 제 말을 잘 못 이끌고 중간에 멈춰 

버리면, 제 뒤에 따라오는 기승자들이 타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전체가 한꺼번에 일렬로 줄지어 가거나 원을 그릴 때 선두는 자

신 뿐만 아니라 앞, 뒤 말과 친구들, 그리고 저 멀리서 혹시나 

못 따라오는 친구들까지 다 챙겨야 해요. 그 때 리더십이 생겨

요. 그래서 다른 게임이나 공부 할 때에도 학교에서 못 하는 친

구들,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잘 따라오는지 계속 보면서 제가 

이끌어가려고 하게 되요.
(2012. 11. 배격려 학생 심층면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라이프 스킬 중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리더십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선두에서 지휘하고 이끌어가는 역할로 

청소년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승마를 통해 호스 리더십을 배운 학

생들은 이러한 리더십이 단순히 높은 위치나 선두로 섰을 때 명령하는 것

이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생각하고, 모든 것을 공동체가 함께 수행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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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 나가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리더십의 개념’을 확장하였다. 

제가 원래는 리더십이 명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리더십을 승마를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선두마를 

탔을 때 자기 혼자만 앞으로 빨리 나가면 뒷 말이 따라오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간격을 맞춰주면서 다른 친구들과 말

을 생각해줄 때 리더십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리더십은 승마를 하는 친구들과 모든 것을 같이하고 함께 이끌

어 나가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마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리더십의 개념이 바뀐 거예요. 
(2012. 11. 윤믿음 학생 심층면담)

  위의 심층면담에서 연구 참여자인 한 학생은 승마를 배우면서 리더십이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과 모든 것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리더십의 

개념을 정의 내렸다. 수동적이고 권위적으로 받아들였던 리더십의 개념이 

능동적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끌어가는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로 인식

되며 문제해결 라이프 스킬로 습득된 것이다.

  둘째, 리더십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또래 기승자들과 함께 승마 수업

을 받으면서 팔로워십이라는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었다. 아래의 면

담 자료는 청소년이 승마 프로그램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릴레이 경기를 

하는 도중 호흡을 맞추고 잘 못하는 친구를 응원해주는 과정에서 팔로워십

을 배운 것을 보여준다.

오늘 릴레이 경기를 친구들이랑 했어요. 그런데 하다보면서 콘을 

돌아서 오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것을 속보로 하려니까 더 힘들

었었어요. 그래도 같은 팀 애들이랑 어떻게 하면 호흡을 맞춰서 

운동하는지 배웠어요. 잘 못하는 친구도 응원해주고요.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 때, 예전엔 같은 편 아이들이 잘 못하면 화가 나

기도 했는데 이제 같이 힘내라고 격려하고 응원해 줄 거예요.
(2012. 11. 이열심 학생 심층면담)

  또한, 리더십과 마찬가지로 공람마술과 같이 일렬로 줄지어 방향을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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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원을 그리는 것과 같은 기승을 할 때, 학생들은 앞의 말을 따라가고, 

앞의 기승자가 실수를 하더라도 격려하며 기다리는 과정에서 팔로워십을 

배울 수 있었다. 여러 말이 함께 운동할 때 일렬로 줄지어 따라가며 공람

마술과 같은 형태의 운동을 할 때에 리더는 한 명 뿐이지만 그 뒤의 모든 

기승자와 말은 팔로워가 되기 때문에 리더십만큼 팔로워십이 중요한 스포

츠가 승마라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뒷 따라오는 기

승자의 심정을 맛보고, 체험하며 팔로윙 라이프 스킬을 알아가고 있었다.

말을 탈 때 제가 항상 앞에 선두를 서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주로 뒤에서 따라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선두마를 탄 사

람이 항상 똑바로 가는건 아니에요. 가끔 원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갑자기 멈추기도 해요. 그 때 짜증내고 못한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그 말이 똑바로 앞으로 갈 수 있게 뒤에

서 기다려줘요.  
(2012. 11. 정다정 학생 심층면담)

  이와 같이 청소년은 승마클럽 안에서 또래와 함께 운동하며 리더십과 팔

로워십을 습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승 시 선두로 다른 학생들과 말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선두마 역할은 주로 기승술이 좋은 학생들이 하는 편

이었다. 선두마 역할의 기회를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골고루 주었다면 수

업 시간 동안 함께 운동하는 또래와의 공동체 안에서 리딩 기술과 팔로윙 

기술을 좀 더 잘 습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단체생활 규범 익히기  

  

  청소년은 승마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

는 과정에서 ‘단체생활 규범 익히기’ 기술을 습득 할 수 있었다.

  첫째, 청소년들은 승마를 통해 조직 생활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예의범

절을 배움으로써 ‘단체 생활 규범 익히기’에 관련된 라이프 스킬들을 배

울 수 있었다. 아래 면담자료에서 청소년은 승마장 안에서 인사 예절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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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승마인이 가져야 할 기본자세 중 하나로 승

마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또래 친구, 지도교관, 다른 승마인들과 함께 생활

하는 데 있어 갖추어야 할 기본예절이다.

승마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인사하라고 교관님이 가

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자꾸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도, 학교에서도 습관화가 되어서 인사

를 더 잘하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예의범절을 더 배우게 된 

것 같아요. 
(2012. 11. 문소망 심층면담)

  둘째, 청소년은 자신이 사용한 안장과 마구를 사용한 뒤 제자리에 두는 

것과 같이 승마장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면

서 단체 생활 속에서 개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 규범을 배울 수 있다고 하

였다. 

승마를 하면서 사람들과 지내는데 필요한 규칙 같은 것을 배웠

어요. 승마장에서 말을 타고 나서 우리가 사용한 안장이랑 마구

를 제 자리에 놔둬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닦아서요. 원래 가져온 

자리에 안 놔두고 아무데나 놔두면 다음에 사용하는 사람이 찾

는데 힘들잖아요. 혹시 읽어버리면 친구들이 사용 못할 수도 있

으니까 제자리에 바로 갖다놔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사용하면 

제자리에 놔두고 또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규칙 같은 거를 잘 따

르려고 신경 쓰게 되요.
(2012. 11. 배격려 심층면담)

  셋째, 청소년들은 그룹으로 진행되는 청소년 승마 클럽에서 운동을 배우

며 ‘협동심’이라는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었다. 아래 면담자료에서

와 같이 청소년들은 승마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협동하는 자세’를 꼽았다. 말과 교감을 하면서 기승자가 운동해야 한다

는 기본적인 특성과 더불어, 10명의 청소년이 동시에 마방에서 말을 수장

터로 데리고 나와 기승을 준비하고 기승 시 호흡을 맞추면서 또래 친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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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하는 과정이 매 수업시간 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면담자: 승마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다른 

스포츠랑 비교해 보았을 때요.
정다정: 수영, 태권도는 혼자 힘들게 해야 되는 것인데 승마는 

말들과, 친구들과 더 협동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 같

아요.
이열심: 협동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면담자: 왜 협동이 다른 더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이열심: 말하고 교감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 하니까요. 혼자 하

는게 아니라, 말하고 나의 관계도 생각하고 같이 배우는 

친구들 사이에서 필요한 협동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저 

혼자서는 타는 것 부터 정리하는 것 까지 힘들잖아요.
(2012. 11. 정다정, 이열심 그룹 심층면담) 

  이와 같이 혼자서만 준비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단체 생활 속에서 함께 마필을 솔질하고, 마구를 관리하면서 청소년들은 

공동체 활동 시 필요한 의식인 협동심과 더불어 좁은 그룹 안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기본 예의범절을, 넓게는 승마가 이루어지는 승마장 안의 분위

기에 익숙해져 가며 승마인 이라는 단체 안에서 익혀야 할 규칙들을 배워

가고 있었다. 

  다. 희생과 봉사

  나와 공동체의 관계 영역에서 개발된 라이프 스킬에는 ‘희생과 봉사’

가 있다. 여기에는 공동체 안에서 또래 기승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희생정

신과 자신이 승마를 통해 습득한 기술을 재활승마와 같이 다른 승마 교육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포함된다. 

  첫째, 승마 프로그램 안에서 함께 운동하는 말(馬)들은 대체로 온순하고 

청소년들이 다루기 쉬운 마필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말마다 제각각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장안을 하기에 힘들거나 기승하기에 까다로운 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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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타야할 경우도 있었다. 다음의 면담자료에서 한 청소년은 수업 후반 부 

자신이 타고 싶은 순한 말을 아직 기승술이 자신보다 능숙하지 않은 다른 

친구에게 양보하면서 희생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프란지랑 아일4)은 탈 때 순하고 말도 잘 들어요. 그래서 저도 

말 탈 때마다 그 두 마리 중에 타고 싶어요. 그런데 교관님이 오

늘 누구 타고 싶냐고 물어보면 저보다 아직 말을 잘 못타거나 

속도가 조금 빠른 말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먼저 순한 말을 타

라고 양보해줘요. 말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친구들이 낙마 같은 

것 안 하고 좀 어려운 말도 잘 탈 때까지 타고 싶은 말 탈 수 

있게 몇 번 정도는 희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하

기 싫은 일도 다른 친구들에게 미루기보다 희생해서 하면 모두

한테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2012. 11. 조희망 심층면담)

  둘째, 나와 공동체의 관계 영역에서 개발된 라이프 스킬에는 봉사 활동

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는 기술이 있었다.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몇몇 학생은 재활승마 교육 현장에 자원봉사자

로 활동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한 학생은 ‘나와 말과의 관계’,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 필요한 라이프 스킬을 개발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

가 자신이 습득한 승마관련 지식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청소년은 

재활승마라는 또 다른 승마 교육현장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위해 마필을 준비하고, 재활승마 수업을 도와주는 등 자원

봉사를 실천하였다. 

청소년 승마 프로그램이 지난 주로 끝이 났다. 하지만 연구자는 

희망이를 이번 주말에도 승마장에서 볼 수 있었다. 마복(馬服)을 

갖춰 입고 승마장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는 희망이에게 “희망아, 
오늘은 무슨 일로 왔니?”라고 물으니 “재활승마 자원봉사 하러 

왔어요!”라고 신나게 대답을 하였다. 희망이는 재활승마에 쓰이는 

4) 승마장에서 승마 클럽 수업 시 청소년들이 기승하는 하프링거 종의 말(馬)로 프란지, 아일
이라는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기승하는 12마리의 말 중 성격이 온순한 
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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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게 안장을 올려야 한다며 예의바르게 인사를 하고는 수장터

로 걸어갔다. 잠시 후 재활승마 현장에 찾아가보니 희망이는 자

신이 장안한 재활승마용 말과 함께 걸으며 수업 때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안전히 말에 기승할 수 있도록 말에게 평보를 시켜주고 

있었다.                                
(2012. 12. 현장노트) 

  하지만 ‘나와 공동체의 관계’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재능을 기

부하는 라이프스킬은 소수의 학생에게서만 한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승마 프

로그램에 참여한 나머지 학생들은 자신과 공동체의 관계를 생각하기보다 

‘기승자와 말’, ‘기승자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만 라이프 스킬을 습득

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8> ‘나와 공동체의 관계’ 영역에서의 라이프 스킬 습득

  이와 같이 청소년은 또래들과 함께 승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였다. 습득한 라이프 스킬은 ‘나와 말과의 관계’라

는 승마라는 독특한 스포츠 안에서 동물과 기승자가 만나 기승술 이상의 

것을 학습하는 토대 위에서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공동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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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영역으로 범주화 되었다. 

  영역별로 나타난 라이프 스킬을 관계표로 도식화 하여본 결과,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와 말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공동체의 

관계’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각각의 영역 안에서 청소년들이 승마를 통해 

습득한 라이프 스킬들을 나열 할 수 있었다. 세 영역은 분절적으로 각 영

역 안에서 독특한 라이프 스킬들을 학습 할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나와 말의 관계’를 토대로 하여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공동체의 

관계’로 승마 교육을 통해 배운 말에 대한 이해, 말에 대한 보살핌, 말과 

함께 위기대응을 바탕으로 더욱 분화된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9> 영역별 승마를 통한 라이프 스킬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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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나와 말의 관계 영역

말에 대한 이해
Ÿ 인내
Ÿ 끈기
Ÿ 감정 파악

말에 대한 보살핌
Ÿ 배려
Ÿ 개인적 책임감

말과 함께 위기대응
Ÿ 용기
Ÿ 상황대처

나와 타인의 관계 영역

타인 이해

Ÿ 배려
Ÿ 솔선수범 
Ÿ 협동
Ÿ 긍정적 대인관계

타인 존중
Ÿ 의견 존중
Ÿ 경청

타인과의 문제해결
Ÿ 대인관계 스트레스 극복
Ÿ 반성하는 자세
Ÿ 역할에 대한 책임감

나와 공동체의 관계 영역

리더십과 팔로워십
Ÿ 리딩 기술
Ÿ 팔로윙 기술

단체생활 규범 익히기
Ÿ 인사예절
Ÿ 규칙준수
Ÿ 협동심 

희생과 봉사
Ÿ 희생정신
Ÿ 재능기부

  개별 영역 안에서 다양한 라이프 스킬이 습득되기도 하였으며 승마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나와 말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공동체의 관계가 

수업 시간 중 끊임없이 나타남으로 인해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라이프 스

킬이 지속적으로 형성 되었다. 이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라이프 스킬을 습

득 할 때 활동의 배경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승마를 통

한 라이프 스킬의 습득은 말(馬), 또래 친구, 지도자, 승마 공동체가 유기적

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영역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다양한 라이프 스킬이 습득 되

었으며 앞에서 언급된 라이프 스킬들은 아래 표에 상세히 제시하였다. 

 표 15. 승마를 통한 라이프 스킬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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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라이프 스킬의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와 말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공동체의 관계 영역을 통하여 

청소년은 승마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라이프 스킬들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렇게 습득된 라이프 스킬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는 현재 청소년 승마를 지도하는 교관의 교육 커리큘

럼과 교육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는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대안적 호스

맨십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 

더 나은 청소년 승마 교육을 위해 지향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 말(馬)과의 교감

  다른 스포츠에서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여 활동을 하는 것과 달리, 승마

에서는 생명체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정, 의식, 생각을 할 수 있는 말과 

함께 운동한다. 따라서 기승자는 말과의 교감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배

우며 종국에는 라이프 스킬의 습득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교감은 크

게 기승 시 부조 이해의 교감, 정서적 교감, 타기승자·말과의 교감, 세 가

지로 나뉜다. 

  첫째, 기승 시 부조 이해의 교감은 기승자가 말 등 위에서 하고자 하는 

기승술을 말에게 잘 전달하여 말이 자신의 명령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는 부조 이해의 교감이다. 아래의 면담자료에서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말

과 교감을 나누며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 말에게 부조를 이해시키

기 위해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승마라는 스포츠의 특성

상 기승자나 말, 둘 중 한 쪽의 능력치만 뛰어나다고 해서 기승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

을 때 기승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과 소통하는 ‘교감’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기승자들은 

다양한 라이프 스킬들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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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승마를 배우기 전에는 끈기가 별로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해

도 끈기가 없고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승마를 배우니까 끈기가 

갑자기 생긴 것 같아요. … 제가 저번에 메리를 탔는데, 메리가 

잘 안가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보내는 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계

속해서 해봐야겠다는 끈기를 가지고 메리를 보내려고 했어요. 제
가 다리를 너무 약하게 써서 잘 안 나가는 것 같았어요. 박차를 

넣고 고삐를 좀 약하게 쥐었더니 메리가 앞으로 나갔고 ‘포기하

지 않고 끈기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2013. 11. 김배려 학생 심층면담)

  둘째, 청소년들은 살아있는 생명체인 말과 정서적 교감을 통해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래의 면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인 청소년은 승마 운동 시 자신이 기승하는 승용마와 교감을 

나누고, 그에 따라 기승술을 배우면서 협동심을 말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승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협동심 부분은 말로부터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말과 기승자가 협동이 되지 않으면 말이 앞으

로 잘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말과 협동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고 시선도 앞을 봐야지만 돼요. 또 기승할 때 말고도 말이 원하

는 것을 알려면 정서적 교감이 필요해요. 뭐 어떤 걸 싫어하고 

좋아하는지 알려면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말의 생각을 느끼고 

이해해야해요. 
(2012. 11. 윤믿음 학생 심층면담)

  마지막으로, 기승자는 단체 승마교육을 받으면서 자신의 말에만 신경쓰

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승자, 또 그 기승자들이 타고 있는 말의 행동에도 

집중하며 교감을 하는 과정에서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의 면담자료에서 청소년은 자신이 기승한 말을 컨트롤 하는 과정 중에 

다수의 말이 일렬로 운동을 할 때 선두마에 타 있으면서 자신의 말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이 기승한 말과의 교감에도 신경을 쓰는 과정을 통해 

리더십이라는 라이프 스킬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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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통해서 리더십을 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제가 다

른 사람들과 같이 탈 때 뒤에 있는 말을 타고 있을 때, 앞에 가

는 말이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자꾸 그러면 안 되잖아

요. 저는 제 말을 잘 컨트롤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싶을 때가 있

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앞에 선두 말에 타 있다고 생각하면 뒷말

을 잘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뒤에 있을 때 앞의 말이 

잘 안가면 짜증나는 것을 이해해 줘야하니까요. 앞에서 말을 타

고 기승한 사람은 항상 뒤의 말을 생각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통해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2012. 11. 배격려 학생 심층면담)

  즉, 승마는 생명체와 함께하는 스포츠라는 특성상 교육 방법, 지도 교관

의 교육철학, 학생 개개인의 성향만큼 말(馬),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학생

들에게 교감을 통한 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말과의 교

감은 기승 시 기승자의 명령을 잘 전달하기 위한 부조 이해의 교감, 생명

체와의 상호작용 시 필요한 정서적 교감, 또한 타 기승자와 그들이 기승하

고 있는 말과의 교감이 승마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청소

년들의 승마를 통한 라이프 스킬 개발의 한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림 10> 말과의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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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또래친구와 승마인으로서의 상호작용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승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연구 참여

자 10명 모두가 기승 준비가 되었을 때 기승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기

승 후 모든 학생들이 마필 및 마구 정리를 끝냈을 때 비로소 그 날의 강습

이 끝났다. 학생들에게 승마는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고, 말 위에서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승마인으로서 함께 운동하는 기

승자를 위해 배려하고, 또 배려 받으면서 말이라는 매개체를 가운데에 두

고서 또래 친구와 긍정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는 것으

로 인식되었다.

승마를 통해서 배려하는 법을 배웠는데 여기에는 친구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제 할 일을 다 했다

고 해서 노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은 친구들을 도

와주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배려심 같은 부분에 있어서

는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거나, 내가 친구들을 도와주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2012. 11. 윤믿음 학생 심층면담)

  학생들은 각기 다른 지역의 학교에서 온 낯선 친구들과 함께 승마 프로

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라이프 

스킬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였다. 청소년 승마 프로그램의 특성 상 기승자 

한 명과 지도교관이 일대일로 개인 강습을 하는 것 보다 다수의 기승자와 

승용마, 그리고 그 안에서 지도자가 단체 강습을 하면서 학생들은 또래친

구들과의 승마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라이프 스킬을 습득 할 수 있었다. 

말을 처음 타 보는 시점부터 기승에 익숙해져가고, 마필 관리 및 마구 정

리와 같은 전반적인 승마 수업에 또래와 함께 적응해 가면서 학생들은 서

로 돕고, 이끌어주며 이해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행동을 보였다. 

  인터넷 게임 중독,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인한 대인관계의 단절,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문제들로 인해 자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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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생각하던 학생들에게 승마 프로그램의 단체강습은 자신의 기승에만 집

중하기보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친구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렇게 학생들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배우는 라이프 

스킬들에 대해 ‘내적만족’을 느꼈고 이는 승마장 밖의 세상에서도 적용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11> 또래 친구와의 승마 활동

제가 평소에 인사를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교관님이 인사를 시

키셔도 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랑 다르게 몇몇 친구들은 

지나가는 교관님들이나 사람들에게 열심히 인사를 잘 하더라고

요. 그것을 보니까 저도 친구들처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 인사를 열심히 하게 되고, 교관님도 반복해서 예의범절 지키

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시키셔서 저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2012. 10. 문소망 학생 심층면담)

  승마 수업 속에서 ‘또래’라는 존재는 학생들에게 함께 승마를 배우며 

서로 도와줘야 할 존재를 넘어서 서로의 행동을 존중하고 본받아야 할 롤

모델(role model)의 역할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또래의 올바른 행동을 보고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들을 고쳐

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났다. 위의 면담자료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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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직위)

교육
경력

기승
경력

교육적
가치관

승마를 통한 
라이프 스킬 

습득

지도 자격증 및 
경력

김사랑
(지도교관)

5 15
두려움 없이 편안함을 

주는 승마
말에 대한 이해, 

문제해결

엘리트 경기 다수 
입상

경기지도자 2급

김으뜸
(부교관)

2 5
승마인이라면 갖춰야 

할 규칙 준수하기
말과 타인에 
대한 이해

생활체육 입상

안인내
(부교관)

2 5
생활체육으로서의 

승마 
말에 대한 

이해와 보살핌
생활체육 입상

생활체육 지도자

정은혁
(조교)

1 3
협동이 시작이자 끝인 

승마
긍정적 

대인관계
승마지도사

생활체육 경기참가

는 지도교관의 예의범절에 대한 지도로 인해 그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또래친구들의 인사하는 모습, 예의바른 행동들을 통해 자신도 

그러한 태도를 몸에 익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승

마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그룹이라는 비형식적 소집단 안에서 청소년들이 

승마장이라는 독특한 공간 안에서 또래 문화를 만들고, 이러한 문화 속에

서 예의범절, 배려심과 리더십과 같이 올바른 사회화를 형성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라이프 스킬을 익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또래집

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격을 형성해 나가고 승마를 배운다는 공통된 배

경 속에서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3) 승마 지도자

  청소년 승마 프로그램 안에서 이를 지도하는 교관은 주교관 1명과 부교

관 2명, 그리고 조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각각의 교관들은 자신의 교

육적 가치관에 따라 청소년을 가르치고자 하였으며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5년까지의 청소년 승마 지도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승마 프로그램은 지도

교관의 교육적 가치관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부교관은 지도교관의 교육방

법을 지지하며 학생들을 함께 가르쳤다.      

 

표 16. 승마지도자의 교육 배경



- 112 -

  지도 교관은 이 전에도 5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청소년을 대상으

로 승마를 가르쳐왔고, 자신 역시 청소년 시절부터 15년간 승마를 배웠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두려움 없이 편안함을 

주는 승마를 가르치고자 하였으며 자신 역시 청소년 시절 승마를 통해 끈

기와 인내심을 기르는 속에서 ‘말에 대한 이해’, 말의 감정과 기분을 알

아가고 주변을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이라는 라이프 기술을 

배웠다고 하였다. 

저는 승마를 통해 라이프 스킬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했던 프로그램이 타는 시간 앞, 뒤의 준비하는 과

정, 정리하는 과정에서 말 손질하고 말 꾸미기, 정리하기 등을 

통해서 말을 관리하기 위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키우고 그

러면서 섬세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신경도 쓰게되

고, 미적으로 말을 예쁘게 꾸미는 갈기와 꼬리 관리 등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다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의성이 생기

는 것 같아요. 말이 다치거나 상처가 가볍게 났을 때 치료할 때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배려심, 관심, 
애정이 생길 것 같아요.
                           (2013. 1, 김사랑 교관 심층면담)

  말 위에 기승해 있는 시간보다, 마필을 관리하고 기승을 준비하는 시간

을 충분히 가짐으로써 지도교관은 다양한 라이프 기술을 배울 수 있었고, 

지금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 역시 기승보다 편안함 속에서 승마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육 시 기승 전·후 1시간씩은 마필을 

관리하고 마구를 정리하는 등 ‘말 위’가 아닌 ‘땅 위’에서 말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승마의 교육적 가치를 가르치고자 하였다.

기승 전 말 수장 도구와 기승 시 필요한 안장과 굴레를 닦고 깨

끗이 관리를 하기 위해 수장터로 청소년들이 모였다. 지도교관

의 지시에 따라 1인당 1개씩 스펀지를 손에 들고서 비눗물을 묻

혀 각종 승마 장비들을 닦고 있다. 배격려가 “아! 손 시려워. 닦
는 순서를 잘 모르겠어요. 손 시려워요. 어차피 다시 다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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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자 이어서 정직한이 “일
주일에 한 번씩만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2012. 7. 현장노트) 

  위의 현장노트에서 볼 수 있듯이 수업 초반에는 청소년들이 마필 도구를 

왜 관리해야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또 사용할 장비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매일 깨끗한 옷을 입고, 먼지가 쌓인 물건 옆에 가면 재채기를 하고 질병

에 걸릴 수도 있듯이 말이 사용하는 모든 장비, 마체(馬體)는 청결함을 유

지해야 한다. 수업 초반부터 계속해서 정리정돈 및 말을 위해 수장도구와 

말을 깨끗이 씻겨줘야 한다고 부교관이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언급하자 학생들의 태도가 점차 변하였다. 수업 중반기쯤에는 말의 배설물

도 친구들 사이에서 솔선수범하여 치우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이 맡은 일

을 끝내고 나서는 친구들도 도와주는 자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림 12> 마구와 마장 청결 유지

  이어지는 면담자료에서 지도교관은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들

에게 마구와 마필 관리를 깨끗이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용한 것을 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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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갖다 두고, 또 운동 후에 자신이 기승한 말을 깨끗이 닦아줄 것을 매 

수업시간마다 언급하여 학생들이 정리정돈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

다. 이는 말에 기승하지 않을 때에도 청소년들이 정리정돈을 통한 책임감

과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심, 목표하고자 한 바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노

력하는 끈기를 배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교관님이 아이들에게 깨끗하게 닦으라고 구체적으로 말로 이야

기 해주시니까 제가 정리정돈을 좀 더 습관화 하게 된 것 같아

요. … 끈기를 가지는데도 교관님이 영향을 미치셨어요. 저번에 

메리 탔을 때 제가 채찍을 들고 때렸는데도 메리가 안 갔어요. 
그래서 교관님이 조금만 더 세게 때리고, 다리에 힘을 주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포기하지 않고 교관님 말씀을 듣

고 계속 여러 번 시도했더니 메리가 앞으로 나갔어요. 
(2012. 11. 김최고 학생 심층면담)

 아래의 현장노트에서 볼 수 있듯이, 지도교관은 말과 기승자의 관계에 

있어서 말 위에서 갖추어야 할 기승자의 리더십을 강습 시 자주 언급하며 

끈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승자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말이 기승자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올바른 부조를 사용함과 동시에 말이 이해할 때까지 시도하도록 

끈기와 인내심을 가질 것을 학생들에게 지도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은 아직 

미숙한 기승술 때문에 말 위에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았는

데, 지도 교관은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노력 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격

려를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김사랑 교관은 말이 앞으로 나가지 않자 포기하려 하는 학생들

에게 “얘들아, 말 위에 기승해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고 

했어! 말은 로봇이 아니야. 말은 알아서 다 해주지 않아. 가만히 

생각만 하고 앉아 있으면 말은 아무것도 이해 못해.”라며 말 위

에서 기승자의 노력을 강조했다. “다정아 정지해.”라고 말했지만 

다정이가 말을 정지시키지 못 하고 앞의 말을 계속 따라가자 “다
정아, 말이 서지 않을 때에는 끝까지 고삐를 당겨야지. 멈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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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끝까지 당겨. 더 당겨봐. 더 당겨.”라고 다정이에게 수 차례 

지시하며 말이 기승자가 원하는 것을 이해 할 때까지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지도하였다. 
(2012. 11. 현장노트)

  지도 교관은 자신부터 정성을 다해 마필을 관리하고, 마구 및 주변 정리 

정돈을 꼼꼼히 하는 자세로 학생들에게 시범보이면서 학생들에게 배우고 

닮아가야 할 모델로서 인식되었다. 이는 지도교관 역시 자신의 청소년기 

승마운동에서 다양한 라이프 스킬 덕목을 습득하였기 때문에 무의식중에 

이를 자연스럽게 자신의 강습 안에서 지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라이

프 스킬을 가르치기 위한 교관의 의도된 교육적 접근이 아니라, 자연스러

운 강습의 흐름 안에서 말을 보살피고 마구를 정리하는 과정을 지도하는 

소극적 접근에 의해 라이프 스킬이 습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 지도교관의 마필관리 시범 및 지도

  이와 같이 크게 세 범주인 라이프 스킬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크게‘말’, ‘또래’, ‘지도교관’이 청소년 승마 수업을 연구하는 과정

에서 도출 되었다. 또한 이러한 세 요인은 승마 수업 속에서 각 요인별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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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청소년들(기승자)이 라이프 스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를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 요인인 ‘말’의 경우, 기승 시 말이 기

승자의 부조를 이해하는 것을 익히는 과정 속에서 말과 정서적 교감을 나

누고, 더 나아가 다른 기승자와 그 기승자들이 타고 있는 말과의 교감 속

에서 라이프 스킬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말과 1대 1로, 또 

기승자와 지도자가 1대 1로 수업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승마 클럽’이

라는 단체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번째 요인인 ‘또래’에서는 승마 클럽에 참여하면서 학

교, 학원에서 알지 못했던 새로운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보다 잘 하는 

친구들이 롤모델이 되며 승마를 배운다는 독특한 또래문화 속에서 다른 친

구들과 함께 단체 수업을 받으며 라이프 스킬을 형성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지도교관의 ‘교육적 가치관’이 학생들이 단순히 말을 잘 타

는 기승술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배우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말 등 위에 있는 시간보다 기승을 준비하고 말 등에 안장을 올리

는 장안과 말을 씻기고 관리하는 수장을 하면서 말과 함께 하는 시간을 수

업 안에서 기승자들이 시간을 보낼 때, 소극적이긴 하지만 지도자의 적절

한 자극과 격려가 승마 수업 시 자연스럽게 나타나면서 청소년들은 라이프 

스킬을 형성 할 수 있었다.

<그림 14> 라이프 스킬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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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라이프 스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말’, ‘또래친구’, ‘지

도교관’을 도식화 해 보면 위의 <그림 14>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이상 승마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라이프 스킬 습득과정을 살펴본 결과, 

말과의 교감, 또래친구와의 상호작용, 지도교관의 라이프 스킬 덕목에 대한 

언급 등, 승마장이라는 청소년 승마교육 현장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조건

과 환경, 교육이 복합적으로 청소년들의 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쳤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승자가 일방적으로 지도교관, 또래친구, 말

(馬)로부터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였다기보다, 영향을 미친 정도가 다르기는 

하나 모든 하위 요소가 쌍방향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그 상위 개념으로 

라이프 스킬이 습득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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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대안적 청소년 승마 교육       

   프로그램

 

  청소년 승마 참여를 통하여 학생들은 기승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라이프 스킬을 자연스럽게 습

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에서의 청소년 승마 수업은 라이프 

스킬의 습득이 승마 교육의 주된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승술 습득에 

초점이 맞춰진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스포츠의 기술 측면만 배우는 

일차원적인 승마 교육을 넘어서서 기승술 및 신체활동과 더불어 승마 관련 

지식, 정서적 영역 모두를 아우르는 총괄적인 프로그램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호스맨십을 토대로 하여 라이프 스킬 개발을 목적

으로 구체화한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목표, 내용 및 방

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대안적 청소년 승마 교육 프로그램의 토대

  (1) 삼박자의 어우러짐: 승마기술, 승마지식, 승마정신

 

  호스맨십은 기초에서 고급까지 다양한 승마술을 배우는 것부터 마필관

리, 말과의 정서적 교감, 마방 및 마구관리 등 기승하는 말과 지상에서부터 

말 등 위에서 행하는 모든 것으로 기승자와 말 사이에 필요한 정신과 능

력, 기술을 의미한다(Goodnight, 2008; Goodwin, McGreevy, Waran & 

McLean, 2009). 따라서 청소년 승마프로그램이 참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호스맨십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첫째, 기승술 및 신체활동 영역, 둘째, 승마

인(equestrian)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말과 관련된 지식으로 말의 다양한 

행동별 특성과 의미, 말의 조상과 쓰임새에 관한 역사, 마필 및 마구 관리

와 장안 하는 것에 대한 순서와 정리법, 말의 건강 및 사양 관리 등, 셋째,  

승마를 통해 기승술 이상의 교감, 동물애호심 등을 기를 수 있는 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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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모두를 포괄하는‘호스맨십(horsemanship)’승마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호스맨십 교육이란 동물과 함께 하는 스포츠라는 승마의 특수성, 이를 

지도하는 지도자, 함께 승마를 하는 또래 기승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자

의 의도적인 승마교육 활동이다.

<그림 15 > 청소년 승마교육의 구성 요소
   

  (2) 지도자의 교육적 신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우연이 아닌 교육적 신념으로”

  현재 청소년 승마를 지도하는 교관들의 대부분은 생활체육 자격증, 경기

지도자 자격증, 승마지도사 자격 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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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교육 프로그램 및 과정에서 승마의 기승술, 마필에 대한 지식은 시험

을 보지만 지도자의 교육적 가치관, 신념에 대해서는 시험이나 교육이 이

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각각의 교관들은 자신의 신념 아래에 수업

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승마를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는 승마교육을 호스

맨십의 구성 요소인 승마관련 지식, 기승술 및 신체활동, 정서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지금까지 레저 스포츠

로서 승마는 많은 발전을 해 왔고 잘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마인은 이렇게 승마 교육 시 이루어져야 할 호스맨십을 

구분하기 전에 승마라는 스포츠를 총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기승술과 

신체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아무래도 지금 청소년 학생들은 딱 엘리트 선수에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 같은 것을 

승마를 통해서 익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하는 승마교육도 청소년을 만드는 목적도 거기에 두어야 되

지 않을까 싶어요. 올바른 생활습관, 정리정돈이며 말을 대하는 

매너, 다른 사람과 같이 운동하는 매너 등을 여기서 지키다 보

면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하는 것이 

쌓이다 보면요. 지도자가 의도적으로 그런 영역들을 가르치고 

많은 시간이 쌓여야 한다는 거죠. 
(2012. 11. 김사랑 교관 심층면담)

  위의 면담자료에서와 같이 본 연구자가 참여 관찰을 하였던 청소년 승마 

프로그램의 지도자는 기승술도 중요하지만 삶에 필요한 기술을 승마를 통

해서 익히도록 하는 것이 청소년 승마 교육의 목적이라고 심층면담 시 언

급하였다. 이는 소수의 엘리트 승마 교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청소년들

은 진학을 위해서나 대회 입상을 목표로 승마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

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기승자에게 호스맨십이 총체적으로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승마 관련 지식(cognitive ability), 기승술 및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with riding skills), 정서적 영역(emotional domain) 세 영역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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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고, 실제 승마 교육 현장에서 승마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올

바르게 호스맨십이 교육되어질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에게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해 주어진 프로그램에서의 개인적 변화, 주어진 정보와 모델로서

의 행동은 반드시 의미있게 보여져야 하며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매력적이

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Hamilton et al., 2003). 

따라서 청소년에게 직접 승마를 지도하는 현장의 교관 및 코치들은 승마교

육 시 호스맨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어떠한 교육방법으로 지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삶과 생활로의 전이: “승마장 울타리를 넘어서”

  Garst와 Johnson(2005)은 캠프 승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리더십

과 라이프 스킬에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는 캠프 활동을 하는 

것이 단순히 야외 활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를 가지

는 것으로, 이는 캠프 경험을 하는 동안, 또 그 이후에까지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신체적, 사회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미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승마 프로그램 중 하나인 The Arkansas 

4-H High Adventure Horse Packing program(Sheely, 2006)에 따르면 호스

맨십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적 접근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

였다. 이는 참가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

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하며 이들이 자연 보호 구역과 같은 지역에 입성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마주치게 될 상황들을 올바르게 극복하고 대처해 

나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 호스맨십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Carol Ward(1996)는 이러한 4-H 승마 프로그램에 참석한 학생들은 라이

프 스킬 개발과 직업 선택에 있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렇듯 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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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안전하게 이루어질 필요성과 동시에 그 자체만의 독특성을 가

져야 한다(Sheely, 2006). 따라서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은 승마

장 안에서 청소년들이 배우는 것들이 승마장 울타리를 넘어서서 일상생활

에 라이프 스킬 요소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

는 수업이 구성되어야 한다.

 2)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청소년 승마교육에 필요한 대안적 호스맨십

(horsemanship)은 신체활동과 승마술, 마학 관련 지식, 인마일체(人馬一體)

의 정신을 필요로 한다. 라이프 스킬을 가르치기 위한 승마교육은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구현될 때 이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따라서 라이프 스킬 향상을 위한 대안적 청소년 승마 교육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접근은 다음과 같이 첫째, 호스맨십을 내면화한 승마인

으로 성장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목표 설립, 둘째, 라이프 스킬 개발 영역별

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승마교육 내용 구성, 셋째, 내용의 통합, 상황의 통

합, 의도의 통합을 이룸으로써 통합적 청소년 승마교육의 교육방법 실시라

는 세 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구성할 필요가 있다.  

  

  (1) 목표: 호스맨십을 내면화한 승마인으로 성장하기

  스포츠 코칭이란 배우는 사람의 전인적 차원에 영향을 미쳐 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다(최의창, 2009). 이는 운동을 스스로 실천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수준 있는 신체적 능력을 지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운동능(運動能)이라 하고, 자신이 하는 스포츠에 관련된 기반 지식을 

알고, 또 이것을 스포츠에 적용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운동지(運動智)라 

하며 운동을 하는데 있어 올바른 심성적 태도와 자질을 갖추고 열정, 사랑

과 같은 정의적 측면을 운동심(運動心)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 모두를 갖추었을 때 우리는 운동소양을 가진 사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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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할 수 있다(최의창, 2011).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전인적 청소년 육성(positive youth development)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호스맨십을 내면화 한 승마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말에 대해 잘 아는 승마인’이 되어야 하며, 둘째, ‘말과 함께 운동을 

즐기는 승마인’이 되며, 셋째, ‘말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승마인’이 되어

야 한다. 이러한 호스맨십을 내면화한 승마인이 되기 위해 함양해야 할 위

의 세 가지는 승마 운동에 참여하는 기승자를 단순히 말을 탈 줄 알고 말 

등 위에서의 신체 활동만 알고 있는 사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기승자 자신에게 있어 전인적 차원으로 영향을 주고 또 주변의 환경에 영

향을 미치며 승마 활동 자체는 물론, 그 사람의 일상생활까지 더욱 풍요로

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

  첫째, ‘말에 대해 잘 아는 승마인’이란 말의 신체 구조, 품종과 특징 

뿐만 아니라 말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 내면을 파악하고 말에게 필요한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승마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승 횟수가 많거나 

장애물 비월 실력이 높다고 해서 말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진정 자신의 승용마에 애착을 가지고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할 때, 말의 행

동 특성과 그 말에 적합한 마구에 대해 잘 알고 맞추어 줄 때, 비로소 그 

말을 이해하고 잘 알 수 있게 된다.

  둘째, ‘말과 함께 운동을 즐기는 승마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기

승하는 말이 필요로 하는 운동량을 알고 올바른 부조와 기승술로 말이 편

안하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며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승마인

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의 성격과 체형, 운동성향이 같을 수 없

듯이 각각의 말들도 다른 체형, 다른 속보 및 구보 리듬을 가지고 있다. 자

신의 운동 방법을 고집하기 보다는 승용마가 기승자와 즐겁게 운동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자세와 정확한 부조를 가져야 한다.

  셋째, ‘말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승마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승 운동, 

마필관리 등 말과 관련된 모든 일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

여 해야 한다. 이는 기승술이 우수하거나, 말과 관련된 지식을 해박하게 가

지는 것에만 만족하기 보다는 이와 더불어 말과 함께 하는 스포츠 활동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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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사랑하고 말과 진정으로 교감하는 승마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호스맨십을 내면화한 승마인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향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에게 지도하는 교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층

면담을 해 보았다. 아래의 면담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교관은 단순히 말

을 타는 것 보다 말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많다고 하며 기승술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것이 승마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업채마다 강습하는 스타일이 다른데요. 어
떤 승마장을 보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너무 어

린 친구들은 직접 마방에 들어가고 하는 것을 자제를 해요. 말에

게 가까이 있다 보면 다치는 일도 많으니까요. 태우기만 하고 끝

내는 식이죠.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처럼 고학년의 경우에는 조금씩 하다보면 아이들이 다루는 

말이 아주 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타는 것 보

다 밑에서 생활하면서 보고 배우는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는 프로그램이 앞, 뒤로 손질하는 시간 1시간씩, 타는 시간이 

1시간씩 드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타는 시간

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타는 것 보다 중요한 것 같아

요. 타는 것 보다 두려움 없이 ‘내가 안전하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라고 편안함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12. 7. 김사랑 교관 심층면담)

  이제 청소년 승마 교육은 단순히 승마라는 스포츠 안에서 느끼고, 배우

는 것을 넘어서서 청소년들이 다른 환경, 사회 안에서도 성공적으로 생활

하는 데 필요한 라이프 스킬 개발이라는 상위 가치로 연결되어야 한다. 따

라서 호스맨십 승마 프로그램은 말을 타는 기승술을 익힘과 동시에 말을 

관리하고 돌보기 위해 필요한 승마 지식, 말과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정서

적 영역을 통합적으로 지도되는 가운데 라이프 스킬 개발이 이루어지는 교

육목표를 지향해야 하며 이는 호스맨십을 내면화한 승마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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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용: 호스맨십을 통한 라이프스킬 개발

  

   가. 호스라이더십(승마기승술), 호스트레이너십(승마지식), 호스마스터십  

       의 함양(승마정신)

  청소년 승마 교육에 있어서 호스맨십 프로그램은 앞에서 언급한 운동능, 

운동지, 운동심이 포함된 운동소양을 지닌 승마인을 지향하는 관점과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승마 수업 시간에 청소년들에게 승마를 통해 기승

술과 신체활동, 다양한 승마관련 지식, 말과의 정서적 교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뛰어난 

기승술과 풍부한 마학(馬學) 지식을 배우고 실천하며 종국에는 자신이 기

승하는 승용마와 인마일체(人馬日體)가 되어 승마와 관련 된 모든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

서 청소년 승마는 호스라이더십(승마기승술), 호스트레이너십(승마지식), 호

스마스터십(승마정신)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호스맨십 교육 프로그램이 이

루어져야 한다.

  첫째, 호스라이더십(horseridership; 승마기승술)이란 승마 운동 시 마필을 

혼자서 운동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숙달된 기승술을 가지고 있으며, 동

물과 함께 하는 운동이 가지는 특성상, 운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위급사항

에 차분한 마음가짐과 안정된 기승으로 신체활동에 있어 높은 기량을 보이

는 승마인이 가지는 자세이다. 이는 전인적 청소년 육성(positive youth 

development) 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운동능에 있어서 승마를 통해 배울 수 

있는 특성이 결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호스트레이너십(horsetrainership; 승마지식)이란 기승과 더불어 말

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승마인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말의 역사, 말의 생리

적 특성을 알고 말의 행동 특성에 따른 감정 표시를 이해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승 시 필요한 마구(馬具)의 사용과 관리법을 숙지하고 말

의 특성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말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승마

인이 가져야 할 자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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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호스마스터십(horsemastership; 승마정신)이란 말 등 위에 기승 할 

때나 지상에서 말을 돌볼 때 애마정신을 가지고 기승, 관리, 교감을 하는 

승마인으로 승마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승마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열정적

으로 참여하는 승마인이 지니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그림 16>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이에 따라, 호스맨십은 기승술 및 신체활동 영역만이 교습되거나, 승마에 

관련된 지식, 이론만이 분절적으로 습득될 때 완전한 호스맨십 교육이 이

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승술 및 신체활동에 관한 호스라이더십, 

전반적인 승마관련 지식을 의미하는 호스트레이너십, 애마정신을 가지고 

말과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호스마스터십, 이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어우러

진 틀 안에서 지도자의 의도적 교수와 ‘동물과의 교감’이라는 승마의 특

수성, 진정으로 말을 사랑하는 정신이 형성될 때 진정한 호스맨십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호스맨십 교육 프로그램의 필

요성과 내용의 구성은 청소년 승마교육 현장을 이끌어 나갔던 교관들의 교

육철학에서도 엿볼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승마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기술적 부분이나 교감과 

같은 정서적 부분, 말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관련 지식, 셋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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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로 강습하면서 

그것이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심동적인 것

이 제일 많을 것 같고, 정서적인 것도 같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

아요. 인지적인 것은 약간은 전문지식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요.
(2012. 08. 김사랑 교관, 심층면담)

  위의 심층면담 자료에 따르면 현장의 교관들과 청소년 승마를 지도하는 

교관들 역시 기승 기술, 관련 지식, 정서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교육이 필

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의 승마는 “기본기를 다지는 것”이다. 어렸을 때 이런 

승마를 배워서, 자기 혼자 동물을 다룰 수 있고, 협동이나 끈기, 
인내심을 다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어렸을 때 다질 수 있는 기

본기라고 생각해요. 
(2012. 07. 정끈기 조교, 심층면담)

  또한 청소년 승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본질적인 질문에 교

관들은 라이프 스킬과 같이 정서적 영역에 관련된 덕목들을 배울 수 있으

며 어려움에 부딪히고 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

는 사회에 나가기 전 습득해야 할 ‘기본기를 다지는 것’으로 청소년이 

승마를 통해 기를 수 있는 것들이다. 

청소년기의 승마는 “특혜”에요. 물론 성인이 되어서 접하는 경우

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승마)을 평생에 한 번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단순하게 1
회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면서 분명히 얻

어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공포심으로 시작했다

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얻어지는 것, 아니면 처음에는 좋아서 시

작했다가 하는 과정에서 다운되었다가 그것을 딛고 일어나면서 

배우는 것. 그것을 단순하게 도구를 다루면서 사람들과 부딪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을 주고 같이 동물과 호흡하면서 

하는 것 때문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2012. 07. 김사랑 교관, 심층면담)



- 128 -

  위의 면담자료에서 지도교관이 언급한 것과 같이, 승마는 기구를 이용하

여 하는 운동, 혼자서 기능을 익히기 위해 하는 운동이 아니라, 따뜻함을 

지닌 살아있는 동물과의 교감을 통해 파트너와 함께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청

소년들은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승마는 말 등 위에 기승만 한 번 해보는 

체험승마로서가 아니라, 기승자와 말이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며 운동

을 할 때 진정 승마를 배우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다음의 면담자료에서 청소년 부교관은 심층면담 시 “청소년기의 승마는 

쾌활함입니다. 마인드 자체가 소극적인 사람도 말이랑 교감을 하면서 오픈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라고 말하며 말과 함께 교감

을 통해 운동을 함으로써 긍정적이고 쾌활한 정서를 지닐 수 있음을 보고 

하였다. 적극적인 자세를 함양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며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게 되는 것 역시 승마가 가지는 특성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분위

기 속에서 청소년들이 즐겁게 승마를 하며 라이프 스킬을 개발 하는 것이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기 승마는 “쾌활함”이라고 생각해요. 마인드 자체가 소극

적인 사람도 말이랑 교감을 하면서 오픈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수업 자체가 즐거우면 더욱 교감이 잘 이루

어지죠.
(2012. 07. 안인내 부교관, 심층면담)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설 승마장에 이루어지는 승마교육의 경우 기승자는 

장안이 된 말을 바로 기승하여 승마술만 배우는 것으로 교육시간이 구성되

어 있다. 하지만 승마인이 배워야 할 기본자세와 목표는 말을 잘 타는 것

이 아니라 말에 대해 잘 아는 것이 되어야 한다. 말 등 위에 있는 시간보

다 말과 함께 땅 위에서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야 하는 것이다. 말과 

함께하는 생활을 통해 기승자는 말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더 잘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되었을 때 기승자는 말 등에



- 129 -

서 운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호스맨십 청소년 승마교육을 통해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말과 함

께 운동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마술학(馬術學)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승술과 더불어 육체적 및 정신적

으로 말을 돌보는 것인 ‘호스마스터십(horsemastership; 승마정신)’을 배

울 수 있다. 

나.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승마교육

  

  지금까지의 청소년 승마교육은 구체화된 프로그램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

라 지도자가 기승자에게 일방적으로 수업 내용을 계획하고 지도하는 탑다

운(top-down)형식의 교육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라이프 스킬 향

상을 위한 승마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교육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승술은 물론, 학생들이 승마 활동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학습 요소들도 

함께 어우러진 교육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도자는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데 있어 자신의 교육 신념과 더불

어 학습자의 요구를 고려한 ‘학습자(기승자) 중심 승마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라이프 스킬 개발 영역인 나와 말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공동체의 관계영역을 기반으로 하여 호스맨십

(horsemanship)을 함양하기 위해 승마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인 호스라이더

십(horseridership; 승마기승술), 호스트레이너십(horsetrainership; 승마지식), 

호스마스터십(horsemastership; 승마정신)의 습득을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

하여 종국에는 라이프 스킬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필요로 한다. 

  연구자는 학습자인 청소년들이 승마를 통해 배우고자 하는 것에는 어떠

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는 승마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17주 간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인 청소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

서 승마를 배우게 된다면 어떠한 부분들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해 심층면담 

시 질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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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자: 앞으로도 승마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계속해서 배우고 

싶나요?
배격려: 승마를 타는 기술을 다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 기술들을 

좀 더 배우고 싶어요. 좌속보를 많이 배우고 경속보도 

배웠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거리 맞추면서 함께 일렬

로, 또 원 그리면서 말을 타는 것도 배웠고요. 그런데 

달리는 걸 해 보고 싶어요. 구보라고 하잖아요, 그걸 배

우고 싶어요. 
(2012. 11. 배격려 학생 심층면담) 

  청소년들은 17주 동안 배웠던 기승술 보다 한층 더 난이도가 높은 기승

술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위의 면담자료는 청소년이 좌속보 및 

경속보와 관련된 마술(馬術)을 익힌 것에 이어 ‘구보’를 배우고 싶어 하

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승술을 배우는데 있어 구보

에 대한 학습욕구를 면담에서 언급하였는데 이는 말 위에서 달리고 싶은 

학생들의 소망을 보여준다. 구보는 기승자가 승마를 하는 데 있어 기본 운

동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단계이자, 구보를 하기 위

해 균형감각 및 기본 수축 및 이완 운동 등 준비 된 기승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마에 갓 입문한 학생들에게는 체계적인 초보자 프로그램을 통해 

말을 다루고 구보 이전의 기본 운동인 좌속보와 경속보가 익숙해 진 후에 

지도되어야 하는 마술이다. 

면담자: 앞으로도 승마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계속해서 배우고 

싶나요?
정다정: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랑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제가 리더십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친구들을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부족한데 승마를 하면서 그 점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열심: 앞으로도 계속 승마를 하게 된다면 저는 말 타는 것도 

배우고 싶지만, 친구들 대하는 방법도 배우고 싶어요. 
학교에 있는 친구들보다 승마장에서 함께 있는 친구들

에게 정을 더 쉽게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있

는 아이들 이랑도 어울리기가 어려웠는데 승마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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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친구 대하는 게 조금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도 잘 어울려 다녀요. 많은 아이들이랑

요. 승마장에서는 승마라는 운동을 같이하면서 공감대가 

생기니까요 친구 되기가 쉬웠어요. 
윤믿음: 앞으로도 승마를 계속 배운다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

는 ‘끈기’같은 부분을 배우고 싶어요. 왜냐하면 끈기가 

없으면 뭐든지 쉽게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말 타는 것도 

쉽게 포기하고요. 그런데 끈기를 배우면 승마도 더 잘 

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제 말을 끝까지 잘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012. 11. 정다정, 이열심, 윤믿음 학생 심층면담) 

  또한 라이프 스킬에 있어서는 승마장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하

며 형성하였던 원만한 대인관계, 인내심과 끈기 있는 태도, 자신감과 용기 

있는 태도 등 이미 승마 수업을 통해 형성하였던 것들과 배우지 못해서 아

쉬웠던 라이프 스킬들을 언급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라이프 

스킬들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다음 승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경우 

자신의 발전을 위해 부족한 점들을 배우고 싶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승마교육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으로 라이프 스킬 개발이 구성

되어야하며 지도자가 의도적으로 라이프 스킬을 가리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승마 수업을 이끌어 가야 함을 보여준다.  

  청소년을 위한 이상적인 승마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 현장에

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조교, 교관들의 입장 역시 학습자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아래 면담자료에서 강습 조교는 ‘마음을 맞춰나가는 교육’이 필

요하다고 하며 말과 기승자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승마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면담자: 본인이 생각하는 청소년을 위한 이상적인 승마 프로그램

은 어떤 것인가요?
정끈기: 서로를 마음을 맞춰서 하는 승마 프로그램이 이상적이라

고 생각해요. 마음으로 하는 것은 행동이 하려면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마음을 먼저 움직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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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만지고, 말과의 소통이 있고, 말의 마음을 읽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2012. 7. 정끈기 조교 심층면담)

  지도교관의 경우 말에 대한 배려, 책임감 등 ‘기승자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를 강조하며 말 등에 타는 것만이 아닌 자신의 말을 보살피는 마음

씨를 교육 내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육체적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까지 말을 보살피고 배려하는 승마정서가 청소년 승마교육에 뿌

리내려야 함을 보여준다.

승마를 하는 데 있어서 기승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말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말을 아낄 수 있는 마음이요. 말을 단순한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요. 말(馬)들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내

가 전적으로 내 말을 보살펴야 되잖아요. 웬만큼 책임감이 있어

야 될 것 같아요. 탈 때만 내 것이 아니라 마방에 두고는 가지

만 와서 한 번 챙겨준다던가 하는 것들이요. 예를 들면 집에서 

각설탕이나 간식을 챙겨오는 것도 내가 타는 말에 대한 배려라

고 생각해요. 
(2012. 8. 김사랑 교관 심층면담)

  또한 부교관 중 한 명도 청소년 승마를 가르치는 것이 엘리트 체육으로

서가 아니라 생활체육으로서의 운동을 지향하고 여기에 자신의 승용마에 

대한 책임감, 또래 기승자들과의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라이프 스킬과 말

과 교감하며 정서적 신장을 도모하는 수업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언급

하였다.

청소년기에는 승마를 통해서 책임감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해

요. 저는 나에게 이 말을 맡겼을 때, 내가 저 말을 책임감을 가

지고 조교했을 때 그런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 전에 제가 배우

면서 지도자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가 못하는 것

들을 극복하고 내가 책임지고 말을 다뤄야지 다른 말도 더 잘 

탈수 있고, 기승술이 늘어난다고 생각했어요. … 그래서 제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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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승마를 혼자 한다면 특별한 기술보다는 아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협동할 수 있는 재미있는, 생활체육 운동으로 가르

쳐주고 싶어요. 기승술에 치우치기 보다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면을 많이 가르치고 싶어요. 이 친구들에게 특별히 엘리트 스포

츠로서 승마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승술에 치

우치기보다는 말과 교감하면서 느끼고, 정서적으로 배우는 측면

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청소년을 위한 이상적인 승마프

로그램이 아닐까요. 
(2012. 12 안인내 교관 심층면담)

  청소년들의 배우고 싶은 호스맨십과 지도교관의 가르치고자 하는 호스맨

십은 크게 기승술, 라이프 스킬, 호스마스터십 이 세 영역에서 서로 유대관

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다양한 영역들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 세 가지 호스

맨십 영역의 조화는 승마교육이 기승술과 신체활동에만 치중하는 훈련위주

의 수업이 아니라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 이상적인 수업을 구성하는 하나의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이는 라이프 스킬 개발 영역인 기승자와 말, 기승

자와 타인, 기승자와 공동체의 관계 영역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3) 방법: 통합적 청소년 승마 교육을 통한 라이프 스킬 개발

     : “내용의 통합, 상황의 통합, 의도의 통합”  

   

  호스맨십을 함양한 승마인으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대안적 청소년 

승마 교육 지도자는 승마가 가지는 다른 스포츠와는 다른 ‘승마 특수성’

을 강조하여야 함과 동시에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 

  첫째, 호스라이더십(승마기승술), 호스트레이너십(승마지식), 호스마스터

십(승마정신) 세 가지의 내용 통합이다. 스포츠를 가르치는 지도자와 이를 

배우는 청소년들의 만남은 단순히 기능의 숙달과 향상만을 전수해주고 승

리하거나 우승하는 것만을 지도하기 위한 만남을 넘어서서 멘티와 멘토의 

관계가 형성된다(최의창, 2013). 따라서 통합적 호스맨십 교육을 통한 라이

프 스킬을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 승마 지도자는 승마의 기본 운동기술 및 

건강한 신체활동을 배우는 ‘호스라이더십’과 더불어 승용마를 돌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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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승마의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는 ‘호스트레이너십’, 애마정신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말과 교감하며 모든 승마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호스마스터십’을 인식하고,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길러주는 호스맨

십 교육을 통해 스포츠의 장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

는데 도움을 주는 라이프 스킬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마교육을 이

끌어 가야 한다. 

승마를 하는 데 있어서 정서적 영역, 기승술과 같은 신체활동 영

역, 학습적 측면이 강한 인지적 영역이 있잖아요. 승마 하는데 

있어 이것들 세 가지가 다 필요하죠. 세 영역을 다 갖추었을 때 

진정한 승마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고, 호스맨십을 가졌다고도 

말 할 수 있겠네요   

(2012. 11. 정의혁 교관 심층면담)

  청소년 승마클럽을 보조하며 이끌어나갔던 위의 교관 심층면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통합성을 띤 승마교육이 학생들에게 모두 받아들여졌을 때 기승

자는 호스맨십을 갖춘 진정한 승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호스맨십 함양을 통한 라이프 스킬의 습득은 승마교육의 단계별 수

준에 따라 세부 내용을 비례적으로 강조할 때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체

화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안에서 승마를 통해 청소년이 습득한 라이

프 스킬의 영역이 ‘나와 말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공동

체의 관계’로 나뉘어져 있다. 각각의 영역마다 승마 기승술인 호스라이더

십, 승마 관련지식인 호스트레이너십, 기승자가 지녀야 할 승마 정서인 호

스마스터십을 학습하는 수준이 다르게 프로그램 속에서 구성되어 있다. 단

계별로 승마교육 안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차등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

로그램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호스라이더십, 호스트레이너십, 호스마스

터십이 같은 비율로 프로그램 안에서 학습 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7>과 같이 체계적인 호스맨십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는 단계별 세부 승마교육 내용의 비례적 강조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각 

단계별로 지도자가 중요하나 부분을 세세히 언급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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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스킬을 습득하는데 있어 갖춰야 할 자질을 좀 더 체계적으로 언급하고 

지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 초반기에는 ‘나와 말의 관계’에서 호스

라이더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승마정신을 강조하는 호스마스터십은 적

은 비율의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승마의 기승술, 지식, 정서가 같은 비율

로 수업 중반기에 이루어지며 ‘나와 타인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종

국에는 승마정신인 호스마스터십이 가장 강조되며 ‘나와 공동체의 관계’

를 형성하는 형식으로 교육 내용이 구성 될 수 있다.  

<그림 17> 단계별 세부 승마교육 내용의 비례적 강조

  둘째,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합한 기술을 배우는 상

황특수성과 이를 통해 배운 기술을 생활에서도 계속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일상성의 통합이다. 스포츠 현장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다양한 상황들이 발

생한다. 승마는 생명체와 사람이 함께 운동한다는 특성상 미처 생각지 못

했던 돌발 상황, 말과 사람의 관계 등에서 끊임없이 다양한 상황에 부딪히

게 된다. 따라서 호스맨십 교육을 하기 위해 지도자는 각각의 상황에서 필

요한 승마 기승술을 가르치는 호스라이더십, 올바른 마필에 관한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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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말을 돌보는 호스트레이너십, 말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며 육체적, 

정서적으로 말과 소통하는 호스마스터십을 통하여 라이프 스킬을 시기적절

하게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습득 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아무래도 이런 것(승마)을 접하지 못하는 친구들 보다는 승마장

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서 배운 것들이 쌓여

서, 나중에 일상생활에서 베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단체고, 
개인적으로 운동하는 학생들도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른 사

람과 부딪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되

고, 부딪혔을 때 배워야 하는 매너나 그런 것을 강조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위치가 학생이든, 어린아이든, 꼬마 아이

든 그 나이 때에 맞게끔 상황에 따라 배워야 하는 것들... 뭐 예

를 들면 그 사람이 해야 하는 남들에 대한 배려를 강조해야 하

는 것 같아요.              (2012. 11. 김사랑 교관 심층면담)

  또한, 지도자는 스포츠의 장에서 배운 것들이 스포츠 장벽을 넘어 삶으

로 전이 될 수 있도록 일상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라이프 스킬이라는 것은 

단어 의미 그대로 생활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고, 또 적용하는 것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이 승마를 통해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의도적인 직·간접적 지도와 비의도적 지도의 통합이 필요하다. 어느 유명

한 교육자는 “교육은 우연적으로 일어날 일을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스포츠를 배우고 또 누군가에게 이를 가르치는 

지도자, 코치, 교관 등 모든 교육자는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철학이 담긴 

교육을 학습자에게 어떻게 가르치고자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교육방식을 

가져야 한다. 아래의 면담자료에서 연구 참여자는 승마를 하며 말과 친구

들을 통해 말을 보살필 수 있는 기술과 타인 이해에 관한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인사예절 이외에 말의 행동을 이해하

고 끈기를 가지는 것, 말을 보살피는 책임감과 승마활동 중 생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와 같은 라이프 스킬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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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다고 하였다. 

승마를 통해 끈기를 배우는데 친구들하고 말이 영향을 미쳤어요. 
말한테 장비를 씌울 때 말이 제 말을 안 들으려고 할 때가 있어

요. 그 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끝까지 장비를 채우려고 할 

때 인내심과 끈기를 배웠어요. 친구들에게는 제가 잘못을 했을 

때 책임감을 가지는 것에 대해 배웠어요. 교관님은 우리가 대답

을 할 때 크게, 크게 말하고, 인사를 똑바로 바르게 하라고 말씀

을 자주 해주셔서 제 인사성이 발라지고 성격이 좀 씩씩해졌어

요. 책임감이나, 끈기를 가지고 승마를 하는 것도 교관님이 좀 

더 강조하셨으면 더 배울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2012. 12. 정다정 학생 심층면담)

  이처럼 승마라는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던 라이프 스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통합적 청소년 승마 교육 프

로그램에서는 지도자가 라이프스킬을 가르치고자 하는 확고한 교육 철학과 

의도적인 직접·간접적 강조를 통해 지도자의 의도성과 비의도성이 통합 

된 승마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 

<그림 18>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지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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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앞의 목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인적 청소년 육성(positive youth 

development)을 근간으로 한 호스맨십을 내면화 한 승마인이 되기 위해서

는 ‘말에 대해 잘 아는 승마인’, ‘말과 함께 운동을 즐기는 승마인’, 

‘말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승마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도자의 교

육적 신념 안에서 승마장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선 승마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호스맨십 속에서 기승술을 주된 학습내용으로 하는 ‘호스라이더

십(horseridership)’, 승마의 전반적 지식 함양을 도모하는 ‘호스트레이너

십(horsetrainership), 승용마에 애정을 가지고 정서적 교감을 통해 말을 돌

보는 기술인 ‘호스마스터십(horsemastership)’ 프로그램 내용을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해 구성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도자 중심의 탑다운

(top-down)형식의 교육이 아닌 학습자인 청소년이 중심이 된, 청소년이 배

우고 싶은 교육 내용을 위주로 내용을 형성하였다.

  청소년의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청소년 승마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안

은 총 30차시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은 형식을 따를 수 있다. 일계획에서는 

지도자가 각 차시별로 이루어질 학습계획을 요약하여 제시하였으며 주제에

서는 기승자인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나타내었다. 학습내용은 

승마기술의 호스라이더십, 승마인이 가져야 할 승마관련 지식인 호스트레

이너십, 말과의 교감이 바탕이 된 승마 정신인 호스마스터십 세 가지로 구

성되어 있다. 이러한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라이프 스킬이 차시마다 

개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첫째, 구성안 1은‘나와 말의 관계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처

음 승마를 접하는 청소년들이 말에 대해 알아가고, 또 승마를 하는 것에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이 기승하게 될 승용마와 교감을 시작하는 것

이 주된 목표이다. 진정한 교감이 바탕이 될 때에 더 나은 기승술, 더 좋은 

승마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모듈의 호스라이더십에서는 말 리드하기, 

기승 및 하마법 익히기, 출발 및 정지신호 익히기, 평보하기 등으로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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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일계획 주제
학습내용 학습결과

호스라이더십
(승마기승술)

호스트레이너십
(승마지식)

호스마스터십
(승마정신)

라이프 스킬

1
모
듈

나와 말의 관계 영역: “교감의 시작“

1

· 입교식
· 진행 설명
· 준비물 설명
· 자기소개
· 친구이름     
  익히기
· 승마에 대해  
  알기

처음 보는 
말과 

친구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되기

· 기승 시 
필요한   의상 
및 자세     
알기

· ‘말이란         
  무엇일까?’     
  존재 알기
· 말의 행동      
 특성 관찰하기

· 처음 보는      
 친구와 악수하고  
 자기소개 하기
· 말을 쓰다듬어  
 주며 교감 형성
· 승마장 예절    
 익히기 

· 사교성
· 감정파악

· 인사예절

2

· 자신이 타는  
  말에 대해    
  배우기
· 마사 견학
· 포니 끌기
· 먹이주기
· 말의 습성 
· 승마란?

말의 습성을 
알고 기승을 

위한 
준비자세 
익히기

· 교육시간 전에  
 미리 와서 준비
· 포니 끌어보며  
 말 리드해보기
· 기승하기 위한  
 승마인의 기본   
 자세 익히기

· 자신이 타는    
 말의습성 배우기
· 말 리드하기
· 말과 친해지기

· 말을 타기      
 위한 준비
· 기승 준비 및   
 교감 형성 시    
 인내심 기르기

· 사교성
· 시간준수
· 감정파악

· 인내

3
· 말 수장
· 장안

기승보다 
중요한 

기승준비

· 말 옆에 있는   
 것에 익숙해지기
· 기승 전·후 활동  
 익히기
· 기승 및 하마법  
 숙지하기

· 말 장안법      
 이론 알기
· 말 손질법      
 이론 알기

· 교육시간 엄수,  
 미리 와서 준비
· 사용한 마구는  
 제자리에 두기
· 말 체모를      
 그루밍 해주며   
 말에대한 배려심  
 가지기

· 시간엄수
· 정리정돈
· 배려
· 책임감

4

· 견학
- 마필 보건소
- 말 수영장
- 실내 마장

말의 터전, 
삶 이해하기

· 다른 기승자의  
 기승자세 및     
 말 관리 모습    
 관찰하기

· 말의 습성 및   
 생활환경        
 배우기
· 생활공간 별    
 주의 사항 읽고  
 숙지하기
· 말의 체형 및   
 구조 배우기

· 마방 안에있는  
 말의 행동을     
 관찰하며 습성   
 이해하기
· 말에게         
 적정량의 건초   
 주며 교감 형성

· 이해심
· 임무완수

쉬운 난이도의 기승술로 구성되어 있다. 호스트레이너십에서는 말에 대한 

존재를 알고 독특한 행동 특성과 습성을 이해하며 기승을 하기 위해 필요

한 마필 장안 및 마구의 명칭을 알고 실습해보기, 마필 종류를 알고 특성

배우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호스마스터십의 경우 말에 대한 배려심, 마

필 관리, 교감 형성, 말에 대한 책임감 가지기 등으로 제시하여 이해심, 리

더십, 배려심, 책임감, 정리정돈 등과 같은 라이프 스킬을 학습 결과로 개

발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앞으로의 승마 활동을 통해 라이프 스킬을 개

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1모듈의 목표라 할 수 있다.

 
 표 17.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청소년 승마교육 구성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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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일계획 주제
학습내용 학습결과

호스라이더십
(승마기승술)

호스트레이너십
(승마지식)

호스마스터십
(승마정신)

라이프 스킬

1
모
듈

나와 말의 관계 영역: “교감의 시작“

5 · 말 끌기
말을 

리드하는 건 
바로 기승자

· 2인 1두 말 
 끌어 보기
· 음성 부조를    
 사용한 평보,    
 정지 반복, 감각  
 익히기

· 말 장안, 수장을  
 교관의 지도에   
 따라 실습하기
· 솔질, 장안 실습

· 평보에서 말을  
 리드하며        
 호스리더십      
 기르기
· 말에게 깨끗한  
 급수 떠다주기

· 리더십

· 배려

6 · 기승/하마법

안전한
승·하마, 
올바른 

마필 장안 

· 안전한         
 기승·하마법     
 익히기
· 2인 1두 말     
 끌어보기
· 등자 조절

· 장구 착용 시   
 필요한 장구명   
 익히기

· 기승하는 말에  
 대한 개인적     
 책임감 가지기
· 친구의 기승,    
 하마 도와주기

· 책임감
· 협동

· 배려

7
· 기본 자세
· 평보, 정지    
 이행

훌륭한 
기본자세, 
아름다운 
책임감 

· 기승 시 고삐   
 잡는 법, 어깨의  
 위치, 안장에    
 앉는 위치,      
 종아리의 위치   
 알기
· 평보, 정지 부조  
 익히기

· 다양한 마필    
 종류를 알고     
 특성 배우기

· 마방의 배분    
 청소하며 말의   
 생활공간에      
 대한이해심      
 기르고 청결한   
 마방제공해주기

· 이해심
· 정리정돈

· 배려

  둘째, 2모듈에서는‘나와 타인의 관계 영역’을 중심으로 승마장 안에서 

함께 운동을 하는 또래, 지도교관, 다른 승마인들과의 관계를 구심점으로 

구성하였다. 1모듈에서 형성한 나와 말의 관계 영역을 바탕으로 하여 호스

라이더십에서는 방향 전환, 좌속보 익히기, 이행하기, 부조 사용 등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호스트레이너십에서는 1모듈에서 배운 장안 및 수장을 

좀 더 익숙하게 하는 것, 말의 역사 알기, 아대 채우기, 안장 관리하기, 마

구 기름칠 하기 등 조금 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호스 마스터십에

서는 속보라는 조금 더 빨라진 기승술을 배우는데 있어 필요한 두려움 극

복하며 말과 교감하기, 친구 격려해주기, 기승자의 리더십 배우기, 솔선수

범 하는 자세 보이기, 팔로워십 익히기 등을 제시하여 학습 결과에서 리더

십, 시간엄수, 임무완수, 솔선수범, 용기, 도전 정신 등 다양한 라이프 스킬

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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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일계획 주제
학습내용 학습결과

호스라이더십
(승마기승술)

호스트레이너십
(승마지식)

호스마스터십
(승마정신)

라이프 스킬

2
모
듈

나와 타인의 관계 영역: “승마장 안에서의 너와 나”  

8
· 평보, 정지    
 이행
· 방향전환

말과 기승자, 
한 마음으로 

이끌기

· 평보, 정지부조  
 익히기
· 방향전환 시    
 고삐 사용       
 음성부조 사용
· 앞, 뒤 간격     
 유지

· 말 장안순서    
 외우고 친구와   
 함께 해보기

· 정지 시        
 끝까지 멈추어   
 기승자의        
 호스리더십 함양
· 정해진 시간    
 안에 장안하기

· 리더십
· 시간엄수
· 협동

· 임무완수

9

· 마상체조
· 좌속보
· 부조사용     
 이해

용기내어, 
한마음으로!

· 마상체조를     
 통한 긴장완화
· 활발한         
 평보에서        
 좌속보로 전환
· 음성부조와     
 종아리 사용

· 말 장안순서    
 외우고 혼자서   
 해보기
· 혼자 장안이    
 어려운 친구     
 도와주기

· 기승 시 생기는  
 두려움을 극복
· 용기 내어      
 좌속보로 기승   
· 무서워 하는    
 친구들에게      
 격려해주기

· 용기
· 격려
· 협동
· 솔선수범

· 도전정신

10

· 마상체조
· 좌속보 
· 부조사용     
 이해

부드러운 
이행, 

포기하지 
않는 끈기

· 마상체조를     
 통한 긴장 완화
· 종아리 사용한  
 부드러운 이행
· 속보 전환 시   
 자세 유지
· 앞, 뒤 간격     
 맞추기

· 역사 속에서    
 말의 사용       
 배우기
· 혼자 장안이    
 어려운 친구     
 도와주기

· 기승 및 장안   
 시 말이 기승자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끈기를 가지고   
 차분히 대하기

· 협동
· 솔선수범
· 끈기

· 침착함

· 목표달성 노력

11 · 좌속보
· 부조사용

멋진 
승마술은 
올바른 

자세로부터

· 종아리를       
 사용한 이행
· 박차와 채찍
 보다는 기좌와,  
 음성을 사용하며  
 부드러움으로    
 승용마 리드하기
· 속보 자세유지
· 간격 유지

· 말 수장순서    
 외우고 혼자서   
 해보는 목표     
 설정

· 세운 목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 말이 부조를    
 이해하지 못해도  
 인내하며        
 기다려주기

· 인내
· 목표 설정

· 목표 달성 노력

12
· 좌속보
· 평보, 속보    
 이행

자신보다 
소중게 

다루어야 할 
말과 장구

· 평보, 속보      
 이행시 간격     
 유지
· 이행 시 자세   
 유지

· 사용한 장구
 (굴레 및 안장)  
 관리 익히기
· 재갈 닦기,      
 가죽부분 비누로  
 닦기

· 내가 기승한    
 말, 장구에      
 대해 책임감
 있게 정리하고   
 다루기

· 책임감
· 배려

· 공동체 의식

13
· 평보
· 방향전환
· 좌속보

나는야 
균형감 있는 

기승자

· 평보에서 방향  
 바꾸기
· 방향 전환 시   
 좌, 우의 균형
· 등자 빼고      
 기승하며        
 균형감각 익히기

· 사용한 말 부츠  
 세탁 및 정리법  
 익히기

· 방향전환 시    
 말이 앞으로 잘  
 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보내보기

· 끈기
· 정리정돈
· 리더십

· 도전

14
· 좌속보
· 좌, 우 운동   
 균형

힘든일도 
내가먼저! 

솔선수범하기

· 평보와 속보    
 좌, 우의 운동량  
 균형
· 좌, 우 균형의   
 중요성 강조

· 사용한 패드 
및   반패드 
세탁 및   
정리법 익히기

· 파트너와 마필  
 및 마구 정리시  
 힘든 일을       
 솔선수범하여    
 하기

· 솔선수범
· 정리정돈

· 배려

 표 18. 라이프 스킬을 개발을 위한 청소년 승마교육 구성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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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일계획 주제
학습내용 학습결과

호스라이더십
(승마기승술)

호스트레이너십
(승마지식)

호스마스터십
(승마정신)

라이프 스킬

2
모
듈

나와 타인의 관계 영역: “승마장 안에서의 너와 나”  

15 · 속보에서     
 방향 전환

상대방을 
배려하는 
나의 마음, 

2마신

· 큰 마장에서    
 선두마를 따라   
 속보에서 
· 방향 전환
· 시야 넓게 갖기
· 앞, 뒤 간격     
 조절

· 안장 관리 및   
 기름칠 하는     
 방법 알고       
 해보기

· 기승 시 앞, 뒤  
 간격을 유지하여  
 다른 기승자와   
 말들 배려하기

· 배려
· 상황판단
· 리더십

· 팔로워십

16 · 속보에서 
방향 전환

리더와 
팔로워, 

우리는 하나

· 선두마를 따라  
 속보에서 방향   
 전환
· 코너에서 리듬  
 유지
· 앞, 뒤 간격     
 조절

· 복대, 굴레      
 관리 및 기름칠  
 하는 방법 알고  
 해보기

· 선두마의       
 기승자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또래 친구들을   
 리드하기
· 나머지는       
 선두마를        
 앞지르지 않고   
 팔로워십 익히기

· 상황판단
· 리더십
· 팔로워십

· 책임감

17

· 평보에서 
· 방향 전환 
· 대각선을     
 이용한
 방향전환

소통으로 
하나 되는 

승마인

· 시선 옮기기
· 지점에 서서    
 방향을 바꾸도록  
 유도
· 걸음이         
 느리거나 빠른   
 말 제어하는     
 방법 익히기

· 수장도구 이름  
 정확히 알고     
 각각의 용도     
 이해하기
· 말의 악벽 종류  
 배우고          
 관찰해보기

· 2인1조로 장구  
 정리하고 깨끗이  
 말려 제자리에   
 가져다두기

· 정리정돈
· 상황판단
· 책임감

· 도전정신

18

· 평보에서 
방향 전환 

· 대각선을     
 이용한        
 방향 전환

승마장 안의 
신사

· 시선 옮기기
· 라바콘을       
 이용해 대각선   
 방향 전환 시    
 코너 지점       
 익히기

· 말의 사료와    
 건초 종류 알기
· 건초와 사료의  
 배분 양 배우기

· 수업 시 필요한  
 라바콘 설치 및  
 수업준비를      
 솔선수범하여    
 준비해보기
· 승마장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예의바르게      
 인사하기

· 솔선수범
· 배려

· 예의범절

19 · 경속보       
 이해하기

나는야
승마장의 
현모양처

· 평보에서       
 경속보 반동연습
· 기좌의 확립
· 주먹 위치 고정  
 시키기
· 좌속보에서     
 경속보로 전환

· 말 갈기, 꼬리   
 손질법 익히기
· 말 갈기 샴푸로  
 깨끗이 손질 후  
 다듬어주기

· 수업 준비 시   
 자기의 역할을   
 친구들에게      
 말해보고        
 의견듣기
· 친구들에게     
 기승자세        
 조언해주기

· 의견조율
· 경청
· 침착함
· 배려

· 도전정신

20 · 경속보 반동 
 맞추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 
넘치는 
승마인

· 자세 교정
· 좌속보에서     
 경속보로 전환
· 반동에 대한    
 설명
· 평보에서 발    
 맞춰 일어나기
· 경속보 틀린    
 반동 바꾸는     
 방법 익히기 

· 말을 마방에서  
 꺼내와 기승 후  
 수장, 마방에    
 데려놓는 것     
 까지 스스로     
 해보기

·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책임감     
 있게 끝내기

· 책임감

· 독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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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일계획 주제
학습내용 학습결과

호스라이더십
(승마기승술)

호스트레이너십
(승마지식)

호스마스터십
(승마정신)

라이프 스킬

2
모
듈

나와 타인의 관계 영역: “승마장 안에서의 너와 나”  

21 · 경속보에서 
좌속보 전환

승마인의 
기본, 

예의범절

· 좌속보로 전환  
 시 엉덩이로     
 중심 잡기
· 좌속보로 전환  
 시 기좌사용

· 승용마의 행동  
 및 습성, 특징   
 자세히 알아보기

· 말을 생명체로  
 존중하며, 교관,  
 또래 기승자에게  
 바르고 고운말   
 사용하기
· 기승 및        
 말 관리 중      
 자신의 실수     
 이야기해보기

· 예의범절
· 경청
· 타인 존중

· 반성하는 자세

22 · 경속보에서 
좌속보 전환

정확한 
판단력, 

안전한 우리

· 좌속보로 전환  
 시 엉덩이로     
 중심 잡기
· 좌속보로 전환  
 시 기좌사용
· 등자 빼고      
 속보하며        
 균형감 익히기

· 말의 다양한    
 보법과 걸음수   
 배우기(평보,     
 속보, 구보,      
 습보, 측대보)

· 기승 중        
 일어날 수 있는  
 위급상황 시     
 내려야 할       
 판단을 익히고   
 상환판단력      
 기르기

· 배려
· 책임감
· 상황 판단력
· 문제해결

· 도전정신

  셋째,  ‘나와 공동체의 관계 영역’을 토대로 하여 참여 청소년이 말과 

함께 세상으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3모듈에서는 1, 2모듈에서 학습한 

다양한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승마장 안에서 배운 라이프 스킬이 승마장 울

타리를 넘어서 삶으로, 세상으로 전이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해 보았다. 호

스라이더십에서는 평보, 좌속보, 경속보를 자유롭게 이행하며 앞뒤 간격 맞

추기, 리듬 변화 익히기, 코너 돌아보기 및 방향 전환하기, 등좌의 고정성 

익히기, 선두 역할 해보기 등 속보 수준에서 난이도가 높은 기승술로 구성

해 보았다. 호스트레이너십에서는 말의 건강 상태 확인하기, 다양한 재갈과 

사용법 알아보기, 말 진정시키는 법 알기, 재활승마 자원봉사자의 역할알기 

등 승마인이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은 물론 난이도가 높은 승마지식도 포함

하였다. 마지막으로 호스마스터십에서는 승마장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판단력 기르기, 단체생활 규범 및 행동양식 알기, 공동체 의식 

가지기, 협동 정신 익히기,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자세 배우기 등 그룹 안에

서의 활동이 가지는 승마인의 자세를 중점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러

한 활동을 통해 위기상황 대응, 침착함, 책임감, 재능기부, 목표달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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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일계획 주제
학습내용 학습결과

호스라이더십
(승마 기승술)

호스트레이너십
(승마 지식)

호스마스터십
(승마 정신)

라이프 스킬

3
모
듈

나와 공동체의 관계 영역: “말과 함께 세상으로 “

23 · 좌속보,       
 경속보        
 리듬 변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현명한 
기승자

· 평보에서       
 활발히, 천천히  
 반복
· 좌속보에서     
 리듬 변화
· 경속보에서     
 리듬 변화
· 앞, 뒤 간격     
 거리 변화       
 주기(2두, 3두)

· 말의 건강상태  
 살펴보기(영상   
 및 사진 자료    
 활용 – 마른 말,  
 건강한 말,      
 비대한 말)

· 승마장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내려야 할       
 판단력 기르기
· 단체 생활에    
 필요한 행동     
 알기

· 배려
· 책임감
· 상황판단력
· 단체 생활 규범

24
· 좌속보,       
 경속보  
 리듬 변화

승마자의 
규칙, 속보의 
리듬 모두 
존중하며 
따르기 

· 좌속보에서     
 리듬 변화
· 경속보에서     
 리듬 변화
· 앞, 뒤 간격     
 거리 변화       
 주기(2두, 3두)

· 운동을 다 한   
 말 손평보       
 시켜주며 햇살   
 쪼이기
· 다양한 재갈    
 종류를 알아보고  
 사용법 배우기

· 실내마장에 말  
 출입 시         
 부끄러워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들어갑니다.”   
 를 외치며 규칙  
 준수하기 
· 사용한 굴레를  
 비누로 닦고     
 재갈을 씻어서   
 제 자리에       
 걸기를 통해     
 정리정돈 배우기

· 배려
· 책임감
· 규칙준수

· 정리정돈

25
· 방향전환 함께하는 

리더와 
팔로워

· 방향 전환 시   
 시선 처리
· 방향 전환 시   
 종아리 사용
· 코너에서 간격,  
 리듬 유지하기  

· 말의 진료과정  
 살펴보기
· 말이 아플 때   
 나타나는 신호   
 배우기

· 함께 승마를    
 배우는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리딩 & 팔로윙  
 기술 배우기
· 물수건으로     
 마체 청결히     
 닦아주며        
 배려심과 책임감  
 가지기

· 배려
· 책임감
· 리더십
· 팔로워십
· 임무완수

26 · 3완곡 
 방향전환

진정한 
교감나누기

· 방향 전환 시   
 시선 처리
· 마체의         
 구부러짐 느끼기
· 코너에서 간격,  
 리듬 유지하기

· 말이 놀랐을    
 때 진정시키는   
 방법 배우기
· 말이 좋아하는  
 간식 알아보고   
 운동 후 칭찬과  
 함께 간식주기

· 낙마, 위급      
 상황 시 차분히  
 대처하는 자세   
 배우기
· 재활승마 수업  
 참관해보기

· 침착함

· 위기상황 대응

최선 다하기 등 다양한 라이프 스킬을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시

하였다.

 표 19. 라이프 스킬을 개발을 위한 청소년 승마교육 구성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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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일계획 주제
학습내용 학습결과

호스라이더십
(승마기승술)

호스트레이너십
(승마지식)

호스마스터십
(승마정신)

라이프 스킬

3
모
듈

나와 공동체의 관계 영역: “말과 함께 세상으로 “

27 · 등자 없이 
균형 잡기

규칙을 
준수하는 
승마인

· 등자 없이      
 자세의 고정성   
 기르기
· 엉덩이로 말의  
 움직임 느끼기
· 안정성 있는    
 평보, 속보 이행

· 재활승마란     
 무엇인지 알기
· 재활승마       
 자원봉사자의    
 역할 알기

· 승마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할 규칙준수
· 친구들과       
 협동하여 안장   
 닦기

· 규칙준수
· 협동
· 공동체 의식
· 책임감

· 임무완수

28 · 등자 없이 
방향 전환

깔끔하고 
청결한
승마인

· 기좌의 고정성  
 기르기
· 등자 없이 방향  
 전환

· 재활승마 시    
 리더와          
 사이드워커의    
 역할 구체적으로  
 알기

· 자신이 운동한  
 실내승마장 안   
 정리정돈하기
· 실내승마장 안  
 말의 배설물을   
 깨끗이 치우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 가지기
· 말 샴푸로 말   
 꼬리를 깨끗이   
 씻겨주고 길이   
 정리해주기
· 재활승마 수업  
 시 리더와       
 사이드 워커     
 되기

· 정리정돈
· 배려
· 책임감

· 재능기부

29
· 릴레이 
 3인 1조
· 마상체조

멋있는 패자
겸손한 승자
우리는 하나

· 횡목, 라바콘을  
 이용한 장애물   
 만들기
· 속도 보다는    
 정확한 이행을   
 강조
· 안장에 앉는    
 위치 바꾸기
· 옆으로 앉기 
· 거꾸로 앉기

· 하루에 말이    
 먹는 사료와     
 물의 양 알고    
 배급해보기
· 마방 안 말     
 식수대가        
 청결해야 하는   
 이유 알고       
 청소해주기

· 릴레이 경기에  
 최선을 다하여   
 참가하기
· 릴레이 경기 후  
 승패를
 인정하고 서로   
 격려해주기
· 재활승마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리더,  
 사이드워커 되기

· 배려
· 책임감
· 격려
· 승패인정
· 최선 다하기
· 목표달성 노력

· 재능기부

30

· 평보, 속보, 
경속보, 
뱡향 전환을 
이용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주며

· 선두 바꿔가며  
 선두 따라가기
· 운동의 전환    
 시 미리 알리기
· ex) 속보로 가,  
 대각선 방향     
 바꿔가기

· 자신이 기승    
 한 말의 사료    
 양을 알고       
 마방에 직접     
 사료 넣어주기

· 재활승마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리더,  
 사이드워커 되기
· 승마를 모르는  
 친구에게 말에   
 대해 설명해주기

· 규칙준수
· 희생정신
· 재능기부
·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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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첫째, 라이프 스킬(life skills)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승마교

육 프로그램의 현황은 어떠한지, 둘째, 청소년 승마교육을 통해 습득할 수 있

는 라이프 스킬에는 무엇이 있는지, 셋째,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탐색해보고

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토대로 밝혀진 연구 결과의 

승마 교육적 의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승마 

교육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승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라이프 스킬 습득이 

가능한지, 제시된 대안적 청소년 승마 교육 프로그램이 교육 현장에서의 실

천 가능성과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이론적, 경험적 지식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자 한다.

 1) 청소년 승마교육의 현황에 관한 논의

  

  이제까지 이루어진 청소년의 승마 교육 관련 연구는 기승자의 골밀도에 효

과적으로 작용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임순길, 

김형칠 & 김병완, 2000; 김형칠, 2004; 신철호, 2007) 신체조성 및 체력 요인

에 효과적인 개선을 가져다 준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이상기, 2005; 김광배, 

2005; 김은정 & 서충진, 2007; 김현철, 2007; 한상철, 2011; 최경민, 권태동 & 

김기훈, 2012; 조양희, 하성 & 서동일, 2012). 운동역학적 관점에서 승마운동

은 기승자의 균형성과 자세에 긍정적인 발달을 가져다주는 등(김동현, 2009; 

김현자, 2012; 김현수, 2012) 말 위에 기승하면서 참여자가 신체적 발달에 있

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가 승마교육 효과를 주제로 한 관련 연구

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최근 승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고 본 연구 역시 승마를 통해 청소년이 배울 수 있는 교육적 효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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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탐색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기승자의 신체능력 향상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그 이외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청소년이 다양한 스포츠 중에서 승마를 선택하여 함으로써 얻는 긍

정적인 부분을 이해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에서 청소년 승마 교육의 현황을 ‘라이프 스킬’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서 청

소년 승마교육의 기승술 중심,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미흡, 교육의 꽃이 되어

야 할 참여 청소년의 요구 반영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 한 것은 기존 연구와 

승마를 바라보는 맥락에 있어 가지는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다양한 스포츠교육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이 

단순히 운동 기술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성, 스포츠맨십 등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최의창, 2003; 박정준, 2012). 또한 청소년을 문제의 

대상이 아닌 잠재력을 지닌 주체로 바라보는 전인적 청소년 육성 또는 긍정

적 청소년 발달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Danish & 

Theodorakis, 2005; 이옥선, 2012). 이러한 선행 연구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승

마를 통한 라이프 스킬 개발이라는 전인적 청소년 육성의 맥락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 결과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 승마 현장의 문

제점을 대안적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스포츠를 

통한 전인적 청소년 육성 관련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청소년 승마교육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교육 현장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승마’라는 

종목의 특수성에 따라 라이프 스킬을 개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기존의 승마관련 연구가 신체적 능력 함양에 치우

쳐져 이루어진 것과는 다르게 승마라는 스포츠를 라이프 스킬 개발이라는 새

로운 스포츠 교육학적 관점으로 청소년 승마 현장 현황의 문제점인 기승술 

중심,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경험에 의존한 지도 및 청소년의 요구반영 부

족을 탐색하였다는 점, 둘째, 연구 결과로 도출된 청소년 승마 현장의 문제점

을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연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148 -

 2) 습득된 라이프 스킬에 관한 논의

  지금까지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통해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다는 연

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각각의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라이프 스킬의 형성 과정

에 있어서의 특성 및 영역에 대해 언급하였다. 대표적인 관련 연구로는 첫째, 

이옥선(2012)은 체육 전공 대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 참여를 통해 기본기, 대

응기, 공헌기와 같은 세 가지 범주 안에서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둘째, 정예수(2011)는 태권도 수련자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태권도 라

이프 스킬의 구성 개념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신체적 기술, 심리적 기술, 

정서적 기술, 무도적 기술, 사회적 기술, 지적 기술로 라이프 스킬의 함양이 

6가지 차원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영국 학생 선수의 라이프 스

킬 필요성에 대해 탐색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술, 존중, 리더십, 가족 상호

작용 기술을 포함하는 대인관계 기술과 자율형성, 규율, 자기 의존, 목표 설

정, 수행 결과 관리, 동기부여와 같은 개인적 라이프 기술로 영역을 범주화 

하였다(Jones & Lavallee, 2009).  

  위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청소년이 승마를 통하

여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프 스킬을 세 영역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말과의 관계’, ‘나(기승자)와 또래의 관계’, ‘나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범주에 속하는지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각 영역별 연

계성 및 과정에 대해 효과적으로 라이프 스킬의 범주를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 체계는 승마와 청소년이라는 연결고리 안에서 다양한 라이프 스

킬이 점진적으로 습득되며 승마종목의 독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어떠한 

과정 속에서 라이프 스킬이 습득되는지를 실제적인 청소년 승마 교육 현장

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다양한 스포츠에서 이루어진 라이프 스킬 관련 연구와의 본 연구가 

가지는 공통점 이외에도 ‘승마’라는 스포츠라는 특성상 연구 결과에서 습

득된 라이프 스킬의 범주화에서 나타나는 차이점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특이성으로는 승마 활동을 통해 습득된 라이프 스킬을 범주화 하는데 

있어 ‘나와 말의 관계’영역이 분류 된 것이다. 승마라는 스포츠의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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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과 기승자가 함께 호흡을 맞춰 운동할 때 기승술, 라이프스킬 등 다양한 

습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승자가 진심으로 말을 대하고 그 둘 사이에 올바

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교감의 파트너인 말이 기승자가 라이프 스킬을 습

득하는데 있어 가장 큰 조력자, 선생님이 되어줄 수 있다. 따라서 말에 대한 

이해, 말에 대한 보살핌, 말과 함께 위기대응을 배우는‘나와 말의 관계’영

역은 청소년들이 승마를 접하는데 있어 말을 알아가고 소통하며 라이프 스킬

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기본이 되는 영역으로 다른 스포츠에서는 나타나지 않

는 특성으로 동물과의 교감이 라이프 스킬 습득의 토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기존 라이프 스킬 관련 연구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 스킬 형성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해 승마 교육 

현장에 연구자가 발을 들여 놓는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청소년의 

라이프 스킬 습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는데서 기존의 스포츠를 통한 

라이프 스킬 습득 관련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지금까지 서구에서 이루어

진 승마 및 동물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습득하는 라이프 스킬에 대한 대부

분의 연구는 양적 연구로만 진행이 되어 교육의 전과 후, 참여자들의 변화 

된 라이프 스킬의 수치만을 제시하여 어떠한 교육 과정과 내용이 라이프 스

킬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다(Ward, 

1996; Fox, Schroeder, Lodl, 2003, Anderson, Karr-Lilienthal, 2011). 예를 들

어 승마 또는 동물과의 활동에서 배울 수 있는 라이프 스킬은 기술적 기

술, 의사소통 기술, 개인적·사회적 기술, 리더십 기술 등으로 나뉘며 각각

의 라이프 스킬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보다 후에 수치가 향상되었다는 

형태로 연구 결과에서 제시되어 있다. 이는 라이프 스킬을 왜 승마라는 스

포츠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기에 미흡하였다.

  위의 선행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승마 교육의 어떠한 

과정을 거치며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였는지 현장속에 연구자가 직접 발을 

들여놓는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말(馬), 또래 친구, 지도교관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라이프 스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

쳤는지를 연구 결과로 상세히 제시하여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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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논의

  본 연구에서 개발한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은 승마 활동을 통

해 청소년의 라이프 스킬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 동안 

기승술 위주의 승마 프로그램이 승마 보급을 위해 꾸준히 개발되어 왔지만 

라이프 스킬 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승마 기술과 더불어 승마 관련 지식, 

승마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개발되지 않았다. 국외에서는 승

마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라이프 스킬을 가르치는 기관 및 단체를 통해 몇

몇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승마를 통한 라이프 스

킬 개발이라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 오랜 기간 동안 승마 운동을 실천하

고 있는 교관, 코치, 선수들로부터 승마를 통해 인성함양 및 삶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경험담을 들어왔다. 또한 본 연구자가 지난 5년

간 꾸준히 승마를 실천 해 오며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경험적 

확신이 토대가 되어 본 연구의 라이프 스킬 개발을 목표로 한 대안적 청소

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

는데 있어 목표, 지도내용, 교육방법 및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교육적 의의

는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은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해 골프를 신체 활동으로 두는 The First Tee(Weiss, 2006), 풋

볼을 통해 학습하는 Play It Smart(Petipas et al., 2004) 프로그램과 같이 ‘승

마’라는 특정한 스포츠를 프로그램의 구심점으로 두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을 취한다.  

  하지만 스포츠를 통한 라이프 스킬 개발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데에서 

서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인 SUPER(Danish, 2002b), Play It Smart(Petipas, 

Van Raalte, Cornelius & Presbrey, 2004)에 대한 선행 연구의 경우 학생 선수

들을 대상으로 하여 스포츠 기술, 라이프 스킬과 연계하여 학문적 목표인 성

적 관리를 목표로 한다는 특성을 지닌다. 본 연구 결과인 대안적 청소년 승

마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스포츠 기술과 라이프 스킬을 연계하였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지만 ‘말’이라는 살아있는 동물과의 교감을 중요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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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기승술, 승마 관련 지식과 승마 정서가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어우러져 

있다는 특이성을 지닌다. 

  둘째, 본 연구자가 제시한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대안적 청소년 승마 

프로그램은 4-H Horse Project(Anderson & Karr-Lillenthal, 2011), 4-H 

Animal Science Project(Ward, 1996), 4-H High Adventure Horse Packing 

Program(Jones & Bocksnick, 2009), Youth in Horse Program(Smith, 

Swinker, Comerford, Radhakrishna & Hoover, 2006), 4-H Horsemanship 

Activity(Saunder-Ferguson, Barnett, Culen & TenBroeck, 2008)와 같이 서

구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과 같은 맥락에서 말과 함께하는 운동이라는 스

포츠의 특성을 중심에 두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특히 각각의 가치를 

중심으로 둔 승마 프로그램이 차시 별 어떠한 라이프 스킬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두고, 개인별 수업과 그룹 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한 Horsemanship and life skills of youth in horse 

programs(Smith, Swinker, Comerford, Radhakrishna & Hoover, 2006)과는 

프로그램 차시 구조에서 비슷한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적 승마교육 현황에 맞도록 일

반적인 라이프 스킬의 학습 및 통용 뿐 아니라‘예의범절’ 및 한국 청소

년들에게 부족한 ‘팔로워십’을 프로그램 안에서 강조하였으며 프로그램

의 학습내용을 호스라이더십(horseridership; 승마기술), 호스트레이너십

(horsetrainership; 승마지식), 호스마스터십(horsemastership; 승마정신)으로 

나누어 학습결과로서 라이프 스킬을 각 차시별로 제시하여 승마기능, 승마

지식, 승마정신의 통합교육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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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전인적 청소년 육성이라는 기반을 두고 청소년 승마클럽에 참여

하는 학생들이 승마를 배우며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라이프 스킬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또한 라이프 스킬 습득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습

득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찾아보았다. 끝으로 좀 더 체계화 되고 

지도자의 의도된 교육 속에서 청소년들이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의 목표, 내용, 교육방법 등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승

마장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지속적으로 라이프 스킬이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승마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승마 교육 현장을 바라보는데 있어 질적 연구의 패러

다임의 관점을 취하였다. 현장의 교관 및 지도자들이 어떠한 교육과정으로 

청소년 승마 클럽을 지도하는지, 그 속에서 참여 청소년들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고 여기에 미친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러한 

과정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방

법으로서 청소년 승마교육의 필요성과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필요한지에 대

해 탐색하기 위하여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승마 교관들의 철학과 지

도 경험, 참여 청소년들의 생각과 라이프 스킬 습득 경험을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직접 보고 들으며 질적 연구자로서 연구 현장에 참여하였다. 참여관찰

과 인터뷰, 심층면담, 교육 관련 지도 자료 및 승마일기를 통해 자료를 수집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내용분석과 귀납적 범주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 

다각도 검증법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프 스킬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은 기승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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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승마교육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지도자의 경험에 의존한 

운영이 이루어져 체계성 및 청소년의 요구반영이 미흡하였다. 현재 한국의 

승마 교육은 단순히 신체 능력 향상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을 유지하

기 위한 목적, 또는 엘리트 선수로 활약하기 위해 기승술 중심으로 교육이 

행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엘리트 승마를 배워 선수로서 활동하고 대

학에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승마를 배우는 것이 아닌 이상, 청소년들은 

승마를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동기와 더불어 라이프 스킬의 관점에서 승마

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라이프 스킬의 관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승마교육

의 내부를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말 등 위에서 기승술을 배우는 것에 치중

하는 수업, 다양한 접근의 승마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몇몇 지도 교관

의 수업은 구체적인 커리큘럼이나 지도안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수업 체제는 탑

다운(top-down)형식으로 청소년들의 승마를 통해 어떠한 것을 배우고 싶은

지에 대한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본 연구자가 승마교육 현장에서 수업을 관찰하고 참여 청소년과 교관의 

심층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본 연구의 교육 현장과 현재 한국 사

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승마교육은 라이프 스킬 습득의 관점에 대

해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정형화되어 나타나거나 지도자들이 

의도적인 교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엘리트 스포츠로 많이 각인되

어 있는 스포츠인 만큼 생활 스포츠로, 또 청소년들에게 운동능력을 향상

시킴과 동시에 말에 관한 지식, 진정한 교감, 그리고 이를 통해 일상의 삶

에 적용될 수 있는 라이프 스킬을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강조해야 할 필요

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지도자의 유년기 승마 경험이 반복적으로 

강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눈에서 승마를 바라보고, 또 그들의 학습 요구를 반영한 승마교육이 이루

어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은 승마교육을 통하여 ‘나와 말의 관계’,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공동체의 관계’영역을 형성하였으며 말, 또래, 지도교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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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으며 다양한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 승마 교육을 라이프 스킬의 관점에서 보

았을 때 발견한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라이프 스킬들을 교육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

었다. 

  연구자는 승마를 종목에 한정하여 승마교육 현장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접근을 통하여 어떠한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한 내

용을 병렬적 체계로 나타내었다. 각각의 라이프 스킬이 ‘말과의 관계’, 

‘나(기승자)와 또래의 관계’, ‘나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범

주에 속하는지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각 영역별 연계성 및 과정에 대해 효

과적으로 라이프 스킬의 범주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류 체계는 승

마와 청소년이라는 연결고리 안에서 다양한 라이프 스킬이 점진적으로 습

득되며 승마종목의 독특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어떠한 과정 속에서 라이프 

스킬이 습득되는지를 실제적인 청소년 승마교육 현장에 바탕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말에 대한 이해, 말에 대한 보살핌, 말과 함께 위기대응을 배우는‘나와 말

의 관계’영역은 청소년들이 승마를 접하는데 있어 말을 알아가고 소통하며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는데 필요한 기본이 되는 영역이다. 이를 기반으로 하

여 ‘나와 타인의 관계’ 영역에서 기승자가 함께 운동하는 또래, 지도자와

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역량인 타인 이해, 타인 존중, 타인

과의 문제해결에 관한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나와 공동체

의 관계’의 영역에서는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리더십과 

팔로워십, 단체 생활에서 규범을 익히는데 필요한 기술, 개인이 공동체를 위

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희생, 승마장 안에서 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재능기부를 하는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었다.

  셋째,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하여 기승술 및 신체활동과 더불어 승마 관

련 지식, 정서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대안적 청소년 승마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연구가 이루어진 승마교육 현장은 공기업에서 청소년들에게 무료

로 운영되는 수업으로 1회 수업 시간이 3시간 정도 되어 주지도 교관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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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기승하는 것 이외에도 마필을 관리하고 돌보는 것, 장안하는 것 등

을 가르치며 승마인으로서의 기본자세를 함양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설 승마장의 승마교육은 물론 연구자가 참

여 관찰한 현장의 교육도 라이프 스킬 습득이 승마교육의 주 목표가 아니었

기 때문에 기승술 습득에 초점이 맞추어진 수업이 이루어졌다. 이에 본 연구

자는 라이프 스킬 개발의 관점에서 본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호스맨십이 기반이 된 목표,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승마기승술, 승마지식, 승마정신 삼박자가 잘 어우러질 때 호스맨십을 잘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호스맨십 교육이란 동물과 함께 하는 스포츠라

는 승마의 특수성, 이를 지도하는 지도자, 함께 승마를 하는 또래 기승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자의 의도적인 승마교육 활동이다. 이러한 기반이 고려된 

프로그램 안에서 청소년들이 습득한 라이프 스킬은 “승마장 울타리를 넘어

서” 삶과 생활로 전이될 때 진정한 라이프 스킬을 습득했다고 할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이 승마라는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발달시킬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왜 신체적 능력, 운동 발달의 가치만을 추구하는가?’라는 의문

에서 시작되었다. 소위 귀족 스포츠라 불리던 승마는 한국 사회가 발전해 감

에 따라 점차 승마 참여 인구가 늘고 다수의 승마장이 서울근교에 생기며 학

교 안으로 찾아오는 승마교실이 생기는 등 유·청소년 승마클럽이 활성화 되

고 있다. 또한 청소년 승마를 지도하는 교관 및 지도자, 자신의 아이를 승마

에 참여시키려는 학부모, 그리고 대중적인 인식 모두가 승마의 신체적 발달

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승마의 신체적 효과를 보는 연구를 넘어서서 라이프 스킬

의 관점에서 현재 청소년 승마 교육의 현황을 알아보고 청소년들이 승마에 

참여함으로써 습득할 수 있는 라이프 스킬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탐색해 



- 156 -

보는 동시에 나아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청소년의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해서

는 어떠한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고찰하

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한국의 승마 교육이 라이프 스킬을 개발하

는 데 다양한 문제점이 있지만, 동물과 함께 하는 스포츠라는 특성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승마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면 라이프 스킬을 습득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 승마교육을 통해 도출 된 라이프 스킬은 다른 스포츠

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스킬들과 비교하였을 때에 큰 차이점은 없었다. 이

옥선(2012), Danish(1993)의 스포츠를 통한 청소년의 라이프 스킬 습득에 관련

된 연구에서 도출된 라이프 스킬의 범위와 유사하였다. 하지만 ‘말과의 관

계’영역에서 동물을 이해하고 말과 교감을 하며 라이프 스킬의 토대를 만들

어 주는 ‘기승자와 말의 관계’형성이 다른 스포츠를 통한 라이프 스킬 개

발 시 볼 수 없었던 승마를 통한 라이프 스킬 습득의 특이성으로 나타났다.

  전인적 청소년 교육의 하나로 승마가 자리매김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연구자의 판단 아래에 제시된 대안적 청

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은 기승술과 더불어 승마지식, 승마정신을 동등한 수

준으로 수업 안에서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라이프 스킬이 습득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최의창(2006), 박정준(2012)은 통합적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은 

신체활동을 통해 스포츠 참여자가 올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안에 인문적 지혜와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인적 청소

년 육성의 관점에서 라이프 스킬을 개발하는 것에 토대를 둔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은 승마의 독특성이 구심점이 되어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지도방법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기승술, 승마 관련 지식, 승마 

정신도 내용상 통합을 이루어 다양한 호스맨십 활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

다. 

  이제 우리나라 청소년 승마교육이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성숙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청소년 승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과 함께, 이를 위한 현장의 지도 교관들의 라

이프 스킬에 대한 인식과 목적의식 함양과 더불어 라이프 스킬 지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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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마지막 장에서는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습득한 라이프 스킬이 일상 생활으로 

‘전이’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는 후속 연구와 다양한 승마교육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적용될 수 있는 활용방안, 마지막으로 라이프 스킬 개념 및 교육

관에 대해 지도자들이 내면화할 수 있는 지도자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들이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습

득한 라이프 스킬이 일상생활로의 ‘전이’가 잘 이루어지는지, 또 그 과

정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승마

를 통해 청소년이 습득할 수 있는 라이프 스킬의 구성 영역은 구체화 되어 

나타났지만, 그러한 라이프 스킬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으며 승마장 밖을 넘어서 가정,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라이프 스킬이 교육으로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한 ‘전이’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스포츠 프로그램과 라이프 

스킬이라는 것은 청소년 교육의 문제가 청소년의 삶을 둘러싼 생태학적 접

근에 의하여 스포츠 활동,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성 속에서 이해되어

야 함을 의미한다(Papacharisis et al., 2005). 

  말 위에서 배우기 시작한 라이프 스킬은 승마장 문턱을 벗어 나가기가 

힘들다. 일상생활로 활발한 전이가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지도교관의 라이

프 스킬에 대한 관심, 승마의 내적 가치에 대한 인식 및 교육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이 궁극적인 청소년 승마의 질적인 향상과 깊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제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

그램 내에서 라이프 스킬 지도가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승마장 안에

서 배운 라이프 스킬이 학교, 가정, 더 나아가 사회에서의 삶과 연계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라이프 스킬 습득의 전이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줄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

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전이되는지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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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최근 정규 체육 시간, 방과 후 학교, 사설 승마 클럽 등 다양한 교

육현장에서 청소년 승마가 활성화 되고 있으므로 청소년 승마의 질적 향상

을 위해 개발 된 대안적 승마교육 프로그램이 교육현장에서 적절히 활용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적 관점보다 현장에서 대안적 프로그램이 

직접 실행될 때 더욱 가치가 있는 라이프스킬 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이기 

때문이다. 

  이옥선(2012)의 연구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라이프 스킬 관련 프

로그램은 주로 문제행동을 다루기 위한 것에 프로그램의 초점이 있었으며 

이제 스포츠 참여자의 기본적인 능력을 길러주는 기본기, 어려움에 대처하

는 대응기, 사회에 기여하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배

우는 공헌기 중심의 프로그램 등 스포츠를 학습하는 환경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

구는 승마라는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의 라이프 스킬 개발을 지향하는 프로

그램을 개발하였다. 

  연구자가 제시한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승마라는 스

포츠에 참여하는 것에 흥미와 관심도가 높은 청소년 승마 클럽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해 구성되었다. 하지만 승마가 

생활 스포츠로 보급되고 있고 학교 체육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하여 ‘정규 체육 시간’, ‘생활 체육으로서의 청소년 승마’, ‘방과 후 

스포츠 클럽’, 그리고 수익을 얻기 위해 기승술만 지도되는 사설 승마 클

럽 등 다양한 승마교육 현장에서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이 적극

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

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라이프 스킬 개발을 위한 청소년 승마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라이프 스킬의 개념 및 교육관에 대한 승마 지도자 교육이 이

루어 질 필요가 있다.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도 실제 교육 현

장에서 지도자가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및 내용에 대해 내면화되어 있지 

않다면 올바른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라이프 스킬이라는 새로운 

접근에 대해 청소년 승마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인식하고 실천 전통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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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을 위해서는 생활체육 지도자 연수교육, 승마 지도사 자격 시험 및 

교육 등 지도자 양성 과정 안에서 라이프 스킬을 중점으로 한 지도자 교육

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도자 교육 시스템 안에는 대안적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

램과 같이 제시 된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방법을 상황, 대상, 교육 목적

에 따라 지도자가 라이프 스킬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신만의 교육안을 

만들고 수업을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이 길러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프로

그램이 이루어진 후 청소년의 라이프 스킬 개발 수준을 평가하고 전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학생들의 라이프 스킬 습득 수준을 

지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지도자 교육을 통해 형성 된다면 지

속적인 라이프 스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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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승마클럽을 통한 라이프스킬 발달 연구』 동의서

부록 1. 연구참여 동의서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을 <청소년 승마클럽을 통한 라이프 스킬 발달 연구>에 초대하

고자 합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승마클럽 교육 시간에 승마를 통해 배운 것들에 

무엇이 있고, 이것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한 호스맨십 

승마 교육을 통하여 더 나은 사람, 멋진 사람, 좋은 사람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면,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알아

보기 위한 간단한 질문과 면담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수업을 관찰하고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자연스러운 교육의 한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면담과 설문 

외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 되

며, 옳고 그름의 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의 학교 이름이나 실

제 이름이 사용되는 일은 없으며, 수업 관찰이나 촬영 자료의 영상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

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 승마클럽 운영 기간(약 4개월) 지속될 예정이며, 여러분이 연구에 참

여하기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참여에 대한 동의는 전적으

로 여러분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는 이 연구는 승마 운동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

들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찾아보고, 승마 운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많은 사

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 될 것입니다.

연구에 동의하는 학생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은 후 아래 연구 동의서를 작

성해 연구자(공경희)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 연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하고 행복한 승마 수업을 기원합니다. 

2012. 07. 21

                  소  속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스포츠 교육학 전공

                  연구자:공경희(010-○○○○)

                          (cute1402@snu.ac.kr)

--------------- 연구 동의서 ---------------
 (           )학교 제 (   )학년 (   )반 이름(             )

연구 동의 내용 학생 학부모

1.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여 인터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인)  (인)

2.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여 수업 촬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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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사전 청소년 심층면담 질문지

영역 수업 초반 청소년 심층면담 질문

승마 

입문

1. 승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2. 승마를 하면 어떤 점이 힘들 것 같나요?

3. 승마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 것 같나요?

4. 승마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어요?

승마를 

통한 

학습

5. 승마를 하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가요?

6. 승마를 통해서 라이프 스킬을 배울 수 있을까요? 

7. 승마는 ~ 이다. 라고 정의해 본다면요?

8. 여러분이 배울 승마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기승술을 배우고  

   싶나요?

9. 승마 프로그램에서 말에 대해 어떠한 것을 알고 싶나요? 

10. 기승술 이외에, 자신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배우고 싶은   

    것이 있나요?

11. 기승을 못 하는 날에 배우고 싶은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  

    나요?

승마의 

특성

12. 승마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는 무엇이 있을까? 다른 스   

    포츠와 비교해 보세요.

13. 승마를 하는데 있어 기승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요?

14. 말을 대하는데 있어 정서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  

    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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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수업 후반 청소년 심층면담 질문

프로그램
현황

1. 승마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가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2. 승마를 하는 동안 힘들었던 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3. 힘들었던 점을 어떻게 극복하였나요?
4. 승마를 하면서 좋았던 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유는 무  
   엇인가요?
5. 청소년기의 승마는 ~ 이다. 라고 정의해 보세요.

라이프 
스킬 
개발

6. 승마를 하면서 가졌던 성취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이러한 것들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나요?

7. 승마를 하면서 배웠던 인성적 측면이 있나요?
 -인성적 측면에서 어떠한 덕목들을 배웠나요?

8.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라이프 스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  
   나요? 
9. 프로그램의 어떤 부분에서 ______(라이프 스킬의 한 영역)    
   을 배웠나요?
10. 승마로만 가르칠 수 있는 독특한 라이프 스킬이 있다고 생  
    각 하나요?
11. 승마를 통해 배운 라이프 스킬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  
    하였나요? 

라이프 
스킬

개발경로

12. 승마 교관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3. 스스로 라이프 스킬을 터득하였나요? 아니면 교관이 영향  
    을 미쳤나요?
14. 교관이 영향을 미쳤다면, 교관의 어떤 가르침이 영향을 미  
    쳤나요?

전인적
발달

15. 승마를 하는데 있어 기승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요?
16. 말을 대하는데 있어 정서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  
    각하나요?
17. 승마가 기승자의 어떠한 부분에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요?
18. 승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의 자신에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있나요?
19. 앞으로도 승마를 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계속해서 배우고   
    싶나요?

부록 3. 사후 청소년 심층면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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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도교관 사전 심층면담 질문

승마입문

1. 승마를 몇 년이나 하셨죠?

2. 승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3. 승마를 지속적으로 하시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운동과정

4. 승마를 하는 동안 힘들었던 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5. 힘들었던 점을 어떻게 극복하였나요?

6. 승마를 하면서 좋았던 점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7. 승마를 하면서 가졌던 성공, 경력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신  

   가요?

8. 승마 코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라이프 
스킬
개발

가능성

9. 청소년기의 승마 운동에 라이프 스킬을 가르칠 수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10. 본인은 승마를 하면서 배웠던 라이프 스킬이 있나요?

11. 스스로 라이프 스킬을 터득하였나요? 아니면 지도자가 영  

    향을 미쳤나요?

12. 승마를 통해 배운 라이프 스킬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3. 승마를 하면서 라이프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14. 청소년기의 승마는 ~ 이다. 라고 정의해 본다면요?

15. 승마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서요.

16. 승마로만 가르칠 수 있는 독특한 라이프 스킬이 있다고 생  

    각 하시나요?

정서적 
영향

17. 승마를 하면서 배웠던 인성적 측면이 있나요?

   -인성적 측면에서 어떠한 덕목들을 배웠나요?

18. 승마를 하는데 있어 기승자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라  

    고 생각하시나요?

19. 말을 대하는데 있어 정서적인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  

    각하시나요?

20. 승마가 기승자의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정서적으로 영  

    향을 미치나요?

부록 4. 사전 지도교관 심층면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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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지도교관 수업 후반 심층면담 질문

라이프 
스킬
개발

1. 승마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기 전과 후의 학생들에게 나타나  

   는 차이점이 있나요?

4. 승마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라이프 스킬 개발에 효과적이라  

   고 생각하시나요?

5.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프 스킬을 습득하였다고   

   생각 하시나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라이프 스킬을 많이 습득하였나요?

6. 앞으로 청소년 승마프로그램 교육 시에 라이프 스킬을 강조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황 및 
문제점

7. 현재 청소년 승마교육 프로그램에서 바꾸고 싶은 교육요소  

   나 체계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현재 승마교육 커리큘럼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9. 청소년 승마교육에서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호스맨십 
승마교육

10. 호스맨십을 청소년에게 어떻게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  

    나요?

11. 호스맨십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나요?

12.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이상적인 승마교육 프로그램은 무  

    엇이며 어떠한 요소들을 담고 있나요?

부록 5. 사후 지도교관 심층면담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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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이름:

 오늘 배웠던 기승술은 무엇인가요? 배운 점과 함께 자신이 잘했던 점과  

       어려웠던 부분을 써 봅시다. 

 오늘 내가 탄 말의 특징은 어떠했고, 나는 말과 어떠한 교감을          

      나누었는지 써 봅시다.

 승마 수업 때 배운 것(기승 술 이외의 것-예: 인사 잘하기, 예의범절      

      지키기, 친구 배려하기, 정리하기 등)들이 나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글로 써 봅시다.

 나의 다짐!

부록 6. 승마일기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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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시간

주간계획 일계획 세부 수업 내용

1주차
09:00

~
11:00

입교식 

 입교식
 입교식
 수업 진행 설명
 준비물

 자기 소개
 이론
 마사 견학

 자기소개하기
 친구 이름 익히기
 포니 끌기, 먹이 주기 
 말의 습성, 승마란?

2주차
09:00

~
11:00

이론 수업

 마필 수장
 장안

 마필 수장법 : 솔질, 물수장
 마구 장안법

 견학
 마필 보건소
 말 수영장
 실내 마장

 말의 생활공간 익히기
 공간별 주의 사항 읽고 숙지

3주차
09:00

~
11:00

 견학

 경마 교육원 견학
 기수 후보생 훈련 참관
 기승기 체험

 육군 사관학교 
 견학

 군마대 승마 체험
 육군 사관학교 박물관 견학

4주차
09:00

~
12:00

 말 끌기
 승/하마 법

 말끌기＊
 솔질, 장안 실습 
 2인 1두 말끌기
 음성 부조를 사용한 평보, 정지 반복＊

 승/하마 법＊
 2인 1두 말끌기
 등자 조절 하기
 승/하마 반복＊

5주차
09:00

~
12:00

 기본자세
 승마의 기본자세＊ 

 고삐 잡는 법＊
 어깨의 위치＊
 안장에 앉는 위치＊
 종아리의 위치＊

 승마의 기본자세＊ 
 자세 교정＊
 중심선 강조＊

6주차
09:00

~
12:00

 
 평보, 정지 

이행
 부조에 

대한 설명

 평보와 정지이행＊
 자세 교정＊
 부조에 대한 설명＊
 음성부조 강조＊

 평보,정지이행     
 반복＊

 이행 시 자세 교정＊
 음성부조의 사용＊
 앞, 뒤 간격 유지＊

부록 7. 하반기 유소년 승마클럽 17주간 교육계획(한국마사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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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시간

주간계획 일계획 세부 수업 내용

7주차
09:00

~
12:00

 속보
 마상 체조 

배우기

 좌속보＊
 마상체조

 활발한 평보에서의 속보로 전환＊
 음성부조와 종아리의 사용＊
 마상체조를 통한 긴장 완화

 좌속보＊
 마상체조 

 종아리를 사용한 자연스러운 이행＊
 속보 전환 시 자세 유지＊
 앞, 뒤 간격 맞추기＊
 마상체조를 통한 긴장 완화

8주차
09:00

~
12:00

 속보 
평보, 속보 

이행
 

 좌속보＊
 종아리를 사용한 이행＊
 속보 자세 유지＊
 간격 유지＊

 좌속보＊ 
 평보, 속보 이행＊

 평보, 속보 이행시 간격 유지＊
 이행 시 자세 유지＊

9주차
09:00

~
12:00

 속보
 좌, 우의 

균형

 좌, 우 운동의 
 균형＊

 평보에서 방향 바꾸기＊
 방향 전환 시 좌, 우의 균형＊

 좌, 우 운동의 
 균형＊

 평보와 속보 좌, 우의 운동량 균형＊
 좌, 우 균형의 중요성 강조＊

10주차
09:00

~
12:00

 속보
 좌, 우의 

균형

 속보에서 
 방향 전환＊

 큰 마장에서 선두마를 따라 속보에서 
 방향 전환＊
 시야 넓게 갖기＊
 앞, 뒤 간격 조절＊

 속보에서 
 방향 전환＊

 선두마를 따라 속보에서 방향 전환＊
 코너에서 리듬 유지＊
 앞, 뒤 간격 조절＊

11주차
09:00

~
12:00

속보,
방향 전환

 평보에서 
 방향 전환 ＊
 대각선을 이용한   
 방향 전환＊

 시선 옮기기＊
 지점에 서서 방향을 바꾸도록 유도 ＊

 평보에서 
 방향 전환 
 대각선을 이용한   
 방향 전환＊

 시선 옮기기＊
 라바콘을 이용하여 대각선 방향 전환 시  
 코너 지점 익히기＊

12주차
09:00

~
12:00

경속보

 경속보 이해하기＊

 평보에서 경속보 반동 연습＊
 기좌의 확립＊
 주먹 위치 고정 시키기＊
 좌속보에서 경속보로 전환＊

 경속보 반동 
 맞추기＊

 자세 교정＊
 좌속보에서 경속보로 전환＊
 반동에 대한 설명＊
 평보에서 발 맞춰 일어나기＊
 경속보 틀린 반동 바꾸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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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
시간

주간계획 일계획 세부 수업 내용

13주차
09:00

~
12:00

경속보, 
좌속보
전환

 경속보에서 
 좌속보 전환＊

 좌속보로 전환 시 엉덩이로 중심 잡기＊
 좌속보로 전환 시 기좌사용＊

 경속보에서 
 좌속보 전환＊

 좌속보로 전환 시 엉덩이로 중심 잡기＊
 좌속보로 전환 시 기좌사용＊

14주차
09:00

~
12:00

경속보, 
좌속보 

리듬 변화

 좌속보, 경속보    
 리듬 변화

 평보에서 활발히, 천천히 반복＊
 좌속보에서 리듬 변화＊
 경속보에서 리듬 변화＊
 앞, 뒤 간격 거리 변화 주기(2두, 3두)＊

 좌속보, 경속보    
 리듬 변화 ＊ 

 좌속보에서 리듬 변화＊
 경속보에서 리듬 변화＊
 앞, 뒤 간격 거리 변화 주기(2두, 3두)＊

15주차
09:00

~
12:00

방향 전환

 방향전환＊

 방향 전환 시 시선＊
 방향 전환 시 종아리 사용＊
 코너에서 간격, 리듬 유지하기＊  

 3완곡 방향 전환＊
 방향 전환 시 시선＊
 마체의 구부러짐 느끼기
 코너에서 간격, 리듬 유지하기＊

16주차
09:00

~
12:00

등자 없이 
균형 잡기

 등자 없이＊ 
 균형 잡기＊

 등자 없이 자세의 고정성 기르기＊
 엉덩이로 말의 움직임 느끼기＊
 안정성 있는 평보, 속보 이행＊

 등자 없이
 방향 전환＊

 기좌의 고정성 기르기＊
 등자 없이 방향 전환＊

17주차
09:00

~
12:00

총 복습, 
수업 내용 

정리

 릴레이 3인 1조
 마상체조

 횡목, 라바콘을 이용한 장애물 만들기
 속도 보다는 정확한 이행을 강조＊
 안장에 앉는 위치 바꾸기＊
 옆으로 앉기 ＊
 거꾸로 앉기＊

 평보, 속보, ＊
 경속보,＊ 
 뱡향 전환을 이용

 선두 바꿔가며 선두 따라가기
 운동의 전환 시 미리 알리기
 ex) 속보로 가, 대각선 방향 바꿔가

＊기능 중심 수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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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atus of Current Youth Horseback

Riding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a Life SkillBased Horsemanship Program

Kong, Kyung Hee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strong governmental support, horseback riding is becoming common

and easily accessible sports to people, and their interest in the sports tends

to increase nationwide. Youth horseback riding program has been practiced

mainly for leisure, therapy and physical improvement, but passively for

resolution to juvenile problems such as teenage suicide, ostracism and

school violence.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ation, horseback riding

education needs to be accomplished, which regards teenagers as ‘active

human beings with potential’ in terms of ‘life skill development’. Therefor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n alternative horseback riding

education program to enhance teenagers’ life skill as positive youth

development. Such goal can be met through investigating current status and

problem of existing programs and studying possible life skills that you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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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acquire by the sports.

Qualitative research was used to achieve the objective. Research

participants consisted of four instructors experienced in youth horseback

riding education program and ten teenagers(4 girls, 6 boys) who

participated in the program twice a week. Data were collected via in-depth

interviews, riding diaries, onsite documents and observations. Collected data

were thoroughly studied by inductive analysis. Triangulation, sports

education experts’ peer debriefing and member check among the instructors

and the student participants were performed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data.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current youth horseback riding programs mainly focus on the

riding techniques and lack the variety of courses in terms of life skill. It is

also not systematic and reflective of teenage participants’ needs due to its

operation dependent on individual instructor’s experience.

Secondly, teenage participants were able to acquire various life skills and

build their own relationships with horses, others and community through

the horseback riding education.

Lastly, an alternative horseback riding education program is needed for

life skills development of teenagers to cover not only the riding techniques

and physical activity but also knowledge and affective aspects of horseback

riding.

Based on these research findings, the alternative horseback riding

program for teenagers was developed with respect to life skills

development. The program consists of horse ridership, horse trainership and

horse mastership. Following proposals can be made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First of all, a follow-up research is needed to evaluate transfer of the life

skills obtained by teenagers into their daily life and its process. Secondly,

since horseback riding is actively utilized in physical education classes,

after-school activity and private equestrian clubs, the alternatively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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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program should be properly implemented in the classes to

improve quality of youth horseback riding. Lastly, equestrian instructors

must receive training on the idea and educational concept of the life skills

to achieve stability of the alternative education program.

Key words: horseback riding, horseback riding program, life skill,

positive youth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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