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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중학교운동부 인성교육 실천의

주요 요인과 활성화 방안 탐색 

임     한     얼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중학교운동부에서 인성교육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

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교운동부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 

극적인 인성교육 실천 방법과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그리고 그 요인들, 

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도록 돕는 근본적인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

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중학교운동부에서 인성교육은 어. 1) 

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중학교운동부에서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 2) 

무엇인가 중학교운동부에서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3) ?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에 학교운동부를 바라보

았던 부정적인 시각과 인성교육의 흐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현상학 연구 기법을 통해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 및 해석하였다.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총 개월 동안 연구가 진행되었고 유목적 표집2014 8 2015 7 11

법을 통해 연구참여자 명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과 4 . 

현장의 비 참여관찰 현지문서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현상학, , 

적 분석 기법을 통해 분석 및 해석하였다 연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에. CITI Korea

서 제공하는 연구 윤리 교육을 이수하였고 연구의 전 과정에서 동료 간 협의 삼각, 

검증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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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해낸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운동부 . , 

현장에서 발견한 인성교육 실천 방법은 형식적 인성교육과 비형식적 인성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형식적 인성교육에 인문적 활동 인‘ ’, ‘

성교육 프로그램 과 비형식적 인성교육에 상담과 소통 선수중심 코칭’ ‘ ’, ‘ ’, 

스포츠맨십 강조 가 도출되었다‘ ’ . 

둘째 인성교육 실천 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개인적 요인 맥락적 요, , 

인 제도적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지도자의 코칭 , . ‘

철학 이 인문적 활동과 스포츠맨십 강조에 영향을 미치고 지도자의 선수 경험’ ‘ ’

은 반면교사로써 선수중심 코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요인으로. 

는 감독교사의 역할 과 운동부와 학교의 간극 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영향‘ ’ ‘ ’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으로는 지도자 교육 이 상담. ‘ ’

과 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코치의 고용 안정성 이 선수중심 코칭에 영향을 주는 ‘ ’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으로는 개인적 차원 맥락적 차원 제, , , 

도적 차원의 노력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는 반. ‘

성적 코칭하기 와 실천공동체 참여하기 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 구조’ ‘ ’ . 

적 차원의 노력에는 전문성 기반 감독교사 고용하기 와 교육과정 기반 학교운‘ ’ ‘

동부 운영하기 가 도출되었다 구조적 차원의 노력은 감독교사가 학교운동부의 인’ . 

성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학교운동부가 학교와 비 분리되어 다양한 

학교 교육활동에 학생선수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제. 

도적 차원의 노력으로 지도자의 인성적 자질 교육하기 와 고용 안정성 확보하‘ ’ ‘

기 를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인성적 자질 교육하기 는 지도자교육이 코치를 인’ . ‘ ’

성교육자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고용 안정성 확보하기 는 코치가 ‘ ’

선수중심 코칭을 하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증진을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를 마땅히 배워야할 권리가 있는 교육의 대상으로 여기고 . , 

학교운동부를 청소년을 교육하는 일종의 교육조직으로 여기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

하다. 

둘째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 

개인적 지도자 구조적 학교 제도적 국가 수준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셋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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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과 경기력의 상관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인성교육. 

이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진

다면 이것은 학교운동부에서 인성교육의 당위성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최종적으로 학생선수에게 실천되는 현장 기반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 

있는지를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 같은 현장 기반의 더욱 심층적이고 경. 

험적인 후속 연구가 지속된다면 이론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학교운동부의 교육

적 운영에 대한 논의가 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인성교육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 , 

학  번 : 2013-2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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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운동장에서 내가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나의 사소한 행동. . 

이 선수가 기량을 발휘하고 무언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나의 매일 매일. 

의 기분은 운동장 날씨를 맑게 할 수도 흐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코치로서 나는 선수, . 

의 삶을 비참하게도 아름답게도 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소유한다는 것을 나는 고, . 

통을 주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감명을 주는 악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선수를 . 

낙담시키거나 유쾌하게 할 수도 있으며 때로는 상처를 주거나 치유해 줄 수도 있다는 것

을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반응은 스포츠를 가치롭게도 하며 부정하게도 한다는 것을 그. . 

리고 나의 선수가 스스로를 가치롭게도 부정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

(Dr Haim Ginott, n.d: Kidman & Hanrahan, 2010 에서 재인용, 13p )

코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선수의 삶을 비참하게 할 수도 있고 아름답게 할 수도 . , 

있는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다 아쉽게도 나와 내 친구들 선후배들이 만났던 코치. , 

들은 우리의 삶을 그다지 아름답게 해주었던 것 같진 않다.

나는 학생선수였다 한 번은 고등학교 시절 운동부 숙소에서 학년 선배가 이런 . 3

말을 한 적이 있다 내 생에 가장 큰 실수는 초등학생 때 축구선수 하겠다고 했. “

던 거야 함께 얘기하던 선배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학생선수인 자신의 신.” 

세를 한탄하고 있었다 모두가 축구선수라는 국가대표라는 부푼 꿈을 안고 학교운. , 

동부에 찾아왔을 터인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꿈을 소멸시킨 것일까?

그 때부터 나는 코치도 선생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학교운동부도 꿈과 희망, 

이 자라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참 선생이자 . 

코치였던 존 우든‘ 1) 의 책을 만나고 부터 내 고민과 안타까운 마음은 하나의 꿈’

이 되었다 나는 지금도 존 우든과 같은 코치가 많아지면 학교운동부가 꿈과 희망. 

이 자라나는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꾼다. 

사실은 학교운동부의 본질이 그러하다 학교운동부는 본래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 

곳이어야 한다 학교운동부는 본래 교육적 당위와 성격을 가지는 곳이다 학교운동. . 

1) 존 우든 은 년 동안 농구팀을 맡아 챔피언십 총 회 회 연속  (1910~2010) 1948~1975 UCLA NCAA 10 , 7

우승과 함께 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그는 훌륭한 코치였지만 또한 훌륭한 교육자였88 . 

다 그의 제자들은 에 진출하기도 했지만 의사 목사 공무원 등이 되어 각지에서 지역사회에 기. NBA , , 

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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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라는 조직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스포츠를 가르치는 일 이다 스포? ‘ ’ . 

츠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말에는 스포츠를 가르치는 행위나 그 행? 

위자를 일컫는 단어가 없지만 영어에는 스포츠를 가르치는 일을 이라‘coaching’

고 하며 그 행위자를 라고 한다 동사형인 라는 단어는 벨기‘a coach’ . ‘coach’

에어인 에서 유래하였다 는 즉 마차를 의미한다 따라‘kocsi’ . ‘kocsi’ 'carriage' , . 

서 이란 본래 누군가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coaching'

다.

스포츠의 맥락에서 코칭은 선수를 원하는 운동 기능의 수준으로 도달시켜주는 것

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 기능은 스포츠의 조각 한 부분에 불과하. 

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종목의 스포츠로 누군가를 온전히 이동시켜주었다고 할 수

는 없다 이것을 코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스포츠를 가르친다는 의미의 코칭 이란 어떤 스포츠 종목으로 누군‘ (coaching)’

가를 입문시켜주는 것이다 운동 기능의 향상이 스포츠의 한 부분밖에 되지 못하다. 

면 총체적인 스포츠는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설명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써 최의창? 

은 스포츠를 심법적 차원 과 기법적 차원 으로 구분하고 두 가지 특징(2005) ‘ ’ ‘ ’

을 모두 갖추어야 만이 온전한 모습으로서의 스포츠 호울 스포츠, ‘ (whole sports)’

라고 하였다.

스포츠의 기법적 차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스포츠의 겉모습 즉 기능, 

적인 측면들을 의미하고 심법적 차원은 스포츠의 전통 정신 안목과 같은 내면적, , , 

인 성질을 의미한다 스포츠는 현대인의 삶에 매우 밀접한 위치에 있으며 결국 하. 

나의 인간 활동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살아하는 한 가지 삶의 방식이 되었다 하나. 

의 인류 문화가 된 것이다 그리고 사람에게 겉과 속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의 삶. 

의 방식인 스포츠 문화에도 겉과 속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스포츠의 내면에 속하는 성질 심법적 차원 은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스포츠라는 ( )

문화에 담아온 가치 있는 것들이다 스포츠의 심법적 차원의 것은 우리의 인간됨을 . 

더욱 가치 있게 해주는 스포츠의 성질인 것이다 기능적인 차원보다는 인성적인 차. 

원에 맞닿아 있는 스포츠의 영역이다 그리고 스포츠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러한 스. 

포츠의 겉과 속 기법적 차원과 심법적 차원을 총체적으로 접하게 해주고 더 높은 ,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을 취하면 스포츠를 가르치는 일은 다분히 교육적 가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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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스포츠가 교육적인 가치를 내제하며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논의는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용식 남윤신 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학생. , (2011)

들은 부족한 신체활동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맨십 요소들을 통한 사

회성 및 인성함양의 기회를 갖게 된다고 했다 이옥선 은 스포츠의 본질이 청. (2012)

소년들에게 생활기술 을 습득시켜 줄 수 있는 내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life skills)

고 보고하였다 또 박정준 은 스포츠가 인성을 길러줄 수 있다는 다양한 이. , (2011b)

론적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최의창 은 스포츠는 하나의 실천전통, . (2012, 2013)

임을 설명하고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은 전인교육임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운동부가 . 

스포츠를 가르치는 곳이라면 이곳은 본래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교육적인 곳이어야 

한다 나는 학교운동부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할 것이라고 꿈꾸고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이것은 나 혼자만의 바람이 아니었다 최근 여 년 동안 학교운동부가 . 10

교육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변화의 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학교운동부

에서 비롯된 폭행 비리 등 각종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

년 수영선수 장희진 파문 사건2000 2)은 학교운동부의 여러 폐해들을 처음으로 세

상에 드러냈다 이 후 년에는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앗아간 천안초등학교 축구. , 2003

부 숙소 화재사건은 운동부의 낙후된 훈련환경과 생활환경을 세상에 공개하는 계기

가 되기도 했고 바로 이듬해인 년에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단에서 벌어진 , 2004

구타 사건을 통해 학생선수 폭력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손석정 외( , 2013).

아쉽지만 처음에는 이 같은 학교운동부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엘리트체육계

가 쉽게 변하지 않았다 이대형 지지부진했던 엘리트선수 육성 학교운동부 ( , 2012). , 

문제에 대한 변화는 년 시사기획 쌈 의 죄송합니다 운동부입니다2007 KBS ‘ ’ ‘ . .’

의 방영을 계기로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당시 방송은 학교운동부의 폐해에 대해서 . 

고발했고 방송 이후 국회의원들이 학교체육 정상화 촉구 결의안 을 국회에 보고하' '

는가 하면 이듬해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 안 을 마련하기' ( )'

도 했다 박재우 외 이때부터 학교운동부의 정상화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 , 2010). 

었다고 할 수 있다 년에는 학생선수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고려하여 합숙훈. 2008 , 

련이 전면 금지되는가 하면 교육과학기술부 년에는 학생선수들의 학습( , 2009b), 2009

2) 년 여자 자유형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국가대표로 발탁되지만 공부와 운동의 병행을 이유 2000 50m 

로 선수촌 입촌을 거부한 후 국가대표자격을 박탈당한 사건 이 사건 이후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 

인권에 관한 문제 제기가 사회에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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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보장을 위해서 초중고 축구를 시작으로 년에 대학축구 대학농구 대학배구2010 , , , 

고교 아이스하키 종목까지 방과 후 혹은 주말 리그제가 확장되었다 강신욱( , 2012). 

마침내 년에는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진흥2013 ‘

법 이 제정되기까지 하였다 손석정 외’ ( , 2013).

그러나 사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이 거시적 관점에서의 정책

적 변화에만 머물러있다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 참 많은 변화의 노력이 있었지만 . 

부정적인 환경을 개선해주는 제도적인 조치가 대부분이고 좀 더 실제적이고 적극적

인 교육적 처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정책에 따른 제도적인 변화는 굉장. 

히 중요하다 그리고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확보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이었던 관행을 . 

바로잡는 제도적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제도적 기반 위. 

에 보다 적극적인 교육적 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인성교육의 시대에 살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이 창의 인성을 표방. 2009 ·

하더니 년에 결국 인성교육 진흥법 까지 재정되었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2015 ‘ ’ . 

언제나 인성교육이 화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체육교과가 있다 년에 박근. . 2013

혜 정부는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 을 발표하고 정규교과 내 외로 체육활동 확대‘ ’ ·

를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이렇듯 인성교육이 학교 교육의 화두로 올라있고 그 중. 

심에 체육이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운동부에만큼은 인성교육에 대한 논의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스포츠는 참으로 교육할만한 가치를 내제하고 있다 체육. 

교과가 인성교육의 흐름 중심에 서게 된 것도 다분히 이런 이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현장이 인성교육을 지향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도 체육. 

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다양한 실천적 노력을 쏟아내는 가운데 스포츠 가르치, ‘

기 가 그 조직의 본질이 되는 학교운동부만 이 같은 인성교육의 흐름에서 제외되’

고 있다는 것은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의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년 이후로 학교운동부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2000

운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학교운동. 

부는 정상적인 교육 조적으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다소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고 .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 교육 현장 전반에 흐르고 있는 인. 

성교육의 흐름을 학교운동부도 따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교운동부에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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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을 잘 이해하고 현장에 가장 접합한 교육적 운영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현. , 

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관찰하고 질적으로 분석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 접근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학교운동부 현장의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교운동부에서의 인성

교육 실천 방법과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여 ,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3. 연구 문제

첫째 중학교 운동부에서 인성교육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 ?

둘째 중학교 운동부에서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셋째 중학교 운동부에서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4. 용어의 정의

인성교육

인성교육이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더욱 사람답. ‘

게 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일 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속하는 의도, ’

적이거나 비의도적인 교육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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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학교운동부란 특정 학교에 속해 학생선수만으로 구성된 운동부를 말한다 학교체(

육 진흥법 방과 후 활동이나 학교스포츠클럽 조직은 학교 내에 있지만 일반, 2013).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운동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생선수

학생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 조와 제 조에 따라서 각 체육 단체에 등록되어 33 34

있는 선수이면서 학교운동부에 속해 있는 학생을 말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 2013). 

학교운동부지도자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운동부에 고용되어 전문적으로 학생선수들을 지도하는 

사람으로 흔히 코치 나 감독 혹은 전임 감독 이라고 일컫는 사람을 의미‘ ’ ‘ ’ ‘ ’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맥에 따라 코치 또는 지도자 와 혼용한다. ‘ ’ ‘ ’ .

감독교사

학교운동부의 감독은 체육교사 중 한 명이 맡는 경우와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전

임 감독을 고용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감독교사란 학교에서 운동부 감독직을 , 

맡은 체육교사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코치 와 지도자 는 두 경우를 모두 . ‘ ’ ‘ ’

포함하여 문맥에 따라 혼용한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중학교 운동부 현장과 그 곳에서 학생선수

를 가르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감독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므로 이 연구, 

를 모든 학교운동부 상황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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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스포츠와 인성발달

가. 인성의 개념

언제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삶이란 무엇인가. ‘ ?’, 

교육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와 같이 인성이란 무엇인가 라‘ ?’, ‘ ?’ ‘ ?’

는 질문도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니다 그러나 본질에 대한 질문은 언제. 

나 중요하며 인류는 오래 전부터 이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답해왔다 인성교육의 . 

시대3)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인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 번 , ‘ ?’

던지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성이란 것을 개념화 범주화 이론화했는지 살펴볼 필, , 

요가 있다.

인성의 사전적 의미는 말 그대로 인간의 성품이다 국립국어연구원 우리는 ( , 1999). 

한 개인의 언행에 대해서 평가할 때 종종 성품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성품이 좋. ‘

다 라는 표현은 그 표현 자체로 좋은 사람 을 나타낸다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 ‘ ’ . 

것은 우리나라 정치 문화 교육에 있어 최고 이념인 홍익인간의 이념과 맥을 같이, , 

한다 국립국어연구원 우리나라의 교육은 언제나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인성( , 1999). 

교육의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좋은 사람의 바탕이 되는 성품이란 사람의 성질과 품격을 말한다 그리고 사람의 . 

성질은 마음의 바탕 을 나타내고 품격은 사람됨 인간다움 을 나타낸다 한국‘ ’ , ‘ ’ (

교육학회 남궁달화 는 마음의 바탕과 인간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 1998). (2003)

설명한다.

3)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성과 인성을 두루 갖춘 인간상을 추구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 , 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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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바탕은 지 앎 정 느낌 의 다짐 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마음은 ( - ), ( - ), ( - ) . , , 知 情 意 知 情 意

의 작용이다 이러한 작용의 근원이 되는 정신의 총체이다 는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 . 知

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은 사물에 느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다 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 . 情 意

로 다음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이처럼 마음의 바탕은 의 세 요소로 구성되며 정신작용. , , 知 情 意

의 총체이다 마음은 선악 을 느낄 수 있고 시비 를 판단할 수 있으며 행동을 다짐할 . ( ) ( )善惡 是非

수 있는 정신능력이다 중략 나는 우리의 인간다움은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삶과 그 모습. ( ) 

이라고 생각한다 가치의 추구와 실현은 사람으로부터만 찾아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 

다 인간 이외에 다른 존재자가 인간처럼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떤 식물. .. 

이 또는 어떤 동물이 인간처럼 가치를 추구하고 실현하는가 인간만이 가치를 축구하고 실현하? 

는 삶을 산다 가치의 추구와 실현은 인간만의 삶의 모습이다 가치를 축구하고 실현하는 삶을 . . 

사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인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p. 3).

지 정 의 로 구성되는 마음의 바탕은 가치중립적이며 사람됨 인간다움( ), ( ), ( ) , 知 情 意

은 가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남궁달화 인성이란 인간다움 즉 가치를 추( , 2003). , 

구하고 실현하는 삶을 우리 마음의 바탕인 지 정 의 를 통해 실천하는 ( ), ( ), ( )知 情 意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가치로운 것인지를 깨닫고 가치로운 것을 추구하고 . , , 

싶은 마음을 느끼고 그 가치로운 것을 실현하고자 다짐하는 것을 인성이라고 할 ,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의 바탕 은 가치중립적이고 인간다움 은 가치지향적 이. ‘ ’ , ‘ ’

지만 마음의 바탕 과 인간다움 즉 성질과 품격은 인성의 개념에서 떨어질 ‘ ’ ‘ ’ , 

수 없고 그 둘을 하나로 볼 때 인성 은 가치지향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 .  

그러나 인성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가치중립적 이기도 하며 가치지향적 이‘ ’ ‘ ’

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성은 주로 성격. (personality 을 의미하는)

데 이때 성격으로서의 인성(personality 은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며 인성이 좋다) ‘ ’ 

혹은 인성이 나쁘다 처럼 사회적 도덕적 평가를 나타낼 때 사용될 수 없는 가‘ ’ , 

치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서 철학적 관점에서 인성은 인격. (character)

을 의미한다 인격으로서의 인성. (character 은 인간의 본래 성격 그 자체를 의미하는 )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인간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가치지향적. 

으로 개념화된 인성은 상황에 따라서 인성이 좋다 혹은 인성이 나쁘다 라‘ .’ ‘ .’

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김태훈( , 1997).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인성을 인간다움을 내포하는 가치지향적인 성격을 띠는 것

으로 규정하며 인성교육에서 정의되는 인성이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서 후천적으로 개발되고 성취되는 것을 의미한다 차경명 그러므로 인성은 가( , 2013). 

르칠 만하고 또한 가르쳐야 하는 한 가지 교육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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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인성이란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하는 인간 마음의 바탕이

며 인간다운 품성이다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문제와 교육의 궁극적인 . 

목적이 전인교육임을 감안할 때 가치와 인간다움을 표방하는 인성은 교육할 만한 

것을 넘어서 반드시 교육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나. 인성교육의 개념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교육은 인성교육에 대해 요구하고 있었다 관심 정도는 . 

다를 수 있지만 차부터 현재 차에 이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더 나은 사람에 1 7

대해서 즉 인성교육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사실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에 대한 , . 

관심은 우리나라만의 관심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관심이기도 하다 최준환 외( ,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이 더욱 강조되는 배경에는 청소

년들의 인성 사람됨에 대한 걱정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출 청소년의 , . 

수는 신고하지 않은 건을 포함해 만 명으로 추정되며 20 OECD국가 중 우리나라 청

소년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게 조사되었으며 청소년들의 범죄 비윤리적 행위에 , 

대한 뉴스기사를 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지해인( , 2014).

그렇다면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한국교육학회 에서 펴낸 ? (1998) 「인성교육」에 따

르면 인성교육이란 심성교육이며 가치교육이고 전인교육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민

주시민으로 성장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일이다 또한 . Creasy 는 인성(2008)

교육이란 학생들이 스스로 도덕적 원칙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모하는 일로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인성교육에 대. 

한 정의는 인성에 대한 정의처럼 학자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게 혹은 비슷하게 , 

설명된다 앞서 말했지만 본질적인 것 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소중한 . , 

것들에 대한 정의는 항상 어려운 법이다.  

다음 표 은 여러 학자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정의이다 학자마다 다양한 정의를 [ 1] .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인성교육이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가치지향적인 일인 것은 분

명해 보인다. 



- 10 -

  

학자 인성교육의 정의

강선보 외(2008)
인간의 진정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교육 인간의 본래적인 성품, 

을 회복하고 계발하는 교육

유한구(2007) 이상적인 인간상의 실현을 축구하는 것

조난심 이종태, (1997)
교육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구체적인 우리 삶의 맥락에 

연결 짓는 노력

한국교육학회(1998)
심성교육이며 가치교육이고 전인교육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여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일

현주 외(2009)

사람들이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 , , , 

가고 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의 습관화를 위

한 일련의 교육 

정창우(2013)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 · ·

불어 살아가는 역량을 길러주는 일

Creasy(2008)
학생들이 스스로 도덕적 원칙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모하는 일

Hoge(2002)
개인의 바람직한 자질을 향상시켜주고자 하는 의도적이고 명백한 

노력  

Lickona(1999) 좋은 사람 좋은 학교 좋은 사회를 위한 의도적인 덕의 양성 , , 

표 [ 1 인성교육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하지만 이처럼 가치 있는 교육이 현장에서의 실천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

들을 내포하고 있다 차 교육과정 이후에 주지주의적인 인성교육이 실천중심으로 . 7

변하면서 인성교육에 무게를 더했지만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은 문서상에만 존재할 

뿐 현장에서는 이렇다 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우리나라. 

의 고질적인 학력지상 입시위주의 사회풍토이다 유한구 최준환 외 이, ( , 2007; , 2009). 

러한 사회풍토 때문에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시되면서도 현장에서

는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낮고 크게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의 노력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년 월에 용인의 한 . 2014 9

초등학교에서 감동적인 사건이 있었다 장애가 있어서 항상 운동회 달리기 시합에. 

서 꼴찌를 하던 친구를 위해 친구들이 손잡고 함께 달려준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 

게 감동을 주었던 이 학생들은 사회적 관심에 오히려 의아해 했다고 한다 아이들. 

에게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던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들에 의하면 용인제일초등학. 

교는 유독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학교라고 한다(SB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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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담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초등학교이기에 적극적인 인성교육이 가능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처럼 마음 따뜻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흔해 질 수 있도록 . 

인성교육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인성교육이란 이웃의 손을 잡. ‘

게 하는 일 이다’ .    

다. 스포츠와 인성교육

스포츠와 인성 혹은 스포츠와 교육은 매우 관련 깊은 단어의 배열이다 스포츠를 . 

통한 인성발달의 주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다 성실 협동 용기 결의 의지. , , , , , 

자기절제 인내 끈기 의사결정과 같은 자질들은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발달된다는 , , , 

말을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다(Arnold, 1997). 

실제로 근대 스포츠는 처음부터 인격도야 인성발달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발전, 

해왔다 양성주 에 따르면 근대 스포츠의 기원이 되는 영국 퍼블릭 스쿨에서 . (2003)

스포츠는 신사도에 입각한 페어플레이 정신 예의 등이 강조되는 활동이었다 이러, . 

한 스포츠가 세기 후반 학교에 정착하면서는 승리의 목적이나 훈련을 추구하지 19

않고 젠틀맨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근대 스포츠는 처음부터 인격도야의 도구. 

로써 사용되었던 것이다 퍼블릭 스쿨에서 페어플레이 정신과 인격도야가 강조되던 . 

스포츠는 근대 체육의 기원이 되는 범애학파의 체육교육에서부터 뿌리 내렸다 철. 

학자 루소로 대표되는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은 범애학파는 루소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정신도야를 위해서 체육을 주요 과목으로 

정하여 운영하였다. 

이처럼 스포츠와 인성 스포츠와 교육은 처음부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물론 , . 

지금은 자본주의의 영향에 많은 문화들이 변질된 것처럼 스포츠 또한 변질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지금도 스포츠는 인성교육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앞서 말했듯. 

이 스포츠를 통한 인성발달 과 같은 말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 ’ . 

를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인성의 개념을 다양한 관점의 인성을 포괄하는 스포츠맨‘

십 으로 통용하기도 한다 김기철 은 스포츠맨십은 스포츠 참여자들이 지켜’ . (2011) “

야할 바람직한 도덕적 행동과 정신으로 체육을 통한 학생의 인성 함양에 핵심적인 , 

단초 라고 하였으며 박정준 은 스포츠맨십이란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이 ” (2011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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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할 사회적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해 마음, , 

속에 내면화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올바른 성품 이라고 정의하면서 스포츠를 통”

한 인성교육의 다양한 이론적 경험적 증거들을 제시하였다 백승수 는 스포츠, . (2012)

맨십을 덕성으로 정의하였으며 최의창 은 스포츠맨십은 실천 전통으로서의 (2010a) “

스포츠에 내재된 다양한 가치들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휘하게 되는 행동

이자 드러나는 태도 라고 정의하면서 가치 덕목들을 내재하고 있는 실천전통으로”

서의 스포츠를 올바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다양한 덕목들을 습득하는 것 즉 인, 

성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 Clifford와 Feezell 은 스포츠맨십을 (2010)

상대방 존중하기 우리 팀 존중하기 심판 존중하기 경기 존중하기 선수와 코치 존, , , , 

중하기 등 가지의 존중으로 정의하였고 7 Arnold 는 스포츠맨십은 스포츠의 맥(1997)

락에서 친선 관대 동정과 같은 덕목들을 실천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 ,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스포츠는 처음부터 사람의 인격도야와 깊은 관계 속에서 발전해 왔으

며 오랜 전통을 통해 가치 덕목들을 내재한 하나의 문화가 되어 학교 현장에서 인, 

성교육을 위한 교육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가 가진 이러한 가치 . 

덕목들을 스포츠맨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학교 체육과 인성발달

가. 학교 체육에서의 인성교육

1) 정과 체육과 인성교육

근대 학교 체육의 기원은 세기 독일의 범애학교에 있었던 체육수업이라고 할 18

수 있다 독일의 범애학교는 사람됨 즉 전인교육을 강조한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을 . , 

실제로 펼쳐낸 곳인데 김미양 체육은 이곳에서 주요 교과로서의 역할을 담당( , 1997), 

했다 체육이 자연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전인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교과였. 

던 것이다 이 같은 기원을 갖고 있는 오늘날 체육의 본질은 사람됨을 교육하는 것 . 

즉 전인교육 혹은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의 근대 체육에서도 언제나 인성교육적인 면모들이 강조되어 왔다.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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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부터 시작된 제 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 까지 1 2009 

체육은 항상 건전한 성격이나 공정 예의 협동심과 같은 태도 규범적인 시민 등과 , , , 

같은 인성교육적인 교육 목적을 강조해 왔다 하남길 그러나 실제로는 광복 ( , 2010). 

이후 국가의 발전과 동시에 교육은 점차 홍익인간 이념에 따른 전인교육의 모습을 

잃어갔고 성적지상주의에 따른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학

교 교육에서 체육은 점점 도외시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손준구 홍은아( , 2013; ,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 진학에 큰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육 2013). 

수업이 타 교과의 보충 수업이나 자율 학습 시간으로 대체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한이석 윤필규( , , 2005).

다행히도 현재는 학교 체육이 본질과 위상을 어느 정도 회복한 것처럼 보인다.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 풍토가 지속되면서 학교에서는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등 , 

학생들의 사회적인 문제가 빈번히 이슈가 되었고 이에 따라 년대 들어서 체육, 2000

이 다시금 주요 과목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체육수업의 시수가 보장되고 . 

년에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 정규 교육과정 내에 도입되면서 정규 체육수업이 2012

충분한 시수를 확보하였다 김기철 서지영 김택천 허현미( , , , , 2012).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제고도 이루어졌다 체육 수업을 통한 인성함양. 

을 위한 실질적인 교수 학습 자료가 개발되었고 서울시교육청 다양한 수업 - ( , 2012), 

모형 수업 기법들이 소개되고 실천되면서 체육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의 노력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의창( , 2011b).

2) 과외 체육과 인성교육

오랜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가 낳은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학생들의 사회문

제의 해결책으로써 학교 체육과 스포츠 교육이 강조됨에 따라서 정과 체육의 정상

화 및 활성화뿐만 아니라 과외 체육의 영역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과외 . 

체육이란 학교 내에서 정과 체육을 제외하고 일어나는 모든 체육활동을 일컫는다. 

방과 후 체육활동 토요 스포츠데이 등이 과외 체육에 속한다, .

그 중에서도 학교스포츠클럽은 정부 주도하에 빠르게 성장한 대표적인 과외 체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학교스포츠클럽이 다양한 형태로 학생. 

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인성교육을 위해 활성화 되어왔으며 국내에서는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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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현 교육부 에서 적극 도입한 개념이다 김기철 외( , ) ( , 2012).

학교스포츠클럽의 도입으로 학생들은 정과 체육시간에 기능 습득을 위주로 부분

적으로만 접했던 스포츠를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 

학생들을 보는 스포츠 에서 하는 스포츠 로 전환시키고 학생 스포츠클럽에 ‘ ’ ‘ ’ 1 1

참여하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도 운영하는 등 학교. 

스포츠클럽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과학

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가 발표한 초 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의 대 (2010) ‘ · ’ 4

중점과제중 하나로써 학교스포츠클럽은 년도에 도입된 이후 참여율이 매 해 빠2007

른 속도로 증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 , 2012).

     

그림 [ 1 연도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 , , 2013)

 

최근에는 국가 주요 사업으로써 학교스포츠클럽이 양적인 성장 지표만을 강조한

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스포츠클럽의 질적인 제고도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율을 높. 

이는 노력과 함께 학교스포츠클럽이 전인교육 인성교육을 표방하는 교육적인 운영, 

방식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노력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대균(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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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운동부와 인성교육

우리나라의 운동선수 양성 경로는 학교운동부가 유일하다 학교운동부는 년. 1970

대 군사정권이 운동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를 만들면서 생겨났다 이(

용식 체육특기자 제도란 뛰어난 기량을 지닌 운동선수라면 학업에 상관없이 , 2012).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계속해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후 . 

학교운동부를 중심으로 발전한 선수 육성 제도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발전해 온 

것처럼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전국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의 입상과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해서 학교운

동부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쟁을 통한 선수 육성 제도는 뛰어. 

난 기량의 엘리트 선수들을 공급하고 국제대회에서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등 한국 체육 발전과 국위선양에도 기여하였다 권순용( , 2010).

그러나 지나친 성적주의와 경쟁체제는 지나친 훈련으로 이어졌고 훈련과 성적에 

집중한 학교운동부는 점점 더 비교육적인 풍토를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 엘리트 체. 

육은 합숙훈련이라는 독특한 관습을 가지고 있다 합숙훈련은 선수들을 효율적으로 . 

관리하게 해주고 집중적이고 더 많은 훈련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용식 폐쇄적인 합숙훈련 문화는 가족과 교실로부터 학생선수들을 단절시키, 2012), 

고 성장기에 있는 학생선수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운동부의 비교육적 실태에 대한 문제점은 년대 ( , 2009b). 1990

후반부터 점점 사회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개선의 목소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용식( ,2012).

오랫동안 관습처럼 묵인되어온 수업결손이나 폭력과 같은 학교운동부의 문제들은 

년대 선수특기자 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당시 1970 . 

선수특기자 제도는 국위선양을 위한 정치적 성향이 다분했다 선수특기자 제도에 . 

따른 선수 육성은 인격도야 인성교육과 같은 스포츠의 본질적인 가치 박정준, ( , 

이옥선 최의창2011a; , 2012; , 2012; Arnold 는 무시하고 스포츠의 주체인 학생 , 1997) , 

선수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으로부터 단절시킨 채 단, 

지 집중적인 훈련을 통한 선수의 기능적인 성장이 가져다주는 국제대회 성적을 목

적으로 했던 것이다 이렇게 기형적으로 시작한 학교운동부는 비교육적인 학교운동. 

부 풍토를 조성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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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년대 후반부터 이 같은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1990 2000

년대 들어서면서는 국가수준에서 개선의 노력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 

는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 강화를 학교체육의 주요업무중 하나로 설정하고 교육(

과학기술부 학교체육 진흥법을 제정하여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운동부 , 2009b) ( , 2013)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년에는 합숙훈련이 폐지되었고 년에는 일. 2008 2009

부 종목부터 주말리그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 2009b).

이와 같은 학교운동부의 정상화 노력은 학교운동부가 성적지상주의와 지나친 경

쟁 속에서 생겨난 비교육적인 풍토에서 벗어나 스포츠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교육적인 목적을 회복하게 하는 시작일 것이다 머지않아 학교운동. 

부도 더 나은 사람을 길러내는 인성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

나. 인성함양을 위한 체육수업 모형

위에서 살펴본 학교체육에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모형 기반 체육수업 이다 체육수업모형은 정과 체육수업을 ‘ ’ .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발되었다(Metzler 그리고 몇몇 모형들은 , 2008). 

정과 체육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엘리트 스포츠 영역에도 소개되거나 적용되고 있다

최의창( , 2005; Harvey, Cushion & Massa-Gonzalez, 2010).

1) 책임감 모형(Teaching for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TPSR)

가( ) 책임감 모형의 개발 배경

책임감 모형은 년 1978 Donald Hellison 이하 헬리슨의 볼과 방망이를 넘어서, ‘ ’

라는 책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헬리슨은 폭력이나 약물 등 사회문제에 노출되. 

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이 모형을 제시하였다(Metzler 책임감 모형은 어떠, 2008). 

한 이론적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학생들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헬

리슨의 관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헬리슨은 현재 학생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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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사결정능력의 결여로 보았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학생들에게 헬리슨은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옥선( , 2010). 

탄탄한 이론적 토대에서 시작되지 않았지만 책임감 모형은 그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정받고 널리 사용되어왔다 학생 청소년들의 흡연 및 약물복용 집단 따돌림 폭. , , , 

력 등과 같은 사회 문제들은 비단 미국 슬럼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

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Metzler, 2008).

책임감 모형은 이렇듯 학생들의 사회문제를 바로잡고자하는 치료적 차원에서 시

작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치료적 차원을 넘어서 학생들의 긍정적 자질을 계발하. 

고 건강한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 예방적 차원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옥선( , 2010).

나( ) 책임감 모형의 개요와 특징

헬리슨의 책임감 모형은 네 가지의 기본 원칙과 다섯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

다 네 가지 기본 원칙은 통합 전이 의사결정권의 이양 교사 학생. ‘ ’, ‘ ’, ‘ ’, ‘ -

의 관계 로써 책임감 모형이 적용되는 수업에서는 이 네 가지 원칙이 충실히 고려’

되어야 한다.

그림 [ 2 책임감 모형의 네 가지 기본 원칙] 

 

책임감 모형은 나와 타인에 대한 책임감과 신체활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

합 되어있다 즉 학습자는 신체활동에 참여하고 그 속에서 책임감과 같은 가치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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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우는 것이다 또한 다른 모형과 마찬가지로 책임감 모형의 궁극적인 목표도 . 

역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함양한 교육적인 가치들을 일상생활에 전이 시키는 ‘ ’

것이다 그리고 책임감 모형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이양 한다 일. ‘ ’ . 

반적으로 수업 중 의사결정권은 교사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의사

결정의 기회를 부여받고 실제로 의사결정을 해보며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성찰

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책임감 . 

모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 가 온전해야만 한다‘ ’ . 

책임감 모형은 정의적 영역에 집중하는 모형이다 정의적 영역의 학습은 교사와 학. 

생의 관계가 온전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강신복( , 2009).

다음으로 책임감 모형의 다섯 단계는 타인에 대한 존중 참여와 노력‘ ’, ‘ ’, 

자기 주도성 협동과 리더쉽 적용과 전이 의 순서로 구성된다‘ ’, ‘ ’, ‘ ’ .

 

그림 [ 3 책임감 모형의 다섯 단계] 

책임감 모형은 개인적 책임감을 함양하기 위한 참여와 노력 자기 주도성‘ ’, ‘ ’

의 가치체계와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기 위한 타인에 대한 존중 협동과 리‘ ’, ‘

더쉽 의 가치체계 그리고 전이 의 세 가지 가치체계로 구성된다 헬리슨은 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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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가치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조화하여 수업의 구성을 용이하게 했다.

다( ) 책임감 모형의 인성교육 가능성

책임감 모형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 빈민가 청소년들을 위

해 개발되었다 모형의 개발자인 헬리슨은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올. 

바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자신과 타인

을 책임질 수 있는 올바른 의사결정 능력을 길러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책임감 모형은 인성교육적인 모습이 농후하다 책임감 모형은 스포츠 혹. 

은 신체활동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책임감 모

형을 적용한 수업은 그 자체가 인성 실천의 장이 된다 이옥선( , 2013).

2) 협동학습 모형(Cooperative Learning: CL)

가( ) 협동학습 모형의 개발 배경

거의 모든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어떻게 모든 학생을 수

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Metzler 특히 체육수업은 , 2008). 

더 그렇다 경쟁성이 다분한 체육 수업에서 여학생이나 운동기능이 상대적으로 낮. 

은 학생들은 학습과정에서 소외되기 일쑤다.

협동학습 모형은 경쟁학습과 개별학습의 대안으로 년대 1940 Deutch가 제안한 학

습 모형이다 강신복 협동학습 모형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을 각각 의미 ( , 2009). 

있는 학습 참여자로 만드는 것으로써 학습자를 강조하는 학생 중심 모형이다

(Dyson, Griffin, & Hastie, 2004). 

나( ) 협동학습 모형의 개요 및 특징

협동학습 모형은 학습 참여자인 학생들 모두가 학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 

사가 적절히 팀을 나누고 각 팀에게 제시한 과제를 팀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풀어나

가는 과정이다(Metzler 팀원들이 주어진 과제를 풀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상, 2008). 

호작용이 협동학습 모형에선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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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복 에 따르면 이러한 협동학습 모형의 구성 원리는 가지로 구분할 수 (2009) 12

있다.

첫째 수업 목표의 구체화, . 협동학습 모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교사가 제

시하는 과제 즉 수업 목표이다 각 팀에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있다 팀원들이 , . . 

서로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난이도의 구체적인 수업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 긍정적 상호의존성. 협동학습의 핵심적인 가치체계로써 학생들은 팀의 구성

원들 모두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서

로 협력해야 한다. 

셋째 대면적 상호작용, . 학생들은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는 과

정에서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 

배려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개별적 책무성, . 협동학습 모형에서 주어진 과제는 팀원 모두에게 각자의 역

할을 갖게 한다 팀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팀의 성취를 위한 개인적인 책임과 의. 

무를 지니고 있다.

다섯째, 팀 목표 팀 보상( ). 팀의 성공은 곧 개인의 성공이기도 하다 따라서 팀원 . 

들은 모두가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여섯째, 이질적인 팀 구성. 협동학습 모형에서 팀을 구성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

다 팀은 서로 다른 이질적인 팀원들로 구성하여 팀 간의 운동 능력의 균형을 맞춰. 

야 한다 성별 운동 능력 수준 사전 경험 등 서로 다른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은 . , , 

학생들이 사회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곱째, 집단 과정 중시. 협동학습 모형은 한 프로그램이나 과제가 끝나면 반드시 

반성의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반성의 시간을 통해 팀과 자신의 활동을 돌아본다. .

여덟째, 충분한 학습 시간 제공. 협동학습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교사의 지도보다 

학생들 간에 협력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 

서로 협력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아홉째, 성공에 대한 균등한 기회 제공. 운동 능력의 불균형은 팀 내에서도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제 수행에 있어서 모든 구성원이 성공에 대한 기회를 부여 . 

받는다.

열째, 팀 단합 강조. 팀 간에 경쟁 속에서 학습 동기는 더욱 높아지고 팀 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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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은 더욱 단결하게 된다.

열한 번째, 과제의 세분화. 이질적인 팀 구성원들 모두가 과제 수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세분화 한다.

열두 번째, 동시다발적 상호작용. 협동학습 모형이 적용된 수업은 여러 팀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상호작용이 많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렇게 다양한 원리를 가진 협동학습 모형은 다양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각 전략. 

들은 크게 학생 팀 학습‘ ’(Student Team Learning: STL 유형과 협동 과제 학) ‘

습’(Cooperative Project: CP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유형에 속하는 전략들은 다) . 

음과 같다 강신복( , 2009).

다( ) 협동학습 모형의 인성교육 가능성

경쟁학습 개별학습의 대안으로 등장한 협동학습 모형은 인지적 영역의 학습을 , 

증대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그러나 팀 내에서의 협동적 활동이 강조되는 협동학. 

습 모형은 타인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성 함양의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로 협동학습 모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협동학습 모형이 정의적 영역의 학습도 가

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강신복( , 2009).

Metzler 는 협동학습이란 서로를 위하여 서로 함께하는 것 이라고 말하고 (2008) “ ”

있다 인간은 모두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사회를 배제하고 인간을 생각할 수 없다. . 

서로를 위해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학습하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을 길러내는 일종의 

협동학습 모형 전략

학생 팀 학습(STL 유형) 협동 과제 학습(CP 유형) 

학생 팀 성취 배분1) (STAD) 직소1) (Ⅰ Jigsaw )Ⅰ

팀 게임 토너먼트2) (TGT) 협동을 위한 협동학습 전략2) (Co-op Co-op)

직소3) (Ⅱ Jigsaw )Ⅱ 집단 연구3) (GI)

함께 학습하기4) (LT)

표 [ 2 협동학습 모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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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일 것이다.

3) 하나로 수업 모형(Hanaro Teaching Model)

가( ) 하나로 수업 모형의 개발 배경

하나로 수업 모형은 인문적 체육교육론 이라는 체육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개발‘ ’

된 수업 모형이다 또는 인문적 체육교육론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기도 하다 최의. (

창, 2010b).

인문적 체육교육은 체육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기존에는 지나치게 . 

과학 중심적인 관점으로 체육교육을 바라보았다면 인문적 체육교육은 인문적 관점

에서 체육교육을 바라본다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던 과학 중심의 체육교육은 어떻게 . 

혹은 얼마나 운동을 잘하는지에 대해 강조해 왔다 운동을 잘 하기 위해 과학적인 . 

이론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실제로 우리 체육교과서는 스포츠의 기술이나 

규칙 운동역학이나 스포츠사회학 등의 과학적 이론들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인문, . 

적 체육교육에서는 체육 스포츠의 다른 면 즉 과학적 지식이 아닌 인문적 지혜를, , , 

기술이나 규칙과 같은 기법적 차원 이 아닌 정신 전통 안목에 관한 심법적 ‘ ’ , , ‘

차원 을 강조한다 최의창’ ( , 2010b).

스포츠의 심법적 차원이란 스포츠의 내면 즉 스포츠의 내재적 가치들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이러한 스포츠의 내재적 가치를 접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인문적 지혜 문. (

학 종교 예술 역사 철학 가 필요한 것이다 최의창, , , , ) ( , 2010b).

이러한 인문적 체육교육은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전인교육 에 부합한다 오히‘ ’ . 

려 이전에 과학적 체육교육은 전인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일과는 사뭇 거리가 있, 

어 보인다 인문적 체육교육이 기존의 체육교육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스. . 

포츠와 관련된 인문적 지혜를 통해 스포츠의 심법적 차원에 이르러 스포츠의 내재

적 가치를 학습하고 이렇게 학습한 스포츠의 내재적 가치들이 참 좋은 사람 곧 전, 

인이 되도록 사람의 내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나( ) 하나로 수업 모형의 개요와 특징

인문적 체육교육의 구체적 실천 모습인 하나로 수업 은 학생들이 호울 스포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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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법적 차원을 경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전인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호울 스포츠란 스포츠의 겉과 속 즉 기법과 심법이 조화를 이룬 온전한 상태. , 

의 스포츠를 말한다 이러한 호울 스포츠로의 입문은 호울 퍼슨 즉 더 나은 사람이 . ,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스포츠를 통한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를 하나의 문화 실천(

전통 로 이해하고 문화로서의 스포츠에 입문시키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어야 한다) . 

학습자를 하나의 문화로서 스포츠에 입문시키기 위해서 하나로 수업 모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수업 목표를 갖는다 첫째 기능 지식 태도를 하나로 둘째 하기. , , , . , , 

읽기 쓰기 보기 듣기를 하나로 셋째 학교공부와 일상생활을 하나로 넷째 서로 , , , . , . , 

다른 사람을 하나로 최의창 하나로 수업 모형은 이러한 수업 목표를 통해 문( , 2010). 

화로서의 스포츠로 학습자를 입문시킨다.

    

그림 [ 4 하나로 수업과 호울 스포츠와의 관계 최의창] ( , 2010)

하나로 수업은 운동을 몸으로 하는 직접체험 활동 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 

하나로 수업의 내용은 책읽기 글쓰기 그리기 등의 간접체험 활동 까지도 포함, , ‘ ’

하고 있다 또한 하나로 수업 모형은 교사에게 적집교수 활동 뿐만 아니라 몸. ‘ ’ 

짓 대화 표정 사랑 용모 등의 간접교수 활동 을 요구한다 이러한 간접체험과 , , , , ‘ ’ . 

간접교수가 기존의 체육교육이 하지 못했던 정의적 영역의 학습을 가능하게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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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다( ) 하나로 수업 모형의 인성교육 가능성

기존 체육교육의 패러다임을 뒤바꾼 하나로 수업 모형은 과학 중심적인 성향이 

강했던 기존 체육교육의 대안이 되며 이전까지 스포츠교육학이 의존했던 미국에 , 

대한 학문적 존속성을 깨고 국내에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체육 수

업 모형이다 최유탁 김영구 오현택( , , , 2011).

실제로 하나로 수업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다른 체육 수업 모형들은 서

방의 선진국들에서 주로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서 개발된 모형들이 한국에. 

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문화에 맞는 해석이 필요하다 이옥선( , 2014).

이러한 점에서 국내에서 개발되고 전인교육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하나로 수업 

모형은 한국의 문화와 교육 현장에서 다른 체육 수업 모형들 보다 효과적으로 인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성발달을 위한 스포츠 지도 방법

가. 생활기술(life skills 개발) 

청소년 시기는 언제나 질풍노도의 시기로 여겨져 왔다(Holt 따라서 청소년, 2008). 

들의 일탈과 비행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사회는 청소년을 문제꺼리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 한국의 청소년 문제도 만만치 않다 문제를 . . 

나열하자면 한도 없을 만큼 그 빈도나 수위가 높다 지해인( , 2014).

지난 년 동안 이 같은 청소년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있었다20 . 

이 새로운 관점은 전인적 청소년 육성‘ ’(positive youth development: PYD 이라고 )

한다(Holt 전인적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을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꺼리로 , 2008).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

로 바라보는 개념이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 전인적 청소년 육성을 실천하는 구체. 

적인 방안이 바로 생활기술‘ ’(life skills 개발이다 이옥선) ( , 2012).

이옥선 은 생활기술을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이웃 등 각기 다른 환경 속(20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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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성공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술로서 실천성과 실용성을 가진 삶의 기

술 이라고 정의했다 최근에는 확실히 청소년들의 사회 정서적 발달을 위해 스포” . 

츠를 통한 생활기술의 관심이 높고 실제로 청소년들의 생활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이 생겨났다(Gould & Carson 예를 들어 , 2008). ‘The First Tee’, 

‘Teaching Responsibility through Physical Activity’, ‘SUPER’(Sports United to 

promote education and recreation 는 모두 스포츠를 통해 청소년들의 생활기술 개발을 )

도모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먼저. ,‘The First Tee 는 골프를 통해 청소년’

들에게 생활기술을 전달함으로써 청소년의 인성발달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이다(The 

First Tee, 2013).‘Teaching Responsibility through Physical Activity 는 신체활동을 통’

해 청소년들의 책임감을 함양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SUPER 는 스포츠를 기반으’

로 한 프로그램으로써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배움과 동시에 삶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들을 습득하고 이것을 일상생활에 전이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Danish, Forneris, 

& Wallace, 2005).

생활기술은 관념적인 인성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기술을 스포츠 상

황에서 사용하게 하고 이것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인적 청소년 ‘

육성 에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옥선 따라서 생활기술 개발’ ( , 2012). 

은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의 한 방법으로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로 스포츠를 통한 생활기술 개발 프로그램들은 기능 중심의 스포츠교육에서 나타나

는 인성발달의 손실을 보상하고자 만들어졌다(Miller & Kerr 생활기술 개발 , 2002). 

프로그램은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인 것이다.  

나. 선수중심 코칭

선수중심 코칭 은 하나의 스포츠교육 방식일 뿐만 아니(athlete-centered coaching)

라 철학이기도 하다(Miller & Kerr 선수중심 코칭 철학은 선수도 한명의 존, 2002). 

중받을 사람 이라는 모토에서 시작되었다 김진희 최의창 선수중심 “ ” ( , 2011; , 2013). 

코칭 방식은 선수들로 하여금 신체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 , 

영적인 발달 즉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한다 최의창, ( , 2013; Kidman 즉 선수중, 2010). , 

심 코칭의 관점에서 코칭이란 선수의 기능적인 면의 발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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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까지도 도모하는 활동인 것이다 실제로 코치는 선수에게 매우 다양한 역할. 

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다 김진희 그 선수가 학생 혹은 청소년일 때는 다양( , 2011). 

한 역할들의 중요성이 더할 것이다 학생선수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이다. .

선수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수중신 코칭에서는 선수와 코치 간

에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Miller & Kerr 교육도 일종의 사람과 사람 간에 교, 2010). 

류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는 그들 간에 교류를 원만하게 해 줄 것이다 깊은 . 

관계가 형성되어야 말도 터놓을 수 있는데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인 전달을 , , , 

위해서는 보다 더 깊은 관계가 필수적일 것이다.

김진희 는 선수중심 코칭을 위한 중요한 조건은 인성적 자질이라고 말한다(2011) . 

지도자의 인성적 자질이 선수에게 특히 학생선수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 따라서 선수중심 코칭이 추구하는 선수의 통합적 발달에 따라 운동 기능 이외. 

에 사회 인지 정서 영적인 영역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코치는 건강한 인성적 자질, , , 

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최의창 은 스포츠를 가르치는 방법을 직접지도행동 과 간접지도행동(2005) ‘ ’ ‘ ’

으로 나누고 간접지도행동은 선수의 내면에 영향을 주는 교수행동이라고 설명한다. 

즉 코치의 말투 용모 사랑 가치관 열정과 같은 것들이 코칭 활동 중에 선수들에, , , , 

게 은연중 전달되어 그들의 내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선수중심 코칭은 선수. 

와 코치 간에 깊은 관계를 통해 건강한 인성적 자질이 전달되는 지도 방식인 것이

다.

운동 기능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가치들에 집중하는 방식의 코칭은 기능적 탁월

성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수업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엘리트스포츠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수중심 코칭은 기능적 탁월성을 포기. 

하는 코칭이 아니다 기능적 탁월성과 인간적 탁월성을 모두 향상시켜주는 코칭 방. 

식이다(Kidman 우리 사회가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원한다면 학교운동, 2010). 

부는 선수중심 코칭의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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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

가. 예비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

국내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과정은 국가주도의 자격연수과정과 협회주관의 자

격연수과정으로써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김진희 김선희 조미혜 최희( , , , 

진 국가주도의 자격연수과정은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연수과정과 경기지도자 . 2007). 

자격연수과정으로 구분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엘리트스포츠 영역에 있( , 2012). 

는 학교운동부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기지도자 교육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한

다 손성훈 즉 국내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과정은 국가 주도의 경기지도자 ( , 2011). 

교육연수과정과 각 협회주관 자격연수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며 예비 학교운, 

동부지도자들은 이 같은 두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국가주도 연수과정인 경기지도자 교육연수과정은 축구 탁구 야구 핸드볼 농 , , , , 

구 배드민턴 볼링 등 총 개의 종목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급과 급으로 자, , 54 , 1 2

격구분이 되어있다 경기지도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급과 급 각각의 응시. 1 2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 내용은 스포츠심리학 운동 ( , 2012). , 

역학 트레이닝론 스포츠 의학 개론 스포츠사회학 등 스포츠과학에 대한 이론 과, , , 

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진희 외 최의창( , 2007, , 2009)

검도 골프 궁도 근대 종 농구 당구 럭비 레슬링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 , , 5 , , , , , , , ,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 , , , , , , , ,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 , , , , , , , , 

키 야구 양궁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 , , , , , , , , , ,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공수도, , , , , , , , , , , 

댄스스포츠 택견, 

표 [ 3 경기지도자 자격 종목 문화체육관광부] (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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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구분 응시자격 세부내용( )

급1

 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지닌 자2

 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자1

 체육 분야에 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경기경력이 있거나 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있는 자1

급2

일반과정

 대학졸업 예정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년 ( ) 4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 예정 한 자( )

 전문대학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5

 고등학교 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자6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졸업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대표선수경력이 있는 자

자격부여

 년 이전 입학한 대학의 경기지도자관련학과 졸업 예정 자로서 2005 ( )

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이상인 자70/100 

 대학 졸업 예정 자로서 급 경기지도자 필기시험과목을 이수하고 대( ) 2

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이상인 자80/100 

 학교체육교사로서 또는 경기지도 분야 로서 해당 자격종목의 경기지( )

도경력 년 이상인 자3

추가취득  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가진 자2

표 [ 4 경기지도자 자격 요건 손성훈] (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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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경기지도자 급1 경기지도자 급2

목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조에 제 항에 명시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22 1

자 양성과 자질 향상에 기여

내용

 교양 영어 컴퓨터 체육논문작성법( , , )

 체육일반Ⅰ

스포츠심리학( , Ⅱ 스포츠사회학 ,  Ⅱ

스포츠생리학 스포츠생체역학, , Ⅱ Ⅱ

체육통계)

 체육일반Ⅱ

트레이닝론 스포츠의학 코칭론( , , )Ⅱ Ⅱ

 특강

 현장적용 연구 보고서 논문작성( )

 이론과목

영어 한국체육사 스포츠심리학( , , , 

스포츠생리학, 스포츠생체역학 , 

스포츠사회학 트레이닝론 코칭론, , , 

스포츠의학개론 체력측정평가, )

 특강 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사명 등( )

 기타 실습 실기( , )

방법

 강의 시간(272 )

 채택학습 시간(318 )

 현장적용 연구 시간(80 )

 이론강의 시간(136 )

 특강 시간(4 )

 기타 시간(20 )

평가  자격 검정시험 과목만점의 할 이상 전과목 평균 할 이상 득점자( 4 , 6 )

시간  년 회 시간1 , 590  년 회 시간1 , 160

표 [ 5 경기지도자 교육과정 김희진 외] ( , 2007)

나. 현직 학교운동부지도자 교육

현직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위한 국가 주관의 공식적인 재교육 과정은 따로 마련되

어 있지 않고 단지 각 종목의 협회나 체육단체가 종종 실시하는 연수교육 프로그램

이 미약한 상태로 존재하지만 김진희 외 실제로는 현장의 학교운동부지도자( , 2007), 

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은 전무한 상태이다 체육인재육성재단“ ” ( , 2014).

그러나 최근 년부터 체육인재육성재단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제도가 생기2011

는 등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학교체육 주요업무중 , 

하나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과 선진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 , 2009, 

가 강조됨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위한 직무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2013)

체육인재육성재단(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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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제공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 연수 교육은 기존의 스포

츠과학의 내용뿐만 아니라 스포츠맨십이나 코칭 윤리와 같은 지도자의 자질에 관한 

내용까지 다루고 있다 이것은 기능주의적 논리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의 일을 교육 이 아닌 훈련 에 머물게 하였다는 문제점이 언급된 기존 학교‘ ’ ‘ ’

운동부지도자 교육 김진희 외 최의창 의 대안적인 교육이라는 점에서 ( , 2007; , 2009)

의미가 있다. 

지도자 자질 교육 지도자 전문성 교육

통
 

합
 

교
 

육

스포츠맨십교육 시간2

종
 

목
 

분
 

반
 

교
 

육

스포츠영양 및 건강관리 통합( ) 시간2

코칭윤리와 선수인권 시간2
훈련방법 및

훈련계획 설계
시간3

학생선수 행동발달 시간2 심리학이론 및 현장적용 시간2

커뮤니케이션과 

상담기법 분반( )
시간2 스포츠경기분석 시간2

부패방지 및 안전관리 시간2 동작분석이론 및 사례 시간2

코치 전문능력개발 시간2 스포츠테이핑 실습( ) 시간4

리더십 및 팀운영관리 시간2 부상예방 및 재활 이론 실습( + ) 시간3

도핑방지 교육 시간2 훈련성과의 측정평가 시간2

전문가 특강 시간2 개강식(OT 수료식 평가), , 시간3

합계 시간17 함계 시간23

표 [ 6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 교육 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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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패러다임이란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신념의 기반이며 연구자의 세계관을 말해준

다 패러다임은 얼마나 윤리적이고 가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치론 인간과 현실의 . , 

실제에 대한 존재론 이 세상을 어떻게 인지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론 그리고 이 세, , 

상의 지식을 얻는 수단에 관한 방법론 등 네 가지의 철학적 가정을 내포하고 있다

(Denzin & Lincoln, 2011).

Denzin과 Lincoln 은 질적 연구를 구성하고 조직하는 주요 패러다임과 관점으(2011)

로 실증주의 후기실증주의 비판 이론 구성주의 참여 실행 프레임워크 등 다섯 가, , , , 

지를 제시했고 반면 , Creswell 은 질적 연구의 주요 패러다임을 후기실증주의(2010) , 

사회구성주의 옹호 참여주의 실용주의로 구분했다, · , .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구성주의란 기존에 어떤 . 

현상에 대한 관습적인 이해에 대해서 비판적 의문을 하고 우리가 갖는 이해는 우, 

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 속에서 구성된다는 패러다임이다 정혜경 홍성하( , , 2001). 

연구자는 학교운동부의 비교육적 운영에 대한 기존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비판적 

의문을 갖고 학교운동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계. 

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학교운동부라는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꾸로 그 

문화를 해체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견한 . 

것들을 인성교육 이라는 틀을 사용하여 재구성하였다 현재 학교운동부 문제의 ‘ ’ . 

화두에 있는 인성교육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문제의 실체 학교운동부라는 ‘ ’ , 

문화의 실제를 파악하고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기존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관습적인 관점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 

로의 학교운동부를 바라보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구성원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탐색

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현상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였

다 현상학적 방법은 현상학적 환원을 통해 판단을 중지하고 모든 선입관을 배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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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어떤 현상에 대한 우리의 의식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다(Creswell, 

정혜경 홍성하 나는 이러한 현상학적 과정을 통해서 학교운동부를 학2010, , , 2001). , 

교운동부의 인성교육을 살펴보았다 다만 학교운동부 인성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 

한 연구문제 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수집된 자료와 함게 선행하여 연구3

된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나. 연구 수행 절차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에 기반 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학교운동

부의 본질을 탐색하고 그 곳에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와 감독교사를 연구 . 

참여자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수행 절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계획 단계 실행 단계 정리 단계 등 단계, , 3

로 구성하였다 계획 단계는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연구 주제를 선정하. 2014 8 2014 10

고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형성한 후 전체적인 연구의 계획을 구상하는 과정이었다.

연구자는 년 월부터 스포츠교육학 전공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여 스2013 9

포츠교육학 전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중 고등학교 시절 학교운동부에서 학생. ·

선수로 지낸 경험이 있는 연구자는 학생선수로서 겪었던 학교운동부에 대한 상심이 

공부를 통해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대한 관심으로 변하면서 학교운동부의 인

성교육이라는 연구 주제를 결정하게 되었다.

년 월부터는 실행 단계로써 유목적적 표집법의 방법 중 준거 표집법을 토2014 11

대로 선정한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에 따라 학교운동부 지도자 명 감독교사 명2 , 2

을 선정하여 그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면담과 . 

학교운동부 현장에 대한 비 참여 관찰 기록 현지 문서를 자료로 수집하였다, .

수집된 자료는 사례기록 분석과 귀납적 범주분석 방법에 따라 분석할 것이며 자

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간 협의와 삼각검증법의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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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 연구 수행 단계] 

2.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를 단지 연구를 위한 도구 로 간주하는 것이 ‘ ’

아니라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한 사람 으로서 존중하며 참여자와 참여자의 세, ‘ ’

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조용환( , 1999). 

본 연구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개개인들의 경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현

상학적 연구로서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인성교육 경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같은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연구 참여. 

자를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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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 을 사용한다 유목적 표집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는 ) . 

연구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는 표집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 Miles와 Huberman 가 제시한 가지의 (1994) 16

유목적 표집 전략 중에 준거 표집‘ (Criterion sampling 을 사용하였다 준거 표집)’ . 

이란 모종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들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것이

다(Patton 연구 참여자의 공통된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현상학 연구, 1990). 

에서 준거 표집은 적절한 표집 전략이다 준거 표집 전략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가 . 

경험을 공유 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준거를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Creswell, 1998). 

또한 질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할 때는 연구자의 시간과 연구 방법을 고

려하여 접근성이 유리한 적정 수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해야 한다(Miles & 

Huberman, 1994).

이와 같은 질적 연구의 특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지역 중학교 운동, 

부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 문화를 잘 알기 위해 선수 경력과 지도 경력이 각각 5

년 이상이 되고 지도교수와 현직 체육교사의 추천을 받아 인성교육에 충실하다고 , 

생각되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명과 감독교사 명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 대한 2 2 . 

정보는 다음과 같다.

순서 성명 종목 소속 선수 경력 지도 경력 비고

1 강인내 배구 A중학교 년12 년10 지도자

2 박사랑 축구 B중학교 년13 년17 지도자

3 우용기    육상 C중학교 년8 년8 감독교사

4 한온유 수영 D중학교 년10 년5 감독교사

표 [ 7 연구 참여자 정보] 

가. 강인내 중학교(A )

강인내는 초등학교시절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배구선수 생활을 했다 비교. 

적 젊은 나이인 대 초반부터 중학교 감독을 맡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배구 지도자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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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던 것은 아니다 서울에 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는 한 건설업체에 취업을 . 4

했었다 그곳에서 년을 일하는 동안 강인내는 스캔을 할 줄 몰라서 창피를 당한 . 2

적이 있었는데 이 기억은 강인내가 학생선수들이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했다.

강인내가 근무하는 중학교의 배구부의 훈련 모습은 마치 군대 훈련을 떠올리게 A

할 만큼 긴장되고 강도 높이 운동을 한다 이 같은 훈련의 효과인지 아닌지는 모르. 

겠지만 중학교 배구부는 최근 년 동안 전국대회 우승이나 준우승을 놓쳐본 적이 A 4

없는 강호중의 강호이다. 

중학교의 교장선생님은 체육교육과 출신으로 학교에 운동부가 운영된다는 것에 A

대해 매우 우호적이며 배구부에 대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 중학교의 . A

도서관은 밤 시까지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되어있어서 합숙생활을 하는 운동부학9

생들이 저녁시간에 이용이 가능하다. 

나. 박사랑 중학교(B )

박사랑은 프로구단에서 축구를 했을 만큼 엘리트였다 그는 은퇴 후 대학에서 . 1

년간 코치를 한 후 당시 축구부를 창단했던 중학교의 감독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B .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사랑은 중학교 축구부를 맡고 있다 중학교에서 축구15 B . B

부는 학교의 지지를 받으며 매우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박사랑은 신앙심 깊은 기독교인이다 그는 학생선수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도자다. . 

그래서 제자들의 학업에도 관심이 많다 그는 학습태도표를 만들어서 학생선수들이 . 

수업시간에 담당 교사로부터 사인을 받아오게 하고 옛날부터 학생선수들이 정규수

업에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년에는 공부하는 운동부로 추적 분 에 . 2003 ‘ 60 ’

소개되었던 적도 있다. 

중학교 운동부는 년 전국대회에서 한차례 우승했을 만큼 실력을 갖춘 팀이B 2015

다 그리고 우승팀인 중학교의 운동시간에 학생선수들의 얼굴은 참 밝다 학생선수. B . 

들이 즐겁게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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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용기 중학교(C )

우용기는 사범대 출신의 체육교사이다 우용기는 육상부 출신으로 육상에 대한 . 

애착이 많다 체육교사로서 처음 발령을 받을 때도 우용기는 의도적으로 육상부가 . 

있는 학교 발령을 받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에 와서는 본인이 직접 주도C

하여 육상부를 창단하기도 했다. 

우용기는 감독교사이면서 교사 실천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을 만큼 열정을 가진 체

육교사다 우용기가 참여하고 있는 실천공동체는 인문적 체육이라는 일종의 체육교. 

육 철학을 공유하는 공동체이다. 

중학교에 육상부를 처음 창단했을 때는 우용기가 직접 코칭을 했지만 규모가 커C

지면서 전문 코치를 고용하고 매일의 운동은 전문 코치가 담당하고 있다 우용기는 . 

보통 전체적인 운동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라. 한온유 중학교(D )

한온유는 수영선수 출신의 체육교사이다 그리고 한온유는 스포츠교육학 전공으. 

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인문적 체육교육에 관한 학위논문을 작성하였다 한온. 

유가 근무하고 있는 중학교는 체육특성화중학교인데 개교 당시 각 운동부 감독을 D

맡을 선수출신의 체육교사를 모집하였고 한온유는 수영부 감독 겸 체육교사로서 D

중학교로 지원하여 발령을 받게 되었다.

한온유는 체육특성화중학교의 수영부 감독교사라는 자리가 자신의 선수경험의 이

점과 석사과정에서 공부했던 인문적 체육교육의 이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곳

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중학교는 체육특성화중학교이다 체육특성화중학교의 특징은 운동부와 학교가 D . 

분리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체육특성화중학교에는 전교생이 모두 학생선수이다. . 

이것은 다른 일반 학교의 운동부와는 대조되는 매우 큰 특징이다 학교운동부는 교. 

육과정이나 학교의 연간 일정에서 매우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인데 체육특

성화중학교인 중학교는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운동부가 따D

로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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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연구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후에는 선정된 연구 참여자

로부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의 형태는 무한히 다양. 

할 수 있지만 주로 관찰 면접 문서 시청각 자료 등 네 가지의 기본적인 자료가 , , , 

사용된다(Creswell 본 연구에서도 심층면담과 비 참여관찰을 통한 자료와 현, 2010). 

지 문서 총 세 가지 유형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Creswell 은 질적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는 연구 참여자와의 라(2010)

포4)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말한다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와 함께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와의 라“ ” . 

포가 형성되지 않으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문제를 해결할 만한 충분

한 정보를 얻지 못할 것이다 연구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연구 참여자와. 

의 라포는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에 키 포인트인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미 라포가 . 

형성되어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했고 그렇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자주 

찾아가는 등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는 본 연구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 질문들을 

자문자답 하여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그 세계에 대한 선 이해 나 편견 을 배“ ” “ ”

제하고자 노력하였다 정혜경 홍성하 현상학 연구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전에 ( , , 2001). 

중요한 또 다른 것은 연구 참여자의 서면 동의를 얻는 것이다(Creswell 연구, 2010). 

자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레이서머리5)(Lay Summary 를 제공하여 연구 )

참여자가 연구 주제와 대략적인 연구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학교운동부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은 무엇인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은 무엇이며 이것이 연구에 어

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표 [ 8 현상학적 판단 중지 를 위한 자문자답 질문] ‘ ’

4) 서로 말을 터놓을 수 있을 만한 신뢰적인 관계 

5) 이현주 에 의하면 레이서머리 (2013) (Lay Summary 는 연구자가 누구이며 연구자가 하고 있는 연구의 ) “ , 

목적과 내용은 무엇인지 연구 참여자는 이 연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 

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서면 혹은 구두의 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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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층 면담

질적 연구에서 면담 시 연구자는 고정 문항 과 구조화된 면담 반 혹은 ‘ ’ ‘ ’, ‘

비 구조화된 면담 중 무엇을 사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Armour & MacDonald, 2012). 

나는 반 구조화된 면담 을 사용할 것이다 반 구조화된 면담에서 몇몇 질문은 ‘ ’ . 

사전에 정해져 있지만 많은 질문들이 면담 도중에 생겨난다 따라서 연구자는 다양. 

한 상황을 열어놓고 면담 중 참여자의 반응에 주의하여 의미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Armour와 MacDonald 는 또한 면담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면담에서 연구자가 (2012)

꼭 해야 하는 네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 명쾌하지 않은 대답에 후속질문을 하. , “

고 명확성을 요구하라 둘째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셋째 침묵에 관대.” , “ .” , “

해라 연구 참여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라 넷째 연구 참여자의 비언어적 행. .” , “

동에 대한 인상을 기록해라.”

현상학 연구에서 심층면담 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연

구 참여자가 말하는 내용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수집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는 . 

연구 참여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도출하기 위해 묻고 반응에 대해 되묻는 과정을 , 

반복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학교운동부나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판단 중지 한 채로 인성교육에 대한 또는 학교운동부 현“ ” , 

장의 맥락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이 같은 원칙에 따라 나는 본 연구에 적합한 심층면담 질문을 구성하여 자료 수

집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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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범주 내용

학
교
 

운
동
부
 

지
도
자

실행

감독 코치 님께서 학교운동부지도자로써 일상적으로 하시는 일은 어떻게 ( )

되나요?

어제는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이들에게 인성교육도 하시나요?

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하시나요?

학교운동부에서도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효과

그런 방법으로 인성교육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아이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는 것 같나요?

감독님의 인성교육에 아이들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요인

감독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인성교육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학생선수들의 인성교육에 대해 지지해주나요 혹은 학교 차? 

원에서 학생선수들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인성교육이 잘 되고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인성교육이 잘 안되고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증진

현재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방법은 어디서 어떻게 배우셨나요?

학생선수들의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듣거나 배우신 적이 있나요?

학교운동부지도자도 학생선수들에 대한 인성교육 방법을 배워야 할까요?

어디서 어떻게 배우면 효과적일까요?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스포츠맨십 교육과 같은 인성적 자질 교육도 하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을 하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표 [ 9 심층면담 주요 질문 학교운동부지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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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범주 내용

감
독
 

교
사

실행

선생님은 학교운동부에 대해서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학교에서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교운동부에 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운동부 코치님의 지도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

학교운동부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이나 인성이 영향을 많이 받나요?

운동부 지도를 해오시면서 학생들이 변하는 모습을 종종 보시나요?

요인

운동부 지도하시면서 어떤 어려운 점들은 없었나요?

학교에서는 운동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교체육 주요업무 중 하나가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인데요 교2009 . 

육적인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잘 되고 있다면 어떤 요인이 있을까(

요 잘 안되고 있다면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

학교운동부가 인성교육을 담당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증진

더 나은 운동부 지도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세요?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적인 운영에 대해서 배우신 적 있으세요?

체육인재육성재단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스포츠맨십 교육과 같은 인성적 자질 교육도 하는 걸로 알로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을 하는 데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표 [ 10 심층면담 주요 질문 감독 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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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 참여 관찰

질적 연구에서의 관찰은 일반적으로 자연 관찰이다 연구 참여자는 그들이 항상 . 

머물던 환경이나 항상 하던 활동에서 관찰당하기 때문이다(Armour & MacDonald, 

연구자는 어떤 활동이나 상황에 참여자로서 관찰할 수도 있고 비 참여자로서 2012). 

관찰할 수 도 있다 본 연구에서 나는 비 참여자로서 현장을 관찰하였다. .

관찰을 수행할 때 연구자는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반, , 

성적으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기록한다(Armour & MacDonald, 2012). 

연구자는 현장에서 노트와 휴대장치를 활용하여 수시로 현장의 현상을 기록하였다.

다. 현지 문서

연구 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수집 가능하다 특히 현대에는 연구에 .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들이 문서화된 형태로 많이 있다 이렇게 현장에서 수집할 . 

수 있는 현지 문서들은 현장을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연. 

구자는 지도자나 선수가 작성한 일지 등 현장에서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서자, 

료를 수집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및 해석

질적 연구에서 면담 관찰 문서 등으로 수집한 초기 자료, , (raw data 를 곧 바로 분)

석할 수는 없다 초기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즉 초기 . . , 

자료를 교정하고 전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Miles & Huberman, 1994).

또한 질적 연구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일은 현상의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 이“ ”

고 자료를 해석하는 일은 현상의 구조를 이해하는 작업 이다 조용환 현, “ ” ( , 2009). 

상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를 연구자의 편견에 따라 주관적으

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학교운동부에서 . 

발생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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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 분석 절차

Creswell 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현상학 연구의 자료 분석 과정은 우선 정리(2010) , 

되지 않은 초기 자료를 정리한 후 코딩‘ ’6)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코딩 작업. 

이 끝나면 연구자는 판단중지(epoche 후 연구자가 연구 중인 현상에 대한 경험을 있)

는 그대로 기술한다 그 다음은 자료의 수평화. ‘ (horizontalization 과정으로써 연)’ 

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들을 뽑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 

진술들을 연구자는 의미군으로 변형‘ (cluster of meaning 한다 그 다음 연구자는 )’ . , 

발생한 현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조직적 기술‘ (textual description 을 하고 그 )’

현상이 현장의 맥락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구조적 기술‘ (structural 

description 을 한다 마지막으로 현상과 경험의 본질에 대해서 기술한다)’ . . 

그러나 실제로 질적 연구는 자료 수집과 분석의 과정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

며 자료를 수집하면서 분석하고 분석 및 해석 과정 중에 생기는 의문을 다시금 연, 

구 참여자에게 묻는 해석학적 순환 의 과정이다“ ” (Creswell 정혜경 홍성화, 2010; , ,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문제를 해결할 더 좋은 방법을 계속해서 2001).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위의 자료 분석 절차에 따라 코딩 판단 . ‘ ’, ‘

중지 자료의 수평화 의미군 변형 조직적 기술 구조적 기술 을 ’, ‘ ’,‘ ’, ‘ ’, ‘ ’

기본적인 분석 틀로 활용하되 지속적인 순환적 과정을 통해 연구에 더 적합한 분석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다.

나. 자료의 부호화

본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연구 참여자에게서 얻어낸 자료들을 알아보기 

쉽고 자료 분석과 해석에 용이하도록 부호화 하였다 출처에 따라 심층면담은 . I 비 , 

참여관찰은 O 현지 문서는 , D로 구분하였다 참여자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는 . C, 

감독교사는 S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연구 참여자는 가명으로 표기하였고 학교명은 . 

A, B. C, D중학교로 표기하였다 또한 날짜를 년. (yy 월), (mm 일), (dd 로 표기함으로) 

써 자료 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 하였다.

6) 코딩이란 현장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 주제 장면 등 “ , , 

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자료를 체계화하는 작업 이다 조용환” (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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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진실성

본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잘 이해하였는지 검토하고 연구의 결과가 믿

을만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서 동료 간의 협의 삼각검증법의 방법을 통 ,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가. 동료 간 협의

동료 간 협의란 연구를 함께 수행하지 않더라고 연구의 배경이나 학문 분야가 비

슷한 동료 연구자들에게 자료 분석과 해석에 대해서 조언과 평가를 얻는 과정을 말

한다(Lincoln & Guba 나는 같은 스포츠교육학 분야의 석 박사 과정에 있는 , 1985). ·

대학원생들 중에 질적 연구의 경험을 가진 동료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나의 편견이

나 왜곡을 최소화 하였다.

 

나. 삼각검증법

삼각검증법이란 질적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하나의 현상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현상에 대한 연구자의 왜곡

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다(Lincoln & Guba 본 연구는 심층면담 비 참여관찰, 1985). , , 

참여자와 학교 참여자 유형 출처 날짜

강인내 A중학교 지도자 C 심층면담 I

yymmdd
박사랑 B중학교 감독교사 S 비 참여관찰 O

우용기 C중학교 현지 문서 D

한온유 D중학교

표 [ 11 자료의 부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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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문서 등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의 타당도와 신

뢰도를 확보하였다.



- 45 -

IV. 연구 결과 및 논의

학교운동부에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학교운동부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방법을 . 

현장의 맥락에서 탐색하였다 현장으로부터 도출된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실천 방. 

법은 크게 형식적 인성교육 과 비형식적 인성교육 으로 구분할 수 있었으며 ‘ ’ ‘ ’

형식적 인성교육으로는 인문적 활동 인성교육 프로그램 을 발견할 수 있었‘ ’, ‘ ’

고 비형식적 인성교육으로는 상담과 교육 선수중심 코칭 스포츠맨십 강‘ ’, ‘ ’, ‘

조 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미치는 요인’ . 

에 대해서 탐색하였다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요인. ‘ ’, 

구조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개인적 요‘ ’, ‘ ’ . 

인은 지도자의 코칭 철학 과 지도자의 선수 경험 을 구조적 요인은 감독‘ ’ ‘ ’ , ‘

교사의 역할 과 운동부와 학교의 간극 을 제도적 요인은 지도자 교육 과 ’ ‘ ’ , ‘ ’

지도자의 고용 안정성 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기반으로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였다 인성교육 활성화 . 

방안은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수준과 같이 개인적 차원 구조적 ‘ ’, ‘

차원 제도적 차원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개인적 차원에서는 반성적 코’, ‘ ’ ‘

칭하기 와 실천공동체 참여하기 의 방법을 도출할 수 있었고 구조적 차원에서’ ‘ ’

는 전문성 기반 감독교사 고용하기 와 교육과정 기반 운동부 운영하기 의 두 ‘ ’ ‘ ’

가지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도적 차원에서는 인성적 자질 교육하. ‘

기 와 고용 안정성 확보하기 를 학교운동부의 활성화 방안으로 도출할 수 있었’ ‘ ’

다.

기존에는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위한 노력으로 정상화 정책이 많이 이루어

졌다 예를 들면 당연시 여겨왔던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을 비정상적 현상으로 여김. 

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말리그제가 도입되었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위한 정상화 정책은 이제 적지 않은 수준으로 이루어

져 왔다 그러나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위한 노력은 단지 비정상의 정상화에 . 

그쳐서는 안 된다 학교라는 교육기관에 속해있는 학교운동부는 교육적 당위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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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스포츠 코칭은 스포츠 교육이고 스포츠 코치는 스포츠 교육. , 

자이다 최의창 스포츠를 가르친다는 것은 다분히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 , 2012). 

다 우리는 학교운동부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정상화 시켜놓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 (

노력은 이미 많이 이루어졌으니 정상적인 학교운동부가 보다 더 교육적 운영이 가) 

능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적극적인 노력으로써 인성교. 

육의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다양한 인성교육에 관한 논의나 실천적 노력들이 학, 

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필요성에 따라 학교운동부에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개인적, 

구조적 제도적 차원에서 탐색하였다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은 어떤 한 수준에서의 , . 

노력만으로는 증진될 수 없다 결국 학생선수를 대하는 것은 지도자이지만 지도자 .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그가 일하는 학교와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력이 병행되어

야만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이 증진될 수 있다.

1. 학교운동부의 현장 기반 인성교육 실천 방법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장에서 다루었듯이 인성교육이란 학문적인 방식으로 명? 1

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다양한 교육의 방식이 다양한 맥락에서 인성교. , , 

육일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겉모양만 보고 그것. 

을 인성교육인지 아닌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교육이란 것은 실제로 그 모양 안에 . 

내재된 의도와 효과가 그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학교운동부 중에는 겉. 

으로 인성교육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인, 

성교육을 전혀 하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인성교육의 의도가 숨어있고 효과를 

나타내는 현장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학교운동부는 폭력 등의 문제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지

만 이대형 학교운동부에서 인성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 , 2010), 

안 될 것이다 일선 지도자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존재하지만 구조적. 

인 문제에 가려서 그 노력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겉보기에는 인성, 

교육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거나 직접적으로 인성교육을 의도하지 않지만 인성교육

의 효과를 나타내거나 나타낼 수 있는 코칭의 모습이 존재할 수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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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이 같은 인성교육의 다양한 모습을 찾아보고자 노력했

다 이 같은 노력은 학교운동부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 

것이다 본 절에서는 현장에서 나타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형식적 인성교육과 비. 

형식적 인성교육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모습과 특성을 탐색해보자 먼저 연구를 통. 

해 도출해낸 각각의 인성교육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 표 와 같다[ 12] .

구 분 제 목 현 상

형식적 인성교육

인문적 활동
스포츠에 관한 책읽기 경기에 임하는 다짐문 반성, , 

문 쓰기 등의 다양한 인문적 활동

인성교육 프로그램
각 기관에서 학교와 학교운동부에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활용

비형식적 인성교육

상담과 소통
학생선수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 상

담과 스킨십과 같은 소통 활동

선수중심 코칭
스포츠나 운동 기능보다 선수의 성장과 그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는 코칭

스포츠맨십 강조
존중이나 예절과 같은 스포츠의 내적 가치 함양을 

위해 운동장 안팎에서 스포츠맨십 교육 및 강조.

표 [ 12 학교운동부의 현장 기반 인성교육 실천 방법] 

가. 형식적 인성교육

형식적 인성교육은 명시적인 인성교육 방법으로서 인성교육이 주된 목적으로 행

해지는 의도적인 코칭활동을 말한다 본 절에서는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나타난 두 . 

가지 형식적 인성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첫째는 읽기 쓰기 등의 인문적 활. , 

동이다 중학교 운동부에서 행해지는 책읽기 다짐문 쓰기 토론하기 등의 인문적 . , , 

활동은 스포츠가 가진 본질적인 내면적 가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내면화 하는 과정

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인성을 길러줄 수 있다 이 같은 인문적 활동은 학생선수들. 

로 하여금 스포츠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태도의 변화는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운동부에 매우 적합하고 효과적인 인성교육방법으로 나타났

다 둘째는 학교 밖 기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적용하는 . 

방법이다 이 곳 저 곳에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인성교육은 현장 지. 

도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인성교육을 하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막상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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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에 대한 구체적 지식이 부족하고 환경 조성이 덜 갖추어진 곳이 많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장에서의 어려움. 

을 고려할 때 여러 기관에서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탁월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인문적 활동

중학교 운동부에서 행해지는 책읽기 다짐문 쓰기 토론하기 등의 인문적 활동은 , , 

스포츠가 가진 본질적인 내면적 가치를 드러내고 그것을 내면화 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인성을 길러줄 수 있다 최의창 이 같은 인문적 활동은 학생( , 2010b). 

선수들로 하여금 스포츠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태도의 변화는 경기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운동부에 매우 적합하고 효과적인 인성교육방법으로 

나타났다.

여기 도서관이 개방이에요 밤 시까지 개방인 도서관이거든요 애들 운동 끝나고 . 9 . 

저녁 먹고는 다 도서관 가가지고 책도 보고 하다못해 만화책이라도 보고 그런 , 

부분이 정말 잘 되어있어요 그니까 뭐 애들이 시험 기간에는 운동보다는 여기 . 

도서관에 가 가지고 공부를 해요 여기가 주민들도 이용하는 도서관이거든요 사. . 

서 선생님들도 다 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서관에 요청을 해요 애들이 보면 . 

좋을 만한 책 같은 것도 학교에 주문해서 사가지고 애들 보게끔 하고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책 많이 읽어가지고 받는 독서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배. 

구부에서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 

강인내( , A-C-I-150105)

책읽기는 대표적인 인성교육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가 사람의 심성과 인. 

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사실이다 한철우 박영민( , , 2003). 

강인내는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해서 학생선수들이 언제든지 책을 읽을 수 있

도록 했다 우리나라 학교운동부가 전통적으로 폐쇄적인 문화에 있다는 것을 고려. 

할 때 독서는 학생선수들이 다양한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등 

폐쇄적인 학교운동부를 개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선수들이 대부분 수업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도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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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제아가 많다는 편견이 존재한다 이대형 그러나 ( , 2012). A중학교에서 강인내가 

학생선수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주었더니 놀랍게도 운동부에서 독서왕이 나왔다는 

사실은 학생선수들이 공부를 못하고 책을 싫어할 것이라는 생각이 편견에 불과하, 

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지나친 운동 중심 훈련 위주의 학교운동부 운영이 학생선수들을 수업과 공부 책, , 

과 멀어지게 하고 마치 학생선수들은 책을 안 읽을 것처럼 편견을 만들었지만 학, 

생선수도 책 읽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허락된다면 충분히 흥미를 갖고 잘할 수 

있다 종종 학생선수들은 운동밖에 할 줄 아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학. 

교운동부의 폐쇄적인문화가 그들에게 운동 이외의 다른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

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학생선수들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독서왕이 될 수 있다. .

스포크라테스는 스포츠 소크라테스를 기르기 위한 독서모임의 이름인거죠 한 . 6

명 정도 그룹 지어가지고 매일 이 시간에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좀 준. … 

비해서 글을 읽어주고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애들이 이런 거 같아요 저런 거 ? " . 

같아요 뭐 이야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제가 이제 학습지처럼 만들어서 독후활." 

동으로 써오게도 하고 아니면 어느 날은 하루에 한 구절씩 서로 읽게 하고 돌아

가면서 읽게도 하고…

한온유( , D-S-I-150331)  

      

그림 [ 6] D중학교 운동부의 글쓰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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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창 은 독서뿐만 아니라 말하기 쓰기 등의 다양한 인문적 활동을 통한 (2010b) , 

교육은 우리 내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방법이며 스포츠를 가르치는 일 또한 

이 같은 인문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인성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스포츠. 

를 가르치는 일의 인문적 접근은 꽤 오랫동안 스포츠 가르치는 일의 지배적 패러다

임이었던 과학적 접근에 대비되는 접근방식이다 산업혁명 이후 과학기술이 급속도. 

로 발전하면서 세상에는 과학적인 것만이 진리라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이러한 과. 

학주의가 스포츠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사실 스포츠는 과학과 함께 엄청난 발전을 이어왔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 100m 

달리기 초의 벽이 깨지고 딕 포스배리 이후 낮은 무게중심에도 높은 막대를 10 ‘ ’ 

넘을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면서부터 모든 높이뛰기선수는 배면을 위로 

하고 높이뛰기를 하고 있다 과학은 인간을 더 빠르고 더 높이 뛰게 해주었다. “ , ” . 

그러나 지나친 과학화는 오히려 스포츠와 사람 내면의 관계 그리고 스포츠의 인간, 

성을 상실시키기도 했다.

인류가 오랫동안 보존 발전시켜 온 스포츠라는 문화는 사람 의 내면 과 굉장, “ ( )”

히 깊은 관계가 있었다 근대 올림픽의 원전이 되는 고대 올림픽이 제우스 신을 기. 

리는 제례였던 것처럼 스포츠는 본래 종교 의식(ritual 으로서 주로 행해졌다 이정학) ( , 

스포츠는 신체의 활동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인간의 영혼 내면의 활동이었던 2001). , 

것이다 이 같이 스포츠의 본질을 상실한 채 스포츠에 과학 겉 만이 남게 . ‘ ’, ‘ ’

된다면 그것은 더 빠르고 높게 뛰는 기계를 생산하는 일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 

그리고 이와 같은 스포츠는 결코 학교라는 기관에서 사람을 교육하는 일에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내면을 상실한 채 겉만 남은 스포츠는 결코 교육적 가치를 내제하. 

지 않기 때문이다.

스포츠가 교육할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다분히 인간의 내면에 영향을 주는 스포츠

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코 인간의 신체에만 집중했던 . , 

스포츠의 과학적 접근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의 인문적 접근. 

을 펼쳐야만 할 것이다 최의창 사람의 내면 마음을 더욱 성숙케 하는 이것( , 2012). , 

은 다분히 인성교육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스포츠의 인문적 활동을 ‘ ’ .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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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저도 진짜 사실 그런 것들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

요 육상선수들도 마찬가지구요 이번에 제가 정말로 겨울에 진짜 뿌듯했던 일이 . … 

전지훈련을 가서 독서토론을 하고 얘네들이 막 뭐 경기력이 좋아지고 그런 뿌듯~ 

함도 있지만 애들이 생각이 좋아져서 운동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게 정말로. 

네 그거 하나가 진짜. …

우용기( , C-S-I-150325)

우용기는 전지훈련을 가서 독서토론을 하는 등 스포츠에의 인문적 접근 방식을 

통해 학생선수들을 코칭하고 있다 우용기는 진심어린 말투와 표정으로 인문적 코. , 

칭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대하는 태도 즉 마음가짐이 좋아졌다는 것을 매우 , 

뿌듯하게 이야기했다 운동부 지도자는 학생선수의 내면적 성장에 대해 큰 보람을 . 

느끼고 이 같은 보람은 지도자가 계속해서 인문적 코칭을 할 수 있는 큰 동기부여

가 될 것이다 또한 인문적인접근을 통해 운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학생선수는 . 

당연히 스포츠 기량도 향상될 것이다 이것은 학교운동부에서 인성교육이 자칫 대. 

회 성적이나 경기력에 대한 포기나 양보가 아니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 

학생선수의 인성발달뿐만 아니라 운동을 대하는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는 스포츠의 인문적 활동은 경기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포기할 수 없는 학교운동부

에 매우 적합한 인성교육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정 교육과정이 창의 인성을 표방하면서 교육계 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에 2009 ・

대한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체육 시수가 늘어나고 스포츠클럽이 활. 

성화 된 것도 모두 유사한 이유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이나 다른 공. 

공기관에서는 다양한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학교운동부. 

도 역시 그 수혜를 받았는데 년대 후반부터 학교운동부에 대한 인성교육의 목, 2000

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관 차원에서 인, 

성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을 학교운동부에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인권익센터는 수시로 학생선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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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합숙문, . 

화에 기인할 수 있는 성 폭력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를 다룬다 이 같은 프로그램( ) , . 

은 모두 운동부 지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그러므로 지도자는 적, 

극적으로 외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성교육관련 프로그램을 찾아서 적용함으로써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쪽에서 주최하는 인성교육 같은 것

도 있고 작년 월 달에도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 되가지고 애들 교육 같은걸 시11

켜요 전문가가 와가지고 애들한테 인성교육 뭐 그런 거를 따로 시켜 주는 것. … 

이 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거를 많이 하고 그런 , 

거를 많이 신청해요 저희가 금액이 들더라도 그런 거를 많이 신청하는 편이에요. . 

강인내( , A-C-I-150105)

강인내는 이러한 인성교육과 관련된 외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었다 인성. 

교육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인성교육 인성교육 강조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인. , 

성교육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고민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에게도 역시 인성교육의 실천이 쉽지 않은 것은 동일하다 년대 후반부터 학교. 2000

운동부에서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지만 현장의 지도자들은 이 , 

같은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킬 준비가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대형 최의( , 2012; 

창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 2009). , 

램을 활용하는 것은 학교운동부에서의 인성교육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

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음 뭐 인성교육 프로그램 어울림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 . … 

학생들하고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하구요 어 그 다음에 시청 같은데. .. 00

서 예산을 따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라고 방과 후에 서예 기타 독서 뭐 이런 프, , 

로그램을 적용을 해요 뭐 방송댄스 이런 식으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거. . 

죠 아이들이 운동만해서는 안 된다 다른 시간에 뭔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것. . 

을 해야 된다 예산을 편성해서 독서교육 프로그램도 하구요 학교 자체적으로 . . … 

현실적으로 운동부에 필요한 거는 그런 프로그램들 뭘 할 건지 어떻게 운영, , … 

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작년에 좀 해봤더니 좀 힘들더라고요. 

한온유( , D-S-I-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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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유도 외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한온유는 학교 자. 

체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주어. 

진 업무가 많은 감독교사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학교 자체에서 진행했던 독서교육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지속. 

되지 못했다고 한다 이처럼 자체적인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운동부 지도자에. 

게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여러 기관을 통해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다면 학생선수들에게 보다 체계화된 인성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 7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교육 프로그램] 

나. 비형식적 인성교육

이번 항에서는 비형식적 인성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형. 

식적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것들을 발견하였고 이 세 가지는 그것 자

체가 직접적으로 인성교육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다분히 인성교육적인 요소를 지니

고 있으며 분명히 인성교육의 역할을 하는 코칭 방법을 말한다 이 세 가지는 상, . ‘

담과 소통 선수중심 코칭 스포츠맨십 강조 이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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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가 관찰한 학교운동부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인 상담과 학생선수와의 다, 

양한 소통의 노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운동부 지도자는 꾸준한 상담뿐만 아. 

니라 개별적인 연락이나 스킨십을 통해 학생과 깊은 관계를 맺고 소통하려고 노력

했다 그리고 또 운동부 지도자는 운동부를 운영하거나 훈련하는 데에 있어서 프로. , 

그램 중심이 아니라 학생선수 중심으로 지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운동부지도자가 학생선수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소통에 힘쓰고 개개인을 돌, 

보는 일은 직접적인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인성교육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학생을 대하는 지도자의 말투나 눈빛을 포함한 모든 태도는 곧 인성교. 

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의창. (2010b 은 교사의 교수활동은 집적교수활동과 간)

접교수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육대상의 내면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적절한 

간접교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 또한 정현우 는 이 같은 이론을 경험적 . (2010)

연구 결과로 증명하였는데 체육교사의 간접교수행동은 배려 반성적 사고 사랑 올, , , 

바른 가치 함양 태도의 변화 등 학생 내면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 

학생선수와의 소통을 통해 또한 그들을 대하는 모든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운동부 , 

지도자의 태도는 학생선수의 내면에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적절. 

하다면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운동부 현장에서 스포츠맨십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

는데, Clifford와 Feezell 그리고 최의창(2010), (2010a 과 박정준 에 따르면 스포) (2011b)

츠맨십은 스포츠 상황에서 학습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이며 스포츠맨십을 강조하고 

함양시키는 것은 일종의 인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론적으로 스포츠맨십. 

을 교육한다면 이것은 형식적 인성교육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학교운동부에서 발

견한 스포츠맨십 강조는 인성교육을 위한 의도적인 활동이라기보다 일상생활이나 

스포츠 상황에서 스포츠맨십을 강조하는 것으로써 비형식적 인성교육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 상담과 소통

문정녀 와 박윤아 에 의하면 교육적인상담은 일종의 인성교육으로써 학(2002) (2003)

생의 자아존중감 학교생활태도 사회성 등을 향상 신장시켜준다 상담은 효과적인 , , , . 

인성교육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상담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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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맥락에서도 매우 유용한 인성교육으로써 실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

었다.

한온유 상담을 하루에 한 명은 긴 시간으로 상담을 해요 하루에 한 명씩 집어 : . 

요 하루에 딱 한 명씩 그래서 하루에 한 시간씩 한 시간도 이야기해. . . 

요 아이들이 단 둘이 있을 때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하고 . . 

상담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아이의 어떤 어. 

려움이 있는지 옆에 수소문해서 듣고 그 아이에 대한 자료를 많이 수집

을 해야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명씩은 꼭 상담을 하기. . 

연구자 보통 애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 ?

한온유 굉장히 많죠 운동에 대한 것들 운동을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진지한  : . . . 

진로에 대한 고민 그리고 친구관계 학기 초는 친구 관계가 좀 많고 기. . . 

숙사생활 저희는 한 기숙사생활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 70% . . 

세부 종목 종목이 수영이지만은 세부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에 대한 . . 

어떤 고민 내가 이걸 해서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그리고 뭐 어떤 . . 

아이들은 이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한 시간

을 꼭 투자를 해서 하루에 그 아이하고는 한 시간 동안 내내 상담을 해. 

요.

연구자 굳이 그렇게 수고를 들여서 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 ?

한온유 그게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하기  : 

때문에 저의 어떤 방식인거죠 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 . .. 

인성교육이 뭘까 라고 생각했을 때 한 방편으로 인성교육의 한 일환으? , 

로 개인적인 상담이 가장 크지 않나 효과가 라고 생각을 해서 상담을 . . 

이제 많이 하구요 어쨌든 많이 만나요 다 같이도 만나고 일대일로 만나. . 

고 집단으로 만나고 또 여자 대 나 남자선수 대 나 이렇게 만났을 때 , . 

아이들이 느낌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해하는 좀 더 . 

좋은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고 나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캐치, 

해서 서비스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상담을 하다보면 … 

한온유( , D-S-I-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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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온유가 속한 D중학교는 일반적인 중학교와는 다른 독특한 환경적 특징을 가지

고 있다. D중학교는 체육특성화중학교로서 전교생이 학생선수이며 가 기숙사 70%

생활을 한다 의 학생선수가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상담은 더욱 중요한 . 70%

교육적 요소가 될 수 있다 사춘기 시절 부모와 떨어져 사는 학생선수에게 상담시. 

간은 어른과 대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한온유의 말처럼 사춘기 시절 학생. 

선수들은 모든 중학생들이 그러하듯이 많은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있다 그들에게도 . 

언제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 

것이다. 

D중학교처럼 특성화 중학교가 아닌 평범한 일반 중학교에 있는 학교운동부에서는 

상담교육을 통한 인성교육이 더더욱 필요할 지도 모른다 학교 안에 있지만 오히려 . 

학교와 분리되어 폐쇄적 성격을 띠는 일반적인 학교운동부의 학생선수들은 학교 교

사나 일반 학생과는 단절되고 전체주의적인 학교운동부 문화 속에서 인권이 유린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주욱 일반 학교의 학교운동부에 속한 학생선수들( , 2003). 

에게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 감독교사 혹은 상담교사와의 심도 깊고 정기적인 상, 

담은 그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털어 놓울 수 있는 장이 될 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학교운동부 문화에 매몰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성장기에 올바른 인격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먼저 아이들한테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스킨십도 사실 좀 필요해 하이파이, . 

브를 해준다던지 얘기를 한다 던지 좀 더 가까이 대화를 하다보면 그 선수가 지

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하

게 되지 이 선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 선수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 … 

있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어떻게 변화가 되게끔 조금씩 각자 대화를 통해서 만.. 

들어주는 방법 …

박사랑( , B-C-I-150317)

상담이라는 정형화된 방법 이외에도 지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선수와 소통

할 수 있고 이 같은 소통을 통해서 지도자는 학생선수의 고민이나 성격 등을 파악 

할 수 있다 박사랑은 학생선수들과 스킨십을 자주 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굉장히 . 

중요한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에게 스킨십은 유대감 친밀감을 형성할 . ,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김종욱 최정환 박사랑은 스킨십을 통해 학( ,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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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수와 더욱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그래야만 학생을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 되. 

게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수가 감독 코치가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씩 마, 

음의 문을 열고 변화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요즘 선생님 포커스야. . 

박사랑( , B-C-I-150317)

김종백과 김남희 는 최근 중학교 현장 연구를 통해 학생이 지각하는 학생 교(2014) -

사의 관계가 학업성취와 수업참여 학교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박사랑, . 

이 학생선수들과 스킨십이나 상담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것

은 학생선수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학교운동부는 폐쇄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갖고 학생

선수가 절대 약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학교운동부에 어른이라. 

고는 지도자밖에 없지만 학생선수는 철저한 군대식 위계 구조 속에서 지도자와 소

통하거나 그들에게 마음을 열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다 김선희( , 2009).

인성교육은 내면 마음의 교육인데 학생과의 소통 없이 어떻게 학생의 마음을 열, 

며 학생의 마음을 열지 않고 어떻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폐쇄적인 우리나, ? 

라 학교운동부에서 상담은 아이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열수 있는 필수적인 인성교육 

요소라고 할 수 있다. 

2) 선수중심 코칭

선수중심 코칭이란 일종의 스포츠코칭 방법이면서 동시에 일종의 코칭 철학이기

도 하다 다시 말해 스포츠 경기보다 스포츠를 하는 선수에게 더 중점을 두는 지도 . , 

방법이며 철학인 것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코칭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기능중심 . 

코칭이 선수의 스포츠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선수중심 코칭은 선수의 신

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성장 모두를 아우르는 전인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 , , 

는 코칭을 말한다(Kidman, 2010).

학교 교육이 전인교육을 표방하고 있고 학교운동부도 학교의 일부라는 점에서 학

교운동부의 코칭 방식과 철학은 선수중심 코칭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 

본 연구를 통해 공동체 성격이 강한 한국의 학교운동부에서 선수중심 코칭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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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더욱 크고 그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선수중심 코칭이 유리한 환경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받아들이는 아이들 각자의 생각은 우리가 모르거든 그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 

있어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애가 있고 못 받아들이는 애가 있거든 우리가 예전에. 

는 큰 틀에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하는 거였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으로 , 

한 사람 한 사람씩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개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 ) … 

래서 이제 마음이 열어지고 통하면 학생도 선생님을 믿게 되고 서로의 그런 존중

하는 그런 게 만들어지지

박사랑( , B-C-I-150317)

박사랑은 학교운동부의 교육 방침이 프로그램 중심이 아니라 학생선수 중심이어

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대상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 

않기 때문이다 박사랑의 말처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 

학생이 있을 수 있다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박사랑의 이 같은 생각은 선수중심. 

코칭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박사랑이 선수중심 코칭이란 개념에 대해 알지 못할 . 

수도 있지만 그의 이러한 지도방식은 다분히 선수중심 코칭이며 곧 학생들의 마음

을 열고 라포를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박사랑은 형성된 라포를 통해 서로에 대한 . 

존중이라는 인성이 만들어진다고 말한다.

선수중심 코칭은 겉으로 보이는 코칭의 모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코칭의 과

정 선수와 코치의 내면적 상호작용 을 효율적으로 하게 해주는 코칭 방법이다 그리( ) . 

고 선수와 코치 간에 내면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관계가 잘 형성된다면 이것은 곧 

겉으로 보이는 코칭 행동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흡연으로 잡혀온 애인데 교내 육상대회 하는 걸 딱 봤는데 너무 잘 뛰는 거예요, . 

그래가지고 걔는 지금 체고 학년이에요 요번에 코오롱 마라톤 서울지구 구00 3 . 5

간 대표로 아마 뛰고 그런 애도 있고요 그냥 이 동내에서 동내 형들하고 어. … 

울리는 애들이었는데 자기는 운동선수라는 타이틀이 딱 가져지고 그러니까 피던 

담배도 안 피게 되고 그 이후에도 피다가 몇 번 걸리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래가. . 

지고 혼도 많이 나고 그랬던 상황이에요. 

우용기( , C-S-I-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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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용기는 평소에 문재를 곧 잘 일으켜서 생활지도를 하곤 했던 학생의 재능을 발

견하고 육상부에 올 것을 권유했다 그리고 그저 동내 형들과 어울리던 그 학. “ ” 

생은 운동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학생이 되었다.

중학교 운동부는 단지 운동 기능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학생들의 진로를 찾아주고 그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전인적인 코칭, 

을 해야 하는 곳이다 스포츠나 운동 기능보다 한 사람으로서의 선수와 그의 삶을 .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수중심 코칭이다, .

코치가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서적 사회적 심리적 체, , , 

력적 측면 전반에 걸쳐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강진선 성장훈 최원준 ( , 2001; , 1999; 

외 게다가 합숙문화가 발달한 한국의 운동부 맥락에서 학생선수에게 미치는 , 2009). 

코치의 영향력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집보다 숙소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은 . 

학생선수들에게 코치는 부모의 역할을 대신 해야 할 때도 있다 이렇게 코치가 학. 

생선수에게 주는 영향력이 크고 그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은 학생선수의 삶 전 영역, 

을 고려하는 선수중심 코칭의 당위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수중심 코칭이 , 

매우 용이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한다. 

그니까 이제 자기 혼자만 알고 좀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성격 그리고 이제 여자.. .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좀 나쁜 길로 빠졌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애를 운동을 . 

그만 시키라고 그랬어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봤을 때. . 

는 그 애가 조금만 좀 더 저기 해주면 괜찮다고 판단이 되서 한 일 년 정도 계속 

해왔는데 지금은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 하고 많이 밝아졌어 얼굴 표정이 그래서 . . 

이제 뭐 애들도 얘를 싫어했거든 뭐 시합을 갔는데도 밤에 이렇게 나가서 담배 . 

피다가 걸렸어 그리고 집에 가다가도 노는 아이들하고 뭐 하다가 안 좋은 쪽으. 

로 손을 댄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선수들을 보니까 여건들이 자꾸 걔를 유

혹을 하니까 집에 못 가게 만들었지 그리고 내가 그 애 보는 앞에서 핸드폰을 망

치로 때려 부셔버렸어 애도 놀란 거야 그 몇 십 만원짜리 핸드폰을 부실까 그 . . . 

날 핸드폰을 박살을 내버렸어 그리고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핸드폰을 절대 만지. 

지 마라 그래서 지금도 핸드폰이 없거든 근데 핸드폰이 사실 너무 안 좋거든. . . 

그래서 몇 개월 계속 지나오다가 보니까 요번에 또 이기는 경기도 하고 우승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열심히 하고 더 솔선수범하고 잘하고 있어 개는 지금 운… 

동을 안 하면 공부도 안 하고 집도 가출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갔던 애거든.

박사랑( , B-C-I-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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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랑의 운동부에 한 문제 학생은 이미 가정과 학교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난 상

태였고 주변에서도 그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라며 박사랑에게 포기를 권유

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면 그 문제 학생의 삶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 

알고 있었던 박사랑은 문제 학생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박사랑은 당시 그 . 

학생이 운동부에서마저 벗어나게 된다면 가출을 시작으로 좋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 판단하고 그 학생을 끝까지 다잡았다 그리고 결국 그 학생은 학년이 , . 3

되어서 학생선수로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선수중심 코칭은 선수의 운동 기능 향상을 꾀할 뿐만 아니라 선수의 성장 과정 

전체 삶 전체를 돌보는 일 김진희 이지만 삶 전체를 돌보기에 코치와 학생선, ( , 2011) , 

수와의 관계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맥락은 코치가 . 

충분히 학생선수의 삶 전체를 돌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다 한다 기본적으로 . 

합숙 문화가 기반이 되는 한국의 운동부 문화에서 학생선수와 코치는 동고동락하

고 꼭 합숙을 안 하더라도 숙소라는 공간에서 매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친밀, 

한 관계를 형성한다 숙소에서 먹고 자는 학생선수들에게 그들을 지도하는 코치는 . 

어른으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담임교사의 역할은 물론이고 때로는 부모. 

의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한국의 학교운동부 코치이다 성창훈( , 1999). 

그래서 한국의 학교운동부 코치는 반드시 선수중심 코칭의 철학을 기반 하여 학생

선수를 지도해야하며 학생선수의 성장과정 삶 전체를 돌볼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 . 

고 한국의 학교운동부 코치는 구조상 그럴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3) 스포츠맨십 강조

현재 인류가 누리고 있는 스포츠의 기원은 언제부터일까 스포츠를 어떻게 규정?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기원전부터였다는 것에 대해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스포츠라는 하나의 인간 활동이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 

져온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의 인간 활동이 오랫동안 계승되고 발전되는 이유는 그 ? 

활동이 인간에게 가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회에 가치 있다고 . 

여겨지기 때문에 모종의 활동은 시간과 시대가 지나도 지속되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직업화하기도 하며 학문화하여 대학에서 전공 교과로 가르. 

치기도 한다 그 활동에는 그만한 마땅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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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Intyre 는 이와 같은 생각을 실천전통(1984) ‘ (practice 이란 개념으로 설명하였)’

다 그는 실천전통을 사회적으로 확립된 협동적인 인간 활동의 모종의 일관되고 . “

복잡한 형식 홍은숙 으로 정의하는데 하나의 실천전통은 우리가 함께 살아( , 2007)” , 

가는 한 가지 삶의 방식이며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은 온전한 형태이다 이러한 . 

실천전통은 내적 가치 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내적 가치 란 어떤 활동 안‘ ’ . ‘ ’

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로서 직접 그 활동에 참여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한

다 그렇다면 스포츠의 내적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 인간이 스포츠에 직접 참여함. ? 

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고유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서두에? 

서 했던 질문인 스포츠라는 하나의 인간 활동이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온 이유“

는 무엇일까 에 대한 대답과 동일할 것이다?” .

만약 스포츠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 고유한 내적 가치를 누리지 못하고 외재적 가

치에 쉽게 유혹되어 오로지 그것 때문에 스포츠를 했다면 스포츠는 왜곡되고 타락, 

하여 지속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홍은숙 그러나 스포츠의 내적 가치를 아는 ( , 2007). 

인간은 승부조작이나 스포츠도박 같은 스포츠의 부정적인 외적 가치들을 꾸준히 배

척해왔고 때문에 스포츠라는 실천전통은 비로소 실천전통이 되며 여전히 지속되는 , 

우리 삶의 한 가지 형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스포츠라는 인간 활동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게 하는 , 

내적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경험적으로 여러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스포츠의 가장 ? 

고유하며 대표적인 내적 가치는 바로 스포츠맨십‘ (sportsmanship 일 것이다 스포)’ . 

츠맨십은 우리말로 스포츠정신 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정신이란 것이 그러한 것‘ ’ . 

처럼 스포츠맨십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스포츠의 내재된 다양한 가치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Clifford와 Feezell 은 스포츠맨십의 원리를 상대방에 대한 존중(2010)

(Respect for Opponents 우리 팀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Teammates and Team 심판), 

에 대한 존중(Respect for Officials 경기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Game 선수와 코), 

치간의 존중(Respect Between Players and Coach 등 다섯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는 )

존중 이라고 설명한다‘ ’ . Clifford와 Feezell의 다섯 가지 차원을 다시 구분하면 인1

칭 나와 우리팀 인칭 상대와 상대팀 인칭 심판과 경기 의 차원으로 요약할 수 ( ), 2 ( ), 3 ( )

있다 따라서 스포츠맨십이란 나와 우리팀에 대한 상대와 상대팀에 대한 심판과 . , , 

경기 그 자체에 대한 존중(Respect 인 것이다 다음 표 은 와 이 제) . [ 13] Clifford Feezell

시한 다섯 가지 차원의 스포츠맨십의 행동적 예시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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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예시              

상대편 존중하기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

싫어하는 표현을 안하는 것

게임스맨십을 피하는 것

승리축하를 올바로 하는 것

나에게 원하지 않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행하지 않는 것

우리팀 존중하기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개인적인 희생을 감수하는 것

작은 것들을 중요시여기는 것

팀 내의 결쟁을 잘 조정하는 것

팀의 규칙을 잘 정하고 따르는 것

심판 존중하기
심판의 판정을 준수하는 것

심판에게 모욕을 주지 않는 것

심판에게 정중히 인사하는 것

심한에게 공손히 대화하는 것

스포츠 존중하기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

경쟁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

스포츠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

게임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는 것

성취감과 탁월성을 존중하는 것

코치 선수 존중하기/

게임의 역사와 정신을 올바로 알

고 있을 것

스포츠맨십에 관해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것

지나친 간섭을 스스로 경계하는 것

진지함과 즐거움의 올바른 균형을 유지

하는 것

표 [ 13 스포츠맨십의 구체적 표현 양태] (Clifford & Feezell 최의창 에서 재인용, 2009: , 2010a )

최의창 은 실천전통으로서 스포츠를 배워야 만이 스포츠에 내재된 훌륭한 (2012) "

이상과 전통을 내면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천전통으로서 스포츠를 가르치는 것이 "

스포츠를 온전히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를 온전히 배우게 되면 훌륭한 . 

이상과 전통을 내면화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곧 , . 

스포츠를 온전히 가르치는 것이 좋은 사람을 길러내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실천전통으로서 스포츠의 내적가치인 스포츠맨십을 교육하는 것은 더 나은 사람을 

길러내는 일종의 인성교육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하고 서로의 그런 배려라든지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경기

력에서도 좋아지는 걸 분명히 내가 계속 하면서 느끼거든.

박사랑( , B-C-I-150317)

박사랑은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스포츠맨십이라고 할 수 있는 배려나 존

중이란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인성들이 학생선수에게 얼마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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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를 잘 알고 있다 교육적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들이 경기력에도 반. 

영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끼기 때문에 박사랑은 운동장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이, 

러한 가치들을 계속해서 학생선수들에게 강조한다.  

인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인사라는 거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 상대팀한테 근데 우리는 그냥 형식적인 인사를 하지 그니까 이제 . . 

인사라는 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거고 그런 거 하나부터 고쳐지면 이제 그 아이가 변화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부분이니까 그니까 이제 요번에 한게 학년들한테는 선생님들이 우리 1

축구부 학생들이 인사를 잘한다고 선생님들한테 얘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보답을 내가 해주기로 했거든 그래서 지금 이 주 동안 굉장히 인사를 잘한다는 . 

얘기를 듣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게 습관화가 되면 하나하나씩 바뀌어 . 

가는 거지.

박사랑( , B-C-I-150317)

경기 중에 상대방에게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인사해야 한다는 박사랑의 말은 

그가 스포츠맨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 

스포츠상황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대. 

부분은 상대방(opponents 를 오히려 경멸하고 무찔러야할 적) (enermies 로 인식하고) , 

많은 선수들이 승리 후에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세레머니를 하는 것은 매우 평범한 

일이다 더욱이 상업화로 인한 승리지상주의가 팽배해진 요즘에는 상대방을 존중해. 

야 한다는 논리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Clifford & Feezell 그럼에도 불구하, 2010). 

고 Clifford와 Feezell 은 학생선수들을 도울 수 있는 부모 교사 코치들이 상대(2010) , , 

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납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바로 박사랑이 학년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사교육을 시키는 것도 그러. 1

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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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기는게 무엇이냐 졌을 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상대팀한테 끝까지 배려. …

해 주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진정한 승자는 한 경기를 이겼을 때 승자가 . , 

되는 것보다 영원한 승자는 뭐냐면 그 경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긴 팀한테 

배려를 해주고 진 팀한테도 배려를 해주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진정한 , 

승자가 되는 법을 애들한테 얘기는 하고 있지 그래서 경기가 끝났을 때 정확하. 

게 상대팀한테 대한 그런 예의라든지 상대팀 지도자에 대한 예의 이런 것들을 .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 그게 존중과 배려가 아닐까. . 

박사랑( , B-C-I-150317)

또한 박사랑은 경기장 내에서도 스포츠맨십을 강조하고 있다 스포츠맨십을 갖추. 

고 있는 자가 진정한 승자임을 항상 학생선수들에게 강조하는 그는 경기와 상대방, 

상대방의 지도자에 대한 존중 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려고 항상 노력한다 경기, . 

장 안팎에서 스포츠맨십을 강조하고 가르치는 박사랑의 모습은 다분히 학교운동부, 

에서 실천되는 인성교육의 모습인 것이다.

2. 중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번 절에서는 절에서 나타난 직 간접적인 다섯 가지 인성교육 방법에 영향을 1 ,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도출해낸 인성교육 방법에 .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는 것은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

는 데에 초석이 될 것이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학교운동부 인성교육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도록 도모한다면 그것이 곧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학교운동부에서 실천 가능한 인성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총 여섯 , 

가지로 도출되었고 그 중 지도자의 코칭 철학 과 지도자의 선수 경험 은 개‘ ’ ‘ ’ <

인적 요인 으로 감독교사의 역할 과 운동부와 학교의 간극 은 구조적 요인> ‘ ’ ‘ ’ < >

으로 지도자 교육 과 지도자의 고용 안전 은 제도적 요인 으로 구분할 수 , ‘ ’ ‘ ’ < >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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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8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세 가지 구분의 요인 중 아무래도 인성교육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개인적 요인 일 것이다 교육은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 > . . 

러나 모든 개인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구조적 요인 과 제도적 요인 이 학교, < > < >

운동부의 인성교육을 올바로 지지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개인이 인성교육에 대해 노

력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인은 전부 . 

학교우동부의 인성교육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 

표 는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한 것이다[ 14] .

구 분 현 상 내 용

개인적 요인

지도자의 코칭 철학
지도자의 코칭 행동에 깊은 영향을 주는 개인의 신념 가, 

치 우선순위 등, 

지도자의 선수 경험
지도자가 학생 선수 시절에 그의 지도자를 견습 관찰 하( ) ‘ ’

면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코칭 학습

구조적 요인

감독교사의 역할
학교운동부의 감독을 맡은 체육교사로서 학교와 운동부 

사이에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핵심적인 위치

운동부와 학교의 간극
학교운동부는 행정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학교 내에 존재

하는 학교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분리되어있는 현상 

제도적 요인

지도자 교육

대학 교육 예비 지도자 교육 지도자 재교육 연수 등, , , 

운동부 지도자들의 자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형식적

학습 환경(formal) 

지도자의 고용 안정성
입시 중심의 운동부 문화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학

교운동부지도자가 느끼는 고용 안정성의 정도

표 [ 14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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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적 요인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최전방에 있는 사람은 바로 학교운동부지도자일 것이다. 

제일선에 있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코칭 철학 과 선수 경험 은 개인적 요인‘ ’ ‘ ’

으로써 학교우동부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은 결국 사. 

람이 사람에게 하는 일이다 교육에 관한 명구 중에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 "

어넘을 수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지더라도 교육." . 

은 결국 교사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림 [ 9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 

이런 점에서 학생선수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은 가장 직접적이

고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구조적 요인이나 제도적 요인이 올바. 

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개인적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힘들 수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이 잘 갖추어지더라도 개인적 요인이 올바르지 못하다면 

결국 인성교육은 발휘되지 못할 것이다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직접 영향을 미. 

치는 것은 결국 개인적 요인이다.

1) 지도자의 코칭 철학

선수가 한 시즌을 통해 얻는 경험의 질은 코치의 가치 체계와 신념에 달려있다. 

만약에 코치가 한 시즌의 목표를 승리 로 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것이 그의 팀“ ” . 

에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실력이 조금 부족한 선수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 

가 코치가 승리에 집중할 때 무엇을 포기하겠는가? ?  

(Kidman & Hanrahan, 2010, 1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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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특히 우리나라 학교운동부에서는 코치가 갖는 힘 영향, 

력 학생들에게 미치는 이 실로 절대적이다 그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학( ) . 

생선수의 삶이 좌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학교운동부 지도. , 

자는 올바른 코칭 철학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학부모라든지 아이들하고 연 초에 항상 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

죠 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 하는 게 제 교육의 첫 목적은 인성교육이에요 라. , “ .” 

고 하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에 공식. 

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 하고 선수, 

로서 선수다운 사람이 되는 거 바람직한 사람으로 성장 하는 게 목표다 이런 식, . 

으로 소개를 해요.

한온유( , D-S-I-150331)

한온유는 D중학교의 수영부 감독교사이다 한국의 학교운동부에는 운동부의 코치. 

와 감독이 있고 또는 체육교사가 감독을 하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주로 . 

감독교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각각의 역할과 위치는 학교마다 종목마다 차이가 . , 

있는데 본 논문에서 코치 나 지도자 의 사용은 이 모두를 통칭하는 것이다‘ ’ ‘ ’ .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온유는 매우 권위 있는 감독교사이다 많은 학교에서 감독, . 

교사는 그저 운동부의 행정관련 일 처리를 해줄 뿐 운동부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 

고 운동부지도자가 운동부의 운영을 전적으로 도맡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체육특. 

성화중학교의 특성상 한온유는 전체적인 운동부 운영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위치의 

감독교사이다 때문에 코치들과 함께 매일의 운동 계획을 세우고 한 해의 운동부 . 

운영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그리고 년 초마다 한 해의 운동부 운영 계획에 대해 . 

설명하는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한온유는 학생선수들과 학부모들에게 본인이 가지

고 있는 교육관 및 코칭 철학에 대해서 설명한다.

인성교육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선수로서 선수다운 사람이 되는 ‘ , 

것 바람직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한온유는 이 같은 코칭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 .’

실제로 다양한 인성교육을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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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0] D중학교 수영부 문집

절에서 언급한 적이 있지만 한온유는 학생선수들이 참 좋은 사람 으로 성장1 ‘ ’

하길 바라면서 다양한 인문적 활동을 하도록 한다 위의 책자는 한온유가 년 . 2014

한 해를 마치면서 년 동안의 운동부 활동 내역과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인문적 활1

동 자료들을 모아서 만든 문집이다 문집 제목 참 좋은 사람 을 보면 한온유가 어떤 . ( )

코칭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문집 내용의 대부분은 아이들의 다짐문. , 

소감문 편지와 같은 자료들이다 보통 운동부를 생각하면 글 쓰는 것과는 매우 거, . 

리가 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온유는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적어보는 이 같은 글

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참 좋은 사람 에 더욱 가까이 가도록 하고자 노력하‘ ’

고 있다.

보통의 운동부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인문적 활동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마련이다 운동부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가 대두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 . 

나 한온유의 참 좋은 사람 이란 코칭 철학이 한온유로 하여금 학생선수가 운동‘ ’

만 하는 기계로 전락하지 않고 더 좋은 선수 더 좋은 사람 이 되도록 지도하‘ ’, ‘ '

게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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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을 통해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정도 뭐 그 육상을 통해서 . …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정도 뭐 이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 

운동을 시키니까 가르치고 이러니까. …

우용기( , C-S-I-150325)

육상부 창단부터 직접 코치를 스카우트하는 수고까지 육상부 운영에 정성을 쏟, 

고 있는 우용기는 학생들이 그저 육상대회에서 성적을 거두길 바라지 않는다 그는 . 

학생선수들이 육상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을 , 

배우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우용기의 코칭 철학인 것이다. . 

흡연으로 잡혀온 애인데 교내 육상대회 하는걸 딱 봤는데 너무 잘 뛰는 거예요, . 

그래가지고 걔는  지금 체고 학년이에요 요번에 코오롱 마라톤 서울지구 00 3 . 5

구간 대표로 아마 뛰고 그런 애도 있고요 체중에서 한마디로 방출당한 여자. . 00

애 하나 있었어요 개도 년도에 저랑 같이 시작했죠 걔 같은 경우는 그래가. 2011 . 

지고 그 애가 방황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다가 그런 애가 학년 때부터 여기 1 C중

학교 다니면서 년간 서울시에서 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3 1 . …

그냥 이 동내에서 그냥 동내 형들하고 어울리는 애들이었는데 자기는 운동선수…

라는 타이틀이 딱 가져지고 그러니까 피던 담배도 안 피우게 되고…

우용기( , 150325-C-S-I)

육상을 통해 아이들이 삶을 더 잘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코칭을 하는 우용기

는 애착을 갖는 특별한 제자들이 있다 흡연으로 잡혀와 혼나던 학생 다른 학교 운. , 

동부에서 방출당해 전학 온 학생이다 좌절을 맞보거나 삶의 뚜렷한 목적이 없었던 . 

그들에게 우용기는 육상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선물하고 있다.

전국대회 성적이나 경기에서의 승리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다고 믿는 우

용기의 코칭 철학은 전국대회 성적을 내야만 하고 각종 비리에 노출되어있는 학교

운동부 풍토 속에서 학생선수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가르치, 

고자 노력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철학이 . 

기반이 되기 때문에 비록 온전한 코칭 더 나은 사람을 기르는 코칭 이 어려운 사회 , ( )

구조 속에 있더라도 코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신념과 가치를 따르고자 노력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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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도자가 코칭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회 구조가 인성교육과 온전한 

코칭을 하도록 요구하고 충분한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 요구하는 가치와 신념, 

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지위와 명성 돈과 같은 외재적 가치들을 따르게 될 가능, 

성이 크다 지도자의 코칭 철학은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 

매우 직접적이고 필수적인 개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코치들의 이 같은 코칭 철학은 전반적인 코칭 행동 전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인문적 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코칭 철학. 

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한온유와 우용기는 학교운동부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인문

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다 한온유와 우용기는 동일한 교사 실천 공동체에 . 

참여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전인교육과 인문적 체육 교육이라는 철학을 공유하. 

는 실천 공동체는 한온유와 이용기가 뚜렷한 코칭 철학을 형성케 한 것이다 그리. 

고 그들이 형성한 코칭철학은 운동부 현장에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인문적 활동

을 실천하도록 한 것이다.

2) 지도자의 선수 경험

학생 때의 경험은 교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은 대부분 배운 대로 가르치. 

기 때문이다 교사라는 직업이 다른 직업과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이 교사가 . 

되기 전에 이미 학창시절 년 동안 교사라는 직업을 아주 가까이서 관찰16

(apprenticeship of observation 한다는 점이다 이 관찰의 과정은 의식 중에 혹은 대부) . 

분 무의식중에 교사가 하는 일 즉 가르치는 일에 대한 인식체계를 형성하게 되고 , 

그들이 교사가 되었을 때 그들의 가르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Lortie, 1975). 

연구자는 대학원에 와서 주 동안 주일에 한 번씩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축구를 12 1

가르친 적이 있다 스포츠교육학에 대해 공부 중이었던 연구자는 공부한 내용들을 . 

실천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는. 

데 생각한대로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순간 마다 공부, 

한대로가 아니라 학창시절 코치에게 배운 대로 가르치고 있는 연구자 스스로의 모

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대학원에서 스포츠교육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결국 년 전. , 10

에 배운 대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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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조금 딱딱하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우질 못했으. …

니까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했던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

박사랑( , B-C-I-150317)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박사랑은 아이들과 스킨십을 자주 하려고 노력하면서 어떻

게든 더 많이 소통하고 관계 맺고자 노력한다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 역시 배. 

운 대로 딱딱하게 아이들을 대하기 때문에 지도경력 년이 훌쩍 넘는 베테랑이지, 10

만 박사랑은 지금까지도 신념을 가지고 학생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표현하

고자 노력한다 우리나라 코치들이 선수로 하여금 그들에게 접근을 불편하게 하는 . 

면이 있고 소통에 서툰 면이 있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선수시절 당시

에는 허물없이 선수들과 소통하는 지도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그렇게 . 

딱딱한 방식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 .

제가 맨날 바닥 닦고 껌 때고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감독선생님 .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고등학교 감독선생님이 아침 시면 출근을 해가지고 체육. 6

관 주변 청소는 다 하세요 저는 처음에 안 그랬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 

고등학교 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체육관에 보면 더럽다 그러면 애들 운동

할 때 제가 걸레 빨아가지고 닦고 껌 때고 쓸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 

그게 저희 고등학교 때 감독선생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 . 

때는 운동할 때 그냥 청소 하는가보다 그렇게 생각 했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나니

까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우리 운동 할 때 이걸 시키지 않고 하셨는데, ‘ ..’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되더라구요. 

강인내( , A-C-I-150105)

강인내는 중학교 배구부 감독이다 운동 스케줄이나 대회 출전과 같은 사항들은 A . 

전부 강인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강인내가 하는 일이 하나 더 있다. . 

바로 체육관 바닥을 청소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문화 특성상 윗사람이 청소를 하. 

는 일이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내가 체육관 바닥의 껌을 떼고 걸레질을 . 

하는 이유는 본인이 고등학교 시절 감독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데 당시 강인내, 

의 감독님은 매일 아침 시면 출근해서 언제나 체육관을 청소했다고 한다 강인내6 . 

도 배운 대로 하게 된 것이다" ."

하지만 교수자가 학습자로서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 것은 옳은 것 을 따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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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가 아니다. Lortie 에 따르면 학습자가 관찰(1975) (apprenticeship of observation)

을 통해 교수(teaching 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직관적) (intuitive 이고 모방적) (imitative 인 )

것에 불과하다 때문에 그들은 교육학적인 분석이나 고려 없이 단순히 배운 대로 .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초등학생에게 축구를 가. . 

르칠 때 몸 풀기로 정해진 공간 안에서 서로의 엉덩이를 때리는 게임을 했었다 이 . 

게임은 연구자가 중학생 시절 축구부에서 종종 하던 몸 풀기 방식이다 지도안을 . 

구성할 때 직관적으로 이 게임이 떠올랐고 분명히 초등학생에게 자칫 지루할 수 있

는 몸 풀기 시간을 즐겁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 

러나 초등학생에게 이 같은 게임은 교실에서 아이들의 장난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고 엉덩이를 때리는 장난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관찰 피드백을 받는 , 

순간 연구자는 교육학적 고려 없이 그저 배운 그대로 가르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도자가 선수시절 어떻게 코칭을 받았느냐는 지도자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코칭 , 

하느냐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선수시절 지도자에게 인성교육적인 코. 

칭 요소를 많이 접한 지도자는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적인 코칭을 할 가능성이 클 것

이다 반대로 말하면 비교육적인 코칭을 받았던 지도자는 많은 부분 비교육적인 코. , 

칭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선수시절 좋은 지도자에게 배우는 것은 물론 중요해 

보인다 그러나 지도자의 선수 경험이 지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단지 좋은 . 

지도자에게 배웠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도자의 선수 경험이 자칫 . 

코칭을 모방 이상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안 된다 지도자의 선수 경험이 . 

자도자의 코칭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만큼 혹은 (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영향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지도자는 배운 대로 가르치려) . 

는 타성을 이겨내고 학생선수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더 나은 코칭을 위해 인성, ,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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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예전에는 큰 틀에서 아이들을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 ” 

하는 거였으면 이제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 ” 

렇게 접근을 해서 그게 이제 마음이 열어지고 통하면 학생도 선생님을 믿게 … 

되고 서로의 존중하는 그런 게 만들어지지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조금 딱딱하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우질 못했으니. 

까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했던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 …

박사랑( , B-C-I-150317)

그런 면에서 보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비교적 선수 경험의 타성을 잘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우리나라 운동부 코치들의 큰 특징이자 문제는 그 코. 

칭의 중심이 선수가 아니라 훈련이나 경기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험은 자. 

연스럽게 선수중심 코칭의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박사랑 우용기 한온유는 , , 

계속해서 학생선수와 그의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은 개인의 삶 속에 다양한 요인들의 결과이겠지만 자신이 경험한 , 

지도자가 반면교사의 역할을 한 것이 큰 요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박사랑. 

은 이미 자신들의 선수시절 지도자들은 대체로 비 선수중심의 코칭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 본인은 그 반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 박사랑이 선수중심의 . 

코칭을 하는 데에 있어서 선수시절 그의 경험 선수시절 그의 지도자는 그에게 반, 

면교사로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나. 구조적 요인

빠른 시간 안에 국위선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엘리트 선수 육

성은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맥락을 만들게 되었다 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선수 육. 

성은 학교운동부라는 학내 조직을 만들었고 전문 감독이 아니라 체육교사가 그 운, 

동부를 담당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체육교사가 학교운동부의 감독직을 수행하면 감. 

독교사라고 한다 감독교사는 학교운동부의 운영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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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1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 

그러나 무분별한 엘리트 선수 육성 제도가 만들어낸 운동부와 학교의 간극은 감

독교사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이 같은 학교운동. 

부의 구조적인 특징들은 다분히도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감독교사의 역할

프로팀 국가대표팀을 막론하고 우리나라 스포츠 팀에는 한 명의 감독과 코치들, 

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감독 이라고 부르는 직책을 외국에서는 보통 헤드 코치. ' ' '

(head-coach 라고 하는데 축구나 야구와 같은 종목에서는 또 다르게 매니저)' '

(manager 라고 부른다)' .

학교운동부에는 물론 현장에서의 언어는 학교마다 종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 , 

지만 두 가지 형태의 감독이 존재한다 먼저는 전통적인 운동부에서의 감독이 있) . 

다 영어로 헤드 코치 나 매니저 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감독으로서 코치와 함께 직. ' ' ' '

접 선수들을 가르친다 학교 차원에서는 전임감독라고도 하는데 학생선수들은 보통 . 

감독님 이란 호칭을 사용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태의 감독으로서 본직은 체육' ' . , 

교사이지만 운동부의 행정업무를 포함한 전체적인 운영의 총 책임을 맡는 감독교사

가 있다.

감독교사는 학교마다 종목마다 그 위치와 역할에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 . 

면 본 연구의 참여자중 한온유는 감독교사로서 운동부 전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다 운동부 관련 행정 일을 처리하기도 하지만 코치들과 함께 운동부 운영 계획과 . 

매일의 운동 계획을 구상하고 직접 운동을 지도하기도 한다 반면에 다른 감독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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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중에는 운동부의 운영계획이나 훈련과 같은 부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행정

적 업무만을 담당하는 감독교사가 있다 실상 운동부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매일의 . 

운동에 대해서 감독교사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따로 고용된 코치가 운동부를 도맡

아 운영 지도하는 것이다, . 

학교 선생님들이 감독을 하라그러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전공도 아닌데 뭘 알아…

야지 하죠 막상 체육선생님을 감독 하라는데 체육 선생님은 하고 싶지도 않아… 

요 그거를 뭐 하러 자기가 이거 한다고 해서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고생. . 

을 하냐 이런 마인드에요 체육선생님들도 그리고 문제는 할 사람도 없어요 요. . . . 

즘엔 체육 선생님들이 여자 선생님들이 원채 많아가지고 할 사람도 없어요..

강인내( , A-C-I-150105)

강인내와 감독교사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가 체육교사의 감독직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감독교사를 맡게 되는 체. 

육교사는 대부분 비 선수출신 이기 때문에 선수출신의 입장에서 그들은 해당 종‘ ’

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운동부라는 문화 풍토에 대해서도 잘 모, 

른다.

년대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선수특기자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수출1970 ‘

신 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학업 성적이 중요하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으’ . 

면서 합업과 쌓고 학교와 멀어진 선수특기자들은 그들만의 문화와 풍토를 조성하, 

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구조상 매 해 모든 학년의 선수특기자들이 중도 탈락하여 일. , 

반학생이 되는데 그들과 성인이 된 후 은퇴를 통해 일반 사회로 나온 사람은 선, ‘

수출신 이라는 개념 안에 속하게 된다 선수출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선수출신’ . 

이 그들 영역의 장 운동부 감독 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어느 ( )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비선수출신의 체육교사가 운동부의 풍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해당 종목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대부분 사실이지만 선수출신의 감독이나 코치가 체육교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체육교사가 운동부 부장이 아니라 더 적극적. 

으로 감독직을 맡는 것은 학교운동부 자체에서 전통적인감독이 해결할 수 없는 전

반적인 운영에 있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폭력 비리 등의 문제들로 얼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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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에도 교육 전문가인 체육교사 감독은 

전통적인 운동부 감독보다 더욱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교사는 기존. 

의 운동부 풍토와 문화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적 운영을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임성철과 원영신 은 체육교사 감독이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2012)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나타낸 바 있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감독교사 체. (

육교사 감독 가 학교장의 무관심 과 코치의 저항 속에서도 정규수업 참여) ‘ ’ ‘ ’ , 

또래 친구 학습도우미제 운영 교내행사 참여 등 주도적인노력을 하는 것은 학생선, 

수들을 본인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는 진정한 학생선수 로 변화하게 했다“ ” . 

본 연구의 참여자인 우용기와 한온유도 감독교사로서 학교운동부를 교육적인 방식

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감독교사로서 운동부를 주도적으로 운영할 .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모든 감독교사에게 .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임성철과 원영신 이 감독교사의 변화와 노력. (2012) , 

학교장과 코치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은 주도적인 교육적 운영을 하지 않거나 그럴 

수 없는 감독교사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어렵죠 그니까 운동부가 특히 단체운동부 같은 경우에는 체육교사들이 잘 안 맡. 

으려고 하죠 힘들어 하고 왜냐면 교사로서의 어떤 운동부를 실질적으로 교육적. . , 

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너무 없어요 권한이 없으니까 이미 완전히 이제 부. . 

장이라고 하잖아요 부장 감독이 아니라 부장이잖아요 그니까 감독 교사가 아니. . . 

라 이거를 정말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헤드 코치의 역할을 해야 되. 

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감독교사가 다 선수출신이에요 그 해당종목 선수출신이 . 

아니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치선생님들이 있고 코치선생님들을 컨트롤 할 . 

수 있는 헤드코치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는. .

한온유( , D-S-I-150331)

한온유가 감독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D중학교는 체육특성화중학교이다 여러 종목. 

의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으며 전교생이 다 운동부인 셈이다 그리고 운동부 감독을 . 

맡을 체육교사를 전부 선수출신으로 채용하는데 이것은 학교 차원에서 운동부의정

상적인 교육적 운영을 도모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감독교사는 선수출신으로서 . 

종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운동부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운동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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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으로 운영할 권한을 갖는다 이 같은 권한을 바탕으로 한온유는 다양한 인성. 

교육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전인적인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감독교. 

사로서 한온유가 충분한 역할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운동부는 인성교D

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체육교사 감독은 선수출신이 아니다 때문에 그들은 의욕적으로 . 

운동부 운영을 담당하기 힘들다 운동부는 상당히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문. 

화에 익숙하지 않은 감독교사가 침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감독교사 즉 체육교사 감독은 학교운동부 운영에 있어서 전통적인 감독이 할 수 ,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다 학교와 운동부 두 곳에 모두 몸담고 있는 그들은 운동부. 

를 학교라는 교육적인 공간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며 교육적 

전문성을 발휘하여 학교운동부가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 학생선수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체육교사인 감독. ,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2) 운동부와 학교의 간극

한온유 그렇죠 학교하고 동 떨어진 방식으로 약간 그게 또 쉽지 않기는 해 : . …

요 일반 학교에서 운동부를 하면서 코치선생님하고 학교하고 그게 어울. 

려서 운영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연구자 여기 중에서 많은 프로그램 하는 거를 일반학교에서는 아마 거의 없지  : D

않을까요?

한온유 그런 걸 하더라도 운동부 아이들이 참가를 못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없 : . 

으니까 대상이 전교생 모든 학생이 대상인데 일반 학생 아니면 그 시간. . 

에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참가가 힘든 거예요. 

한온유( , D-S-I-150331)

본 연구 결과 특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체육특성화 중학교가 일반 , 

중학교보다 운동부의 인성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있다는 점이었다 일반 중학교와 . 

체육특성화 중학교에는 몇 가지 큰 환경적 차이가 있는데 체육특성화 중학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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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이 운동부이며 동시에 모든 체육교사가 각 종목의 감독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 

것은 모든 체육교사는 각 종목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선수출신이라는 점이다 앞. 

서 살펴본 것처럼 감독교사의 전문성은 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운동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체육교사가 감독이라는 점은 운동부의 인성교. (

육에 있어서 체육특성화 중학교의 가장 큰 장점일지도 모른다) .

그러나 그 뿐만 아니라 운동부의 인성교육에 있어서 전교생이 운동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환경적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생이 운동부라는 것은 학교와 운. 

동부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전교생이 운동부라. , 

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학원스포츠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의 생각이

야 그 학교 선생님들은 일단 운동선수라 그러면 생각이 예전에 고정관념들을 너. , 

무 많이 갖고 계시거든 뭐 공부를 못할 것이다 말썽구러기 일 것이다 포악하다. . . . 

공부도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좀 많거든. .

박사랑( , B-C-I-140530)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운동부는 학교 안에 있지만 학교에서 분리된 매우 . 

폐쇄적인 공간이다 학생선수들은 일반학생과 다르게 교실이 아닌 합숙소에서 보통 . 

생활하며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일반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학교생, 

활을 한다 학생선수들에게 담임교사는 별로 의미 없는 경우가 많다 그들을 진짜 . . 

담당하는 교사는 바로 감독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학. 

교운동부와 일반학생을 구분하는 편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보니까 훈련이 다른 팀에서 온다 그럼 그 팀 애들한테도 물어볼 때가 있. 

어요 너네 수업은 열심히 하냐 뭐 학부모님들이 애들이 담임선생님 얼굴도 아. ~ , 

직 못 봤다 월달인데 월달인데 담임선생님 얼굴도 아직 못 봤다 이런 경우도 . 6 . 6 .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정말로 저희 때 년대 운동하던 식으로 운동하는 팀들. 90

이 아직도 많아요. 

강인내( , A-C-I-150105)

학교운동부와 학교간의 분리 혹은 간극은 학생선수를 학교의 궁극의 목적인 교육

이라는 영향권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게 되면 학교운동부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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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하지만 학교의 본질적 목적인 교육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 실제로는 학교에 ( ) 

속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 처럼 학교운동부의 비교육적 운영은 학교. 

와의 분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운동부에서 사업 같은걸 많이 따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동부를 위한 . 

게 아니라 그냥 일반 학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 

무슨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 사업을 굉장히 . 

많이 해요 생각보다 왜냐면 그런 예산들이오고 우리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 . 

다른 학교들도 다 하는데 그 안에서 운동부만 하기는 힘들 꺼에요 전교생이 있. 

는데 운동부만 따로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전교생이 다 운동부니까 그런 . . 

사업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뭐 인성교육 프로그램 어울림 . .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학생들하고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도 좀 하구요 그 다음에 . 

시청 같은데서 예산을 따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방과 후에 서예 기타, , 

독서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요 뭐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

한온유( , D-S-I-150331)

한온유가 체육교사이자 수영부 감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D중학교는 체육특성화중

학교로서 전교생이 운동부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일환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 창의와 인성을 강조하는 교육과정 시대를 맞아 교외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 

관련 사업들이 생겨났고 이 같은 사업은 보통 일반학생과 운동부의 구분 없이 전교

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서 일반 학생과는 완전히 다른 패. 

턴의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운동부 학생들은 대부분 이러한 사업으로 제공되는 프

로그램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전교생이 운동부라면 말은 달라진다 학교를 대상으로 . .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학생선수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 운동부의 교육적 운영과 더 나아가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우리나라 운동부 문화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 특징 중에 하나인 분리된 운동부와 학

교의 간극을 최대한 줄이고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구분을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 

이다 학생선수는 역시 선수이기 전에 학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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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도적 요인

그림 [ 12 학교우동부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으로는 지도자 교육 과 ‘ ’

지도자의 고용 안전 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요인은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다‘ ’ . 

소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지만 결코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지도자 교육. 

과 지도자의 고용 안전은 거시적 관점에서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코치의 코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개. 

인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지

지가 반드시 필요하기 마련이다. 

1) 지도자 교육

스포츠에는 우리 인간과 사회에 참 좋은 것이 내제되어 있다(Arlond 이옥, 1997; 

선 최의창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는 우리 생활의 큰 일부가 될 수 있, 2012; , 2012). 

었던 것이다 대학에서는 하나의 학문이 되었고 사회에서는 취미와 직업이 되었다. . 

심지어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기까지 한다 그것이 학생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 

시키는 데 있어 교육적 가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단지 스포츠를 .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교육적 효과가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의도적. 

으로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만이 스포츠는 인성교육이 될 

수 있다 역시 스포츠 교육의 성패는 가르치는 사람 즉 코치에게 달려있다. , (Camir , é

Trudel, & Forneris, 2014).

폐쇄적인 학교운동부 문화가 발달된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선수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코치의 중요성에 더욱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것은 모든 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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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도적으로 스포츠의 인성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하는 코치와 그렇지 않은 코치의 차이를 설명하

는 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노력이고 그 다음은 바로 교육 이다“ ”

(Camir , é Trudel, & Forneris, 2014).

내가 년도에 급 받았을 때 이란에 라는 강사님한테 받았는데 훈련은 2005 1 000 , 

다 비슷해 근데 우리나라지도자들이 잘 못하는 게 표현력이거든 잘했을 때 굉장. . 

히 표현을 잘 해 아주 그 말로써 표현을 외국 강사들이 잘하더라고 그니까 뭐 . . 

잘했으면 아 굿 감독님 정말 잘했어요 그런 표현을 잘한단 말이야 그게 내가 ~ ! . . 

그 분한테 느낀 게 그거야 이제 그 급이 이제 경기에 대한 모든 걸 하. 1 11:11 … 

는데 거기서 잘했을 때 그 강사님이 얘기하는 표현력이 굉장히 아주 그 표현을 

잘하시더라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외국 지도자들한테 본 거는 그런 거지 선수. . 

들한테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준다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그런 게 . 

좀 약하거든 표현력이. .

박사랑( , B-C-I-140530)

선수가 감독 코치가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씩 마음

의 문을 열고 변화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애.

박사랑( , B-C-I-150317)

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박사랑은 스킨십이나 대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관심을 1

표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가 학생선수들과 소통하고자 관심을 적. 

극적으로 표현하게 된 것은 바로 지도자교육 때문이다 박사랑이 지도자교육을 받. 

을 때 외국인 강사는 교육을 받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칭찬과 표현에 인색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운동부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은 군대 . 

교관에 가까웠다 이전까지 그런 지도자를 만나본 적이 없었던 박사랑에게 칭찬에 . 

인색하지 않고 표현을 아주 잘 하는 외국인 강사는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이다. 

외국인 강사에게 지도자교육을 받은 지 여년이 지났지만 당시 지도자교육을 통10

해 칭찬과 표현 관심에 대해 깊이 느끼게 된 박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아이들에게 , 

관심을 표현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당시 함께 지도자교육을 받았던 모든 . 

지도자들이 박사랑처럼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도자교육은 코치에게 무엇이 

옳고 중요한지에 대해 깨닫도록 실천하도록 하는 큰 힘이 있다 학교운동부에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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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선에 있는 지도자들이 중요하다 그들에게 . 

인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데에는 지도자교육만큼 효

과적인 방법도 없을 것이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공부를 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인성. 

교육이 체육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제일 많이 변한 것 같, 

아요 석사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문을 읽어보고 인문적 체육을 좀 알고 …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석사 공부하기 전부터 인문적 체육이라는 교수님 글이. 00

나 책을 읽어봤어요 이거 보고 어떤 어 좀 충격을 받았죠 아 뭔가 이래야 된. .. .. . 

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희미하게 느꼈던 거를 확실하게 글로 담아서 딱 이렇게 이

야기를 해주니까 아 이런 거구나라고 좀 많이 느꼈고 아 이렇게 가르쳐야되는구. 

나 교육은 학생을 바라볼 때 교사가 이렇게 가르쳐야하는구나 체육의 전인적인 . . 

어떤 가치는 이런 거구나를 느꼈어요 근데 여기와서 운동부를 맡아보니까 아 이. . 

게 운동부한테도 그냥 틀리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운동부도 일반학. 

생들이랑 다른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대신 할 수 . .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현실적인 방안들을 자꾸 찾는 거죠 할 수 있는 게 뭐가 . 

있을까 이렇게 그냥 작은 실천들 할 수만 있으면 뭐든 하고 싶죠. . .

한온유( , D-S-I-150331)

한온유가 학교운동부에서 인문적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에 힘쓰게 된 가장 결정적

인 계기는 공부 였다 특히 한온유는 석사과정 때 스포츠교육학을 공부하면서 ‘ ’ . 

인문적 체육교육 체육이 가지는 가치 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일반 중“ ”, “ "

학교에서 체육교사를 하면서 또 현재 , D중학교에서 운동부를 지도하면서 인성교육

을 위한 인문적 스포츠교육에 힘쓰고 있다 운동부 지도자 연수는 아니지만 대학에. 

서 학사 석사과정동안 그가 받은 교육은 그로 하여금 체육의 전인적 가치 를 추, “ "

구하게 하였고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의 기능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인

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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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확실히 재교육 갔다 온 사람은 요즘에는 재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코치 선, . 

생님들 연수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그래도 좀 배웠다고 의무적으로라도 그게 생기

고 나서는 그래도 아 이런 게 있구나 달라지려고 하긴 하더라구요 코치선생님들 . . 

보면 연수를 듣고 왔던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좀 배우고 온 티가 났어요.… 

한온유( , D-S-I-150331)

운동부 지도자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자격증만 취득하면 그만

이었던 이전과 다르게 요즘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위한 연수교육이 매우 활발하, 

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정도는 다를지라도 지도자교육은 지도자의 태도에 분명히 . 

영향을 준다(Wade & Trudel 따라서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이 더욱 활발해지, 1999). 

기 위해서 지도자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기존의 지도자 교육은 

다소 경기력 향상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다 최의창( , 2009).

지도자 교육이 체육의 전인적 가치와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면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강유미가 그. 

랬던 것처럼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대학교 역시 학교운동부 지도자 교육의 큰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운동부지도자를 위한 대학 교육이 체계화되지 . 

않은 상태이며 운동부 지도자가 될 잠재성이 지대한 대학의 학생선수들도 온전히 

교육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용석 류태호 앞으로 학교운동부의 ( , , 2014).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동부 지도자를 위한 교육의 장이 더욱 넓어지고 경, 

기력 향상을 위한 자질뿐만 아니라 인성 교육적 자질도 함양할 수 있는 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2) 지도자의 고용 안정성

이미 많은 사람들이 코칭(coaching 도 티칭) (teaching 이 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

있다 이것은 코칭 스포츠를 가르치는 일 도 교육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 ( ) . 

성교육은 교육적인 것의 구체적인 한 가지 예 일 것이다 물론 코칭은 티칭이어야 . 

한다 그러나 코치의 고용 안정성이 성적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이 같은 논의를 결. 

코 쉽지 않게 한다(Cassidy, Jones, & Potrac,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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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처우를 해주면서 지도자들한테 뭘 바라나고요 지도자들은 이런 마인드인거. 

에요 내가 얘내들을 때려가지고 성적을 못 내서 그니까 얘내들을 가리키다가 때. 

려서 짤리나 성적 못 내서 짤리나 똑같이 짤리는거예요 내가 이씨 정말 막말로 , . .. 

요번에 소년체전 메달을 따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죽도록 시켜가지고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짤리나 메달 못 따서 짤리나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짤리는거 . 

뭔가 라도 해 보고 짤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폭력이라는 게 발생하. 

게 되고 뭐 처우개선을 해주고 대우를 해줘가지고 지도자가 소중하게 여기게끔 . 

해주면 지도자가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겠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르. 

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이거 하다가 짤리면 하다못해 . pc

방 알바를 해도 이거보다 낫다 하다못해 처우가 너무 너무 처우가 열악하. ..  .. 

죠…

강인내( , A-C-I-150105)

강인내는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을 지도자의 고용 불안정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차분한 성격인 그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불안정성에 대해. 

서 언급하면서는 다소 거친 표현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의 불만이 작은 수준

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강인내의 생각에는 현재 지도자들이 그들의 직장. 

인 학교운동부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고용 불안정성 때문이“ ” 

다. 

그리고 이 같은 고용 불안정성은 전국대회 입상 등 성적에 대한 압박에서 비롯된

다 성적에 대한 압박감은 진학을 해야 하는 학생선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 

것이다 다음 해에도 계속 돈을 벌어야하는 지도자들에게도 성적에 대한 부담은 큰 .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년 내에 소년체전에서 실적이 없는 경우 계. 3

약 해지 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교육청에다가도 이제 . . , 

얘기를 하죠 뭐 우리 지역 내 선수가 없는데 그러면 일반 학생들 뽑아서 해라. . 

일반학생들 뽑아가지고 해서 성적이 나냐 이거죠 성적이 안 난다 그러면 년 내. . 3

에 성적이 없으면은 계약 해지 그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보면은 말도 안 되. 

는 경우가 많아요 . …

강인내( , A-C-I-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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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해당 시도 교육청과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 사항들 중에 

년 내에 소년체전에서 실적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 와 같이 성적에 따라 고용 “3 ”

상태가 영향을 받게 되는 조항들이 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팀이 소년체전에서 .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계약 조건은 스스로와 가족의 생계

를 책임져야 하는 지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불 보듯 뻔한 얘기지만 고용 안정성은 직원의 직무 수행에 큰 영향을 끼친다 박(

노윤 직원이 느끼는 고용 안정성에 따라서 직업을 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 2010).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성적에 대한 압박감으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느끼는 고. 

용 불안정성은 그가 수행하는 직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영향을 주게 된다 성적을 . 

내서 고용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가 본래 추구해야할 직무 가치를 희석

시키고 직업의식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코치이자 곧 교. 

육자이다(Jones 그러나 그가 느끼는 고용 불안정성은 교육활동을 하지 않도, 2006). 

록 만들고 더욱이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본문에 담진 않았지만 강인내는 구체적인 월급까지 언급해가면서 학교운동부 지

도자의 처우가 좋지 않고 고용이 불안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그가 받는 .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계약 조항에 년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한다, 3

는 내용을 서면 상 확인하지 않았지만 직업과 직무에 대한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직장 현장의 실제 상황에 따른 고용 안정성이 아니라 직원이 직접 느끼

고 체감하는 고용 안정성이이기 때문에(Klandermans & van Vuuren 그의 불, 1999), 

만은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같은 경우 최대 라이벌이 서울이니까 서울이랑 이젠 메달 메달 을 “ ”. “ "…

따야된다 지면 안된다 좀 심하죠 부담감이. . . .…

강인내( , A-C-I-150105)

강인내의 운동부는 매 년 꾸준하게 전국대회에서 입상하고 있는 우승 단골 팀이

다 하지만 전국대회 입상 성적이 교육적 운영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입상 성적에 . . 

대한 끝없는 부담은 확실히 그가 훈련과 성적 위주의 운동부 운영을 양보하지 못하

게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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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팀 내 군기는 아마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다른 팀들이 항상 중학교 봐. 00 ! 

이런 소리하고 전지훈련 오면 애들 생활이나 운동 군기나 이런 거는 되게 좀 잘 , 

잡혀있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율적으로 해서는 안 되더라. 

고요. 

강인내( , A-C-I-150105)

현장에 자료 수집을 하러 다니는 동안 A중학교 숙소에서 강인내를 비롯한 학생선

수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운동 모습을 관찰하기도 했다 강인내의 말대로 . A중학교 

운동부는 군기가 매우 잘 잡혀있었다 인상적인 면이 많았는데 길게 늘어진 한 상. , 

에서 지도자와 학생선수들이 함께하는 점심 식사시간이었다 식사시간 동안 명이 . 10

조금 넘는 아이들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감독님이나 코치님이 종종 묻. 

는 질문에 짧게 대답만 할 뿐이었다 운동시간에는 군기가 더욱 대단했다 나는 운. . 

동시간에 학생들이 웃는 모습을 단 한순간도 보지 못했고 학생선수들은 실수만 하

면 불호령이 떨어질까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다.

군기 잡힌 팀 운영에 자부심이 있지만 강인내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 “

르겠다 고 말한다 강인내 본인도 이러한 운영이 사실은 아직 중학생밖에 되지 않.” . 

은 아이들에게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부 . 

지도자 입장에서는 어떡하겠는가 자율적으로 해서는 안되 는 것을, “ ” .

비교적 젊은 나이의 강인내는 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저녁시간에 학생선수들을 1

학교 도서관에 가도록 하고 되도록 주기적으로 학생선수들과 문화체험을 하려고 , 

노력하는 등 성적 이외에도 아이들 개개인의 인성이나 인격 발달을 중요하게 여기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인내가 흡사 군대와 같이 군기 잡힌 운동부 생활문. 

화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성적에 대한 압박감에 그가 느끼는 고용 불안정성 때문

일 것이다.

우리가 또 그런 것들 인성교육의 중요성 을 강습회를 통해서 그렇게 자꾸 배우( )…

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를 하다보면 이겨야 되니까 강하게만 한단 말이야 이기기 . 

위해서는 강하게 해야 되거든 이제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자꾸 반영. 

이 안 되지.

박사랑( , B-C-I-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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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현상에 대해서 박사랑도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인성교육에 . 

대한 강조와 실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실천하는 그 역시 성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도자들이 이기기 위해서 강하게 하게 되고 결국 지도자들의 코칭에 “ ”

인성교육에 대한 생각들이반영이 안된 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 .

지나친 경쟁은 비단 학교운동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학교 문화를 지배. 

하고 있는 입시 위주의 경쟁 체제는 이미 참된 교육의 발생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치열하게 경쟁하는 이유도 대부분은 결국 더 나은 고용을 

위해서이다 짧게는 년 길게는 년도 더 먼 미래의 고용을 위해서 벌써부터 치열. 5 , 10

하게 경쟁하는 것이다 하물며 당장 나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현재의 고. 

용을 유지해야 하는 성인들에게 고용 안정을 위협하는 경쟁 체제는 올바른 직업의

식의 발현을 매우 어렵게 한다.

학교운동부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이미 드러났고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

두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성교육의 노력. . 

들이 현장에서 실천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인성교육의 주체인 지도자의 고용 안정

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3.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앞서 연구 결과 번과 번에서는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방1 2

법과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학교운동. 

부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실천 방법에는 형식적 인성교육과 비형식적 인

성교육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형식적 인성교육에는 인문적 활동과 인성교육 프로그

램이 비형식적 인성교육에는 상담과 소통 선수중심 코칭 스포츠맨십이 있었다 서, , , . 

론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현재 학교운동부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다양한 노력들

은 소극적 수준 부정적 요소를 감하는 정도 에 불과하고 현장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 )

하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현장에서 도출해낸 다섯 . 

가지 인성교육의 방법을 잘 다듬어 발전시킨다면 학교운동부에 적합한 인성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운동부에서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개인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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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구조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개인적 요인에는 , , . 

지도자의 코칭철학 과 지도자의 선수 경험 구조적 요인에는 감독교사의 역할‘ ' ' ', ' '

과 운동부와 학교의 간극 제도적 요인에는 지도자 교육 과 지도자의 고용 안전' ', ' ' ' '

이 있었다 이 같은 세 가지 차원의 요인들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학교운. 

동부에서의 인성교육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여섯 가, . 

지의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요인들끼리도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요인이 균형 있게 순기능을 해야 만이 학

교운동부에서의 인성교육이 증진되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세 가지 . 

차원의 요인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순기능을 하도록 돕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 [ 13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이어서 살펴볼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은 앞서 살펴본 학교운동부에

서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인이 모두 긍정적으로 순기능을 하도록 

돕는 방안이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지도자들이 선수시절 배운 대로 가르치게 되는 경험적 

코칭을 극복하고 발전된 코칭철학을 세울 수 있는 방안으로 schoen 의 이론이 (1983)

기반이 되는 반성적 실천“ (reflective practice 과 실천공동체)” " (commun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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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것이다 두 번째로 구조적 차원에서는 감독교사가 )" . 

학교와 운동부의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이미 고용된 체육교사 중에

서 임의로 한 명에게 운동부의 감독교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질과 적성을 고려

하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감독교사를 고용 하는 것과 운동부를 학교와 별개로 운“ ”

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물론이고 학교 수준의 고육과정을 기"

반으로 운동부를 운영 할 것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차원에서는 지” . 

도자 교육의 효과를 증진하기 위해 기존의 지도자 교육이 기능적 자질 교육에 치우

쳐있다는 반성으로 인성적 자질 교육하기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도자 교육“ ”

을 제시하고 성적 위주의 코치 고용이 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 

이것이 비교육적 운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고용안정성 확보하“

기 를 제시할 것이다 다음 표 는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의 현상과 내용을 정리” . [ 15]

한 것이다.

구 분 현 상 내 용

개인적 차원

의 노력

실천공동체 참여하기

경험적 코칭을 극복하고 더 나은 코칭 철학을 갖

기 위해 지도자들 서로의 열정과 관심을 공유하고 

더 나은 코칭을 위해 학습하는 실천공동체에 참여 

반성적 코칭하기

기능적 측면의 코칭뿐만 아니라 인성적 측면의 코

칭까지도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코칭에 대한 반성 혹은 성찰

구조적 차원

의 노력

전문성 기반 감독교사 고용하기

학교운동부의 환경과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

고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감독교사의 의도적 선발

교육과정 기반 운동부 운영하기

학교운동부가 학교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

육의 당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수준 혹은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

제도적 차원

의 노력

인성적 자질 교육하기

스포츠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성적 측면까

지 지도할 수 있도록 형식적 지도자 교육(formal) 

에서 인성 중심의 교육

교용 안정성 확보하기

학교운동부의 전국대회 입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선수의 온전한 발달과 교육을 중점으로 고려

하는 코치 고용

표 [ 15 중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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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적 차원의 노력

그림 [ 14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중에서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지도자들이 

선수시절 배운 대로 가르치게 되는 경험적 코칭을 극복할 수 있는 코칭철학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지도자가 그저 경험에만 의존하는 지도를 벗어나서 . 

코치로서 교육자로서 더욱 교육적인 코칭 철학과 발전된 코칭 방법을 습득하기 위, 

해서는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적이다. Werthner와 Trudel 은 코치가 코칭을 어떻(2006)

게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중재된 학습 상황 은 대학에서의 예비 코치 교육이나 (mediated learning situation)

협회에서의 재교육과 같이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와 같은 학습 내용이 이미 , 

정해져 있는 학습 상황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대부분 중. 

재된 학습 상황에서의 학습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재되지 않은 학습 상황(unmediated learning situation 은 배워야 할 내용이나 방법)

이 정해져 있지 않고 코치가 직접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결정하는 학습 상황이다, . 

예를 들어 코치는 궁금한 것에 대해 동료 코치와 논의를 나눌 수 있고 책이나 인, 

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도 있다 중재되지 않은 학습 상황에서 코치는 자신에게 필. 

요한 필요하며 꼭 배워야 하는 것들을 학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재적 학습 상황(internal learning situation 은 외부로부터 새로운 학습 )

내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 학습하는 상황을 말한다 코. 

칭 일지를 쓰거나 잠시 멈추고 지금 나의 지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등의 학습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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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재적 학습 상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코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학습 상. 

황을 통해 코치로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학습을 이어나가야만 한다 그래야만 . 

그저 경험에 의존한 지도방식을 탈피하고 더욱 교육적인 코칭철학을 습득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림 [ 15 코치의 학습상황] (Wertnher & Trudel, 2006)

 

세 가지 학습상황 중에서 본 항에서는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의 개 

인적 차원으로서 중재되지 않은 학습 상황 과 내재적 학습 상황 에 대해서 ‘ ’ ‘ ’

살펴볼 것이다 중재되지 않은 학습 상황으로는 코치 학습 공동체. ‘ (coaches’ 

communities of practice)’(Culver & Trudel 를 살펴보고 내적인 학습 상황으로, 2006) , 

는 반성적 코칭’ (reflective coaching)’(Gilbert & Trudel 에 대해서 탐색해 볼 , 2006)

것이다. 

1) 실천공동체에 참여하기

학생선수들의 성장에 관여하는 교육자로서 학교운동부 지도자가(Jones 그저 , 2006) 

경험에 의존한 지도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코칭 철학과 방법을 더욱 교육적으로 발

전시키려면 반드시 꾸준한 학습이 필요하다 현재에 안주하여 더 이상 전문성의 발. 

전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머지않아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물론 . 



- 92 -

지도자 자격 교육이나 재교육이 존재하지만 이 같은 중재된 학습 상황은 매우 복잡

하고 혼란스러운 코칭이라는 맥락을 완전히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Cushion, 

Armour & Jones 반면에 중재되지 않은 학습 상황으로서 코치의 실천공동, 2003). ‘

체(Coaches’ Communities of Practice)’(Culver & Trudel 는 코칭의 현장에서 , 2006)

예측 불허의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들을 학습할 수 있는 매우 좋은 학습 

상황이 될 수 있다.

실천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란 그들이 행하는 무엇인가의 열정과 관심을 ) “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지 규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Wegner 이와 같은 실천공동체는 영역, 2011).” ‘

(domain 공동체)’, ‘ (community 실천)’, ‘ (practice 라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

다 다양한 방식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모두 실천공동체는 아니다 어떤 . . 

모임이 실천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같은 관심 영역을 가져야 한다 그. 

리고 모두 그 관심 영역에 헌신하고 있어야 하며 공동체 밖의 사람과 구별할 수 있

는 그 영역에 대한 어떠한 능력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영. 

역을 서로 공유하고 있더라도 그 모임에 서로간의 상호작용이 없다면 그 모임은 공

동체(community 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전부 ) . 

다 실천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천공동체에는 반드시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 

필요하다 상호작용은 공동체. (community 에 필수 조건인 것이다 또한 실천공동체의 ) . 

구성원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실천(practice 을 하고 있어야 한다 서로 공유할 수 ) . 

있는 경험 이야기 사건과 같은 실천의 내용들은 구성원 서로에게 큰 학습의 자료, , 

가 된다 위의 세 가지 특징 세 가지 요소 가 잘 조합된다면 그것이 바로 실천공동. , 

체이다(Wenger, 2011).

Culver와 Trudel 가 말했던 것처럼 팀이나 클럽을 떠나서 코치들이 실천공통(2006)

체를 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학교운동부의 맥락에서도 마찬가. 

지인데 학교운동부도 엘리트 스포츠처럼 각 팀의 지배적인 목적이 대부분 승리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경쟁 승리를 추구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 , . 

승리라는 목적이 학생선수의 성장이나 페어플레이와 같은 다른 목적을 무색하게 할 

때 발생한다 승리라는 목적에 매몰되어 버리면 다른 팀의 코치는 모두 적으로 여. 

겨질 수밖에 없다(Gilbert & Trude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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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6 실천공동체의 세 가지 요소] 

그러나 연구자는 학교운동부나 클럽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학교운동부 코치들이 모인 실천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았다 명의 친구들은 모두 . 5

초 중학교 운동부나 클럽에서 코치직을 맡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는 거의 대부분 ·

코칭이나 각자의 운동부에 대한 이야기였다 한 친구는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코치. 

를 하다가 얼마 전부터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지도

자 자격 연수에서 그 기간 동안 함께 지냈던 중학교 코치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배

웠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연수 교육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다는 이야기는 하지 . 

않았다 물론 연수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겠지만 . Wegner 가 말한 (2011)

것처럼 동료들과의 점심식사에서 나누는 대화는 때때로 대단한 학습의 과정이다.

이와 같은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발전시킨다면 엘리트 스포츠에서 코치들

의 실천공동체는 가능할지도 모른다 코치들의 실천공동체라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 

위해서는 먼저 코치교육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코치교육자들은 중재된 . 

학습상황에서 실천공동체를 소개하고 권유하거나 직접 구성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실천공동체가 스스로 기능을 잘 할 수 있을 때 까지 옳은 방향으로 잘 ,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의 선장과 같은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코치들의 실천공동체는 매우 복잡하고 급변하는 학교운동부의 현장에서 코치들이 

그저 경험에만 의존한 코칭을 벗어나 계속해서 발전하는 코칭 지식과 기술을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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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이 승리와 경험에만 매몰되어 있던 지도. 

자들로 하여금 학생의 인간적인 성장을 비롯한 코칭의 다른 목적들에 대해 인식하

게 해준다면 그들이 더 나은 코칭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하게 된다면 학교운동부, 

는 인성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반성적 코칭하기

연구 결과 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코치는 교사처럼 견습 관찰2 (apprenticeship 

of observation 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코치들은 배운대로 ) . 

가르치기 십상이며 연구 참여자 박사랑과의 면담 내용처럼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학

생선수들을 보다 부드럽게 대하지 못하고 딱딱한 상하관계로 대하는 경향이 많은 

이유도 현재 지도자들이 학생선수 시절에 상하관계를 허물고 부드럽게 대해주던 지

도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조금 딱딱하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우질 못했으. …

니가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했던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

박사랑( , B-C-I-150317)

강인내가 체육관 바닥을 본인이 직접 닦는 것 또한 견습 관찰에 영향을 받은 것

이지만 학습자로서의 경험에서 나온 행동은 옳은 것에 대한 선택이라기보다 대부분 

직관이나 모방에 가깝다(Lortie 코치교육은 교사교육처럼 시간이 길거나 체계, 1975). 

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코치는 교사보다도 겸험에 의존해서 교육을 실천할 가능성이 

크다 교사는 물론이고 코치 또한 견습 관찰의 영향에서 벗어나 배운 대로 가르치. 

지 않고 더 나은 방식으로 점점 더 옳은 것을 쫒아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하나의 . 

신념이 되어버린 가르치는 방식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Grossman, 1991).

지도자가 기존의 견습 관찰의 영향을 뛰어넘어 가르치는 지식을 새롭게 형성하고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성적 실천(reflective practice 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

다 반성적 실천은 . Schoen 이 (1983) Dewey 의 경험학습이론을 실천 영역에 처음 (1938)

적용하면서부터 전문직 혹은 직업의 영역에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반성적 실천의 . 

이론적인 배경은 어떤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지식이나 기술은 현장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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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경험하면서 습득할 수 있으며 강의실에서의 수업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다 예를 들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자 예비교사는 교사교육의 과정에서 . . 

체계적인 교과 지식 등 다양한 이론에 대해서 배우지만 실제로 교사가 일하는 학교 

현장은 절대 체계적이지 않다 수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현장은 매우 복잡하고 . 

역동적이다 교사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인 학교 현장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교육. 

이라는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의실 수업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

다 그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경험 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만 하는 것. 

이다 예비교사 교육 과정이 항상 현장 실습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 

유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의 경험에 노출된다고 해서 저절로 학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매. 

우 복잡한 현장에서 모종의 전문성을 습득하는 과정은 결코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이

지 않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역동적인 직업 현장에 들어선 사람은 전문성을 갖추기 . 

위해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Miles & Stafford 이 같은 관점에, 2011). 

서 Schoen 은 누군가 매우 복잡한 현장에서 직무가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1983)

해하거나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반성적 사고 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반성적 사고의 과정으‘ ’ . 

로서 반성적 실천 이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 . 

코칭의 영역에서도 반성적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 코칭의 현장은 티칭의 현장과 . 

유사할 뿐만 아니라 교실보다 운동장은 훨씬 더 역동적이며 변수가 많은 곳이다. 

또한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코치는 학생선수에게 때로는 부모로서 때로는 상담가로, 

서의 역할까지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코칭이라는 직무에 대한 .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반성적 실천 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계‘ ’ . 

속해서 변하는 코칭의 현장에 따라서 계속해서 코칭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만이 코치는 견습 관찰에 매몰된 경험적 코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Gilbert와 Trudel 은 코칭 맥락에 반성적 실천 을 적용하였다 코치가 코칭(1999) ‘ ’ . 

의 기술과 지식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한 것이다. Gilbert와 Trudel 은 코칭의 맥락에서 반성적 실천의 종류를 그 시기(2006)

에 따라 “reflection-in-action”, “reflection–on-action 그리고 ” “retrospective 

reflection-on-action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 reflection-in-action은 어떠한 행동을 하

면서 동시에 실천하는 반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축구 코치는 수비 전술훈련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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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가르치는 중에 반성적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적 실천은 지금 하. 

고 있는 수행에 대한 결과까지도 바꿔 놓을 수 있다.

reflection-on-action은 마찬가지로 어떠한 활동 중에 하는 반성적 실천이지만 행동

을 하면서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장면이 끝나거나 한 부분이 끝나면 그 다음 

장면이나 부분 사이에 하는 반성적 실천을 말한다 축구 코치는 수비 전술훈련이 . 

끝나고 공격 전술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반성적 실천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반성적 . 

실천은 내가 방금 했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다 그리고 곧바로 . 

이어지는 다음 활동에 영향을 준다.

마지막으로 retrospective reflection-on-action은 어떤 활동으로부터 완전히 밖에서 

하는 반성적 실천이다 다시 축구 코치를 예로 들면 오늘 훈련이 완전히 종료된 후. 

에 오늘 훈련에 있었던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반성적 실천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러한 반성적 실천은 지나간 훈련의 결과는 바꿔놓을 수 없지만 다음 훈련의 결과는 

바꿔 놓을 수 있다.

반성적 실천이 코치로 하여금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갖게 

함으로써 그저 경험에 의존한 코칭을 극복하게 해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인성교육

을 도모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반성적 실천이 코치의 경험적 코칭을 극복하는 것. 

을 넘어서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인성교육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반성적 

실천의 내용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코치는 학생의 기능 발달 측면에서의 반성뿐만 아니라 인성 발달 측면에서도 반

성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금 나의 코칭이 방금 나의 코칭이 오늘 나의 코칭이 . , , 

과연 학생선수의 인성 발달에 인간으로서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꾸준히 , 

반성하고 앞으로 나의 코칭이 학생선수의 인성 발달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간다면 코치는 훌륭한 인성교육자가 되고 코치의 

코칭은 학생선수의 기능뿐만 아니라 인성까지도 발달시켜주는 교육적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코칭의 인성교육적 측면을 위한 반성적 코칭의 화대된 영역을 나타내면 . 

다음 표 과 같다[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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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내용 
reflection-in-action reflection-on-action

retrospective
reflection-on-action

기능 코칭

인성 코칭

표 [ 16 반성적 코칭의 내용과 시기 ] 

나. 구조적 차원의 노력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현장의 맥락을 고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위선양으로 시작된 엘리트 선수 양성이 낳은 현재 학교운동. 

부라는 장소와 문화는 다소 특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운동부. 

는 물리적으로나 개념적으로 학교에 종속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빠른 시간에 . 

국위선양을 해야 했던 정부는 학생선수들에게 오로지 운동에만 전념하도록 했고 덕

분에 우리나라 선수들의 운동 기량은 짧은 시간동안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선수들을 운동에만 전념하게 하는 것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운동. 

에 몰두하는 만큼 기량은 향상 되었지만 학교와는 멀어졌던 것이다.

그림 [ 17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차원의 노력] 

 



- 98 -

학생선수들이 점점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등 학교운동부는 교육과정에 근거한 , 

학교와는 별게로 운영되어졌다 이 같은 학교운동부의 태생적 특성이 지금까지 이. 

어져온 것이다 학교운동부는 분명히 학교라는 교육기관에 종속된 조직이다 또한 . . 

학생선수도 역시 학생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학교운동부는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한 . 

조직으로서 교육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당위를 지니며 국가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운동부의 또 다른 구조적 특징이 있다면 많은 학교에서 체육 교사 , 

중 한 명이 운동부의 감독직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연구자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처. 

음에는 체육교사 중 한 분이 운동부 감독을 맡았다 종목마다 학교마다 운동부 전. , 

임 감독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교사 중 한 명이 운동부 감독을 맡는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장 단점을 가지고 있다 후자의 경우 운동부 감독을 교사가 . . ․

맡기 때문에 학생선수들의 교육적인 면에 더욱 신경을 많이 써 줄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지만 실제로 감독교사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일단 체육교사에게 운동부 감독이라는 자리는 학교에서 수행해야 하는 수많은 업

무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부 감독을 맡은 교사는 운동부를 전념. 

하여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또한 운동부라는 폐쇄적인 문화에서 비 선수출. 

신의 학교 교사를 그들의 우두머리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연구. 

자의 고등학교 감독교사도 그랬다 당시 학생선수들은 감독교사를 소위 쌩짜 라. “ ”

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는데 축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학. 

교운동부가 교육적으로 운영되며 인성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 감독교사는 매우 중

요한 곳에 위치한 인물이다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감독교사이다 임성철 원영신( , , 2012). 

이 처럼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학교운동부만이 가

지고 있는 구조적인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항 에서는 학교운동부의 구. 

조적인 차원에서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을 탐색해 볼 것이다.  

1) 전문성 기반 감독교사 고용하기

우리나라 학교운동부의 특징적인 맥락중 하나는 두 가지 종류의 학교운동부 감독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학교 밖에서 전임 감독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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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체육교사 중 한 명이 학교운동부의 감독직을 맡는 경우다 이 중에 좀 더 . 

맥락적 특이성을 갖는 것은 체육교사 운동부 감독이다 체육교사가 학교운동부의 . 

감독을 수행하는 것은 양날의 검처럼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곧 단점이 되기

도 한다.

체육교사가 운동부 감독을 수행한다면 아무래도 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더욱 신

경 쓸 수 있을 것이다 운동부가 학교로부터 도태되지 않도록 꾸준히 감시 감독 할 . -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체육교사 운동부 감독 감독교사 이 그와 같은 역할을 . ( )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교 선생님들이 감독을 하라그러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전공도 아닌데 뭘 알아야

지 하죠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학교 전임지도자 감독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 .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는 인정을 안하고 반대로 체육회에서는 학교 선생님을 감독

을 인정을 안하고 근데 또 막상 체육선생님을 감독 하라는데 체육 선생님은 하… 

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를 뭐하러 자기가 이거 한다고 해서 월급을 더 받는 것도 . . 

아닌데 고생을 하냐 이런 마인드에요 그리고 문제는 할 사람도 없어요. …

강인내( , A-C-I-150105)

강인내의 말투를 보면 체육교사가 감독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는 강인내의 반응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자가 . . 

고등학생 시절에 체육선생님 한 분이 운동부 감독을 맡았었기 때문이다.

당시 감독교사는 대한축구협회에서 발급하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에 대

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에서 팀 벤치에 앉을 수 없었다 그 감독교사는 가끔. 

씩 운동장에 나와서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는데 보통 의자에 앉아서 조는 바

람에 우리들의 웃음거리가 되곤 했다 강인내의 면담에서 들어나는 것처럼 당시 연. 

구자를 포함한 학생선수들도 체육교사인 감독교사를 무시하곤 했다 매우 좋지 못. 

한 관습이지만 우리도 감독님의 별명을 지어서 쌩짜 라고 불렀다 이 말은 어떤 " " . 

것에 대해 매우 어수룩하고 잘 모른다는 의미이다 당시 연구자와 동료 학생선수들. 

이 생각하기에 선수출신도 아니고 지도자 자격증도 없는 감독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체육선생님에 불과했던 것이다 감독교사가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관여. 

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학교운동부의 폐쇄성은 감독교사가 그들의 . 

문화로 진입하도록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 임성철 원영신( ,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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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교사에게 학교운동부 감독직은 피로도가 높은 하나의 학교 업무이다 강인내. 

의 말처럼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과중한 업무와 책임을 떠맡게 된다 그“ ” . 

리고 대부분의 경우 감독교사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그 직무를 맡게 된다 진입 . 

장벽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해당 종목에 대한 전문성과 학교운동부 문화에 대한 이해

가 부족한 체육교사에게 학교운동부 감독직은 매우 부담스러운 업무일 수밖에 없

다 물론 운동부에 따라 체육교사에게 감독직 제의가 반가울 수도 있다 학교운동부. . 

가 대회에서 입상을 하게 되면 감독교사는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임성철 원영신( , , 2012).

사실 지금 학교 운동부의 전국에 문제는 전임 코치라고 하는 그 전문 코치 그 . 

운동부 코치가 운동만 가르치는데 나타나는 문제가 많아요 운동만 가르치는 거에. 

요 운동만 잘할수 있는 방법만 가르치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 힘든거에요 다른 . . .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안 깔려있는거죠.

한온유( , D-S-I-150331)

우리나라 학교운동부의 맥락적 특이상 이렇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 감독교사지만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감독교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만 한

다 사범대학에서 예비교사 교육을 받고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감독교사는 아무래. 

도 전임감독 보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고 학생선수들의 , 

인성교육에 더욱 민감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교사가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매

우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현재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체육교, 

사가 운동부 감독으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도움이 반드

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피로도 높은 한 가지 업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승진에 필요

한 점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던 체육교사의 학교운동부 감독직에 교육적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를 의도

적으로 고용하고 그 자리에 위치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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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같은 경우에 감독교사가 다 선수출신이에요 그 해당종목 선수출신이 아니면 .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치선생님들이 있고 코치선생님들을 컨트롤 할 수 있. 

는 헤드코치 역할을 하는 거죠 개교 하면서 학교운동부를 만들 껀데 수영을 한 . 

체육교사가 없는거예요 다른 운동부는 많은데 수영은 이렇게 없더라고요 일반학. . 

교에 있을 때 저는 하나로수업 연구회에 처음 때부터 있었고 중학교 체육수업에

서 하나로수업 하는 거에 대해서 석사논문을 썼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배. 

운 인성교육 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는 데서 발휘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기 운동부가 있는 학교로 온 거에요 많이 주변에서 반대는 했었는데 힘. 

들기도 하고 다른 방식으로 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거니까 그렇지만 학교 운동… 

부의 흐름을 내가 이끌어 갈 수 있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한온유( , D-S-I-150331)

한온유가 근무하는 체육특성화 중학교는 의도적으로 감독교사를 고용하는 예외적

인 학교다 한온유는 대학원과 학습공동체에서 공부했던 것들을 자신의 선수 경험. 

을 살려 운동부 현장에서 발휘해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의 학교로 가게 되었다고 한

다 한온유가 이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 D중학교가 수영부 감독을 담당시

키기 위해서 선수 출신의 체육교사를 의도적으로 고용했기 때문이다 운동부를 위. 

해 모든 중학교가 반드시 선수 출신의 체육교사를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학교가 운동부의 교육적 운영과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역할

을 담당해줄 적임자를 의도적으로 고용한다면 한온유와 같은 운동부 감독에 적합한 

체육교사가 본인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곳 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 ”

다 그리고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다. . 

2) 교육과정 기반 운동부 운영하기

본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 하나는 연구 결과 번에서 드러난 것처럼 일반 학교에2

서보다 체육특성화 학교에서 운동부의 인성교육이 훨씬 더 활발하다는 것이다 학. 

교운동부가 지나치게 훈련에만 치중하는 것이 문제인데 운동부가 많고 학교 내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체육특성화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운동부로부터 나

타나는 문제들이 더욱 적나라할 것 같지만 현장은 그러지 않았다.

체육특성화 학교인 D중학교의 학교운동부는 인성교육이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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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물론 모든 체육특성화 학교가 이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 D중학교 운

동부의 인성교육이 활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은 바로 운동부가 교육과정 내에서 운

영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학교의 운동부가 교육과정의 영향권 밖에 있고 대부. 

분 학교와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점이다. 

한온유 운동부는 대부분 오전엔 교과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운동을 하는 형식으 : 

로 많이 흘러가요 그게 교시를 하느냐 교시를 하느냐의 차이지 그. 4 5,6

치만 운동을 하셨겠지만 축구부 같은 경우에는 오전수업만 하고 오후에

는 운동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수업받고 교시까? 5

지만 딱 수업받고 수업을 하고 육교시부터 교과수업이지만 그게 운동부 

시간이거든요. 

연구자 그게 정식 교육과정이 그렇게: .

한온유 네 교육과정이 그렇게 짜여있는거에요 전문선택교과라고 그럼 그 전문 : . . 

선택이 자기 운동부 육상부는 육상부가서 운동하고 수영부는 수영부가서 .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사실은 저희 수업인거죠 그게. .

한온유( , D-S-I-150331)

일반 학교에 있는 운동부는 보통 오전수업만 하고 아니면 아예 수업에 들어가지 (

않거나 오후에는 운동을 한다 년 주말리그제가 시행된 이후 학생선수가 정규 ) . 2008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에 따른 엄연한 불법에 해당되

지만 많은 학교에서 여전히 운동부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D중학교는 체육

특성화 학교이기 때문에 전교생이 운동부이다. D중학교의 운동부도 오후에는 항상 

훈련을 한다 그러나 교시 이후에 항상 있는 훈련시간은 각 종목의 교과수업으로 . 5

정식 교육과정에 속해있는 수업시간이다 어차피 오후에 운동하는 것은 똑같다고 . 

할 수 있겠지만 운동부가 철저히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된다는 것은 단순히 합법적

으로 적은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운동부의 교육과정 내 운영은 학생선수를 선수이기 전에 학생으로 여길 수 있도

록 해준다 학생선수가 다른 일반 학생들과 다르게 예외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보다 . 

학교에서 제시하는 교칙과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적 당위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 103 -

대부분의 운동부 학생선수들은 수학여행이나 학교 축제 같은 큰 행사에 잘 참여하

지 않는다 그들은 언제나 교내 행사에서 열외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 

운동부가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된다면 교내 행사에 반드시 참여하게 되고 학생선수

가 선수이기 전에 학생으로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은 학생선수에게 더욱 교육적인 

영향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교운동부가 지금처럼 학교와 분리되어 .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에 속하여 운영된다면 무시당하던 

감독교사가 운동부를 운영하는 데에도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연구 결과 번 학교운동부에서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나타난 것2 , 

처럼 한온유가 감독교사로서 적극적으로 운동부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운동부가 항상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교육적 

당위가 분명하고 감독교사의 권한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이어져온 관행을 한 순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 

본질은 교육이기 때문에 운동부의 대회 입상을 통해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욕심보다 운동부도 학교에 속한 조직이며 학생선수도 선수이기 전에 학생이라는 명

분은 당연한 것이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그러한 명분이 바로 서있지 못하다면 그.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학교운동부는 학교 내에 존재하는 작은 단위의 교육조직이다. . 

그리고 학생선수는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이다 학교는 학교운동부의 대회 입상보다 . 

인간으로서의 성장에 더욱 관심 가져야 한다 학교 안에 있지만 학교와 전혀 상과 . 

없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동부를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되도록 구조, 

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학교운동부 인성교육 활성화에 큰 바탕이 되어줄 것이다.

다. 제도적 차원의 노력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감독 코치를 , 

비롯한 학교 내부 구성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은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 구조가 지원해주지 . . 

않는다면 개인의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학교운동부에서도 마찬가지 이. 

다 연구 결과 번에서도 나타났듯이 제도적 요인 즉 학교운동부를 둘러싸고 있는 . 2 , 

사회 제도는 학교 운동부의 인성교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 104 -

그림 [ 18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조적 차원의 노력] 

최근 년 사이에는 학교운동부에 관해서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는데10 , 2000

년 이후 장희진 파문 사건을 필두로 하여 학교운동부에 관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학교우동부의 비교육적 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노

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말리그제가 도입되. 

면서 학기 중 전국대회 출전이 제한되었고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선수들이 ( , 2009b), 

학교운동부라는 폐쇄된 울타리 안에 고립되지 않도록 상시 합숙훈련이 금지되었다.

생활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없어서 힘들다 힘들다 계속 언론에 퍼뜨리니까 지. . 

어주더라고요 여기서 또 안 맞는 게 초등학교 중학교는 아까 합숙 금지라고 그. 

랬잖아요 그런데 숙소를 지어줬어요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 . . 

면 되게 모순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합숙 금지인데 숙소를 지어줬다 참. . . .. … 

초등학교 중학교는 합숙이 금지에요 아세요 법을 애매 하게 정해놨어요 인. ? ~ . … 

제 합숙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보세요 이제 지역 내 애들 가지고 운영하라는 거. 

죠 근데 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걔네가 올 해 전국대회 . 00 00 . 4

개를 우승했어요 애들이 엄청 훌륭한 애들이죠 근데 시 내에 중학교 팀이 없. . 00

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배구선수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 . 

때문에 부모님이고 직장이고 집이고 다 이사를 해가지고 운동을 시키라는 얘긴가

요 그게 매년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런 애들 자. . . 

체가 원서를 못 써요 타지에다가 중학교 입학 원서를 쓸 수 없어요 반대로 법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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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긴 게 고등학교 갈 때는 원서를 써서 가요 여기서 수원이든 성남이든 특기자 . 

원서를 써서 가요 같은 지역 경기도 내에서는 원서를 써서 가는데 초등학교에서 . 

중학교 올라올 때는 그거를 못 써요 그니까 한마디로 팀을 운영할꺼면 불법을 . 

저지르란 소리에요 법 자체가 그래요 재내들은 운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고. . . 

강인내( , A-C-I-150105)

그러나 강인내의 면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같은 제도적인 방안들은 실효성

이 낮을 뿐만 아니라(손석정 외 현장에서의 납득을 사지 못하고 있다 현장을 , 2013) . 

많이 이해하고 고려하면서 지도자나 학생 부모들과 많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제도, , 

가 만들어져야 만이 그 제도가 순기능을 할 수 있고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

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현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선 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이 없는 법은 또 다른 편법

을 만들어낼 뿐이다 사실 본 연구도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위한 이 같은 제. 

도적인 노력들이 실효성이 낮고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오히려 불만과 불평만을 사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학교운동부 인성교육 활성화 방. 

안을 현장 밖이 아니라 현장 안에서 찾아내보기로 결심하고 현장을 보고 듣게 된 

것이다.

이제는 현장을 고려하고 이해한 제도들이 만들어져서 일선 지도자들이 열심히 인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현장에서의 인성교. 

육 실천 방법이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이 앞으로 다양한 학교운동부 

정책 수립과 변화에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번 항에서는 연구문제 번 학교운동부에서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 

중에서 제도적 요인으로 도출되었던 두 가지 지도자 교육 과 지도자의 고용 안전, ' ' ' '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차원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두 가지 요인은 현장. 

에서의 인성교육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써 이 두 가지 제도적 요인이 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는 제도적 차원의 노력은 학교운동부 인성

교육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106 -

1) 인성적 자질 교육하기

코치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대답을 코치가 일하고 있는 학교? 

운동부에서 찾아보자 학교운동부라는 조직이 생겨난 이유는 스포츠를 가르치. ‘

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학교운동부를 학교운동부답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 . 

바로 스포츠 가르치기 이다 이것이 바로 학교운동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 ’ .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스포츠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말에는 스포. ? 

츠를 가르치는 행위나 그 행위자를 일컫는 단어가 없다 그러나 영어에는 스포츠를 . 

가르치는 일을 ‘coaching 이라고 하며 그 행위자를 ’ ‘a coach 라고 한다 동사형’ . 

인 ‘coach 라는 단어는 벨기에어인 ’ ‘kocsi 에서 유래하였다’ . ‘kocsi 는 ’

'carriage 즉 마차를 의미하는 단어였다 따라서 ' , . 'coaching 이란 본래 누군가를 원하'

는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행위를 말한다.

스포츠의 맥락에서 이것은 선수를 원하는 운동 기능의 수준으로 도달시켜주는 것

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 기능은 스포츠의 단편적인 모습에 불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종목의 스포츠로 누군가를 온전히 이동시켜주었다고 할 

수 없다 스포츠를 가르쳤다고 코칭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일정 수준의 운동 . , . 

기능으로 도달하게 해주는 것은 오히려 training 훈련 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 )

른다.

스포츠를 가르친다는 의미의 코칭‘ (coaching 이란 어떤 스포츠 종목으로 누군가)’

를 입문시켜주는 것이다 운동 기능의 향상이 스포츠의 한 부분밖에 되지 못하다면 . 

총체적인 스포츠는 과연 무엇일까 최의창 은 스포츠를 심법적 차원 과 ? (2005) ‘ ’

기법적 차원 으로 구분하고 두 가지 특징을 모두 갖추어야 만이 온전한 모양으‘ ’

로서의 스포츠 호울 스포츠, ‘ (whole sports 라고 하였다 스포츠의 기법적 차원은 )’ .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스포츠의 겉모습 즉 기능적인 측면들을 의미하고 심, 

법적 차원은 스포츠의 전통 정신 안목과 같은 내면적인 성질을 의미한다 스포츠, , . 

는 결국 인간 활동으로서 우리가 살아하는 한 가지 삶의 방식이다 인류가 오랫동. 

안 실천해오면서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관련된 직업군이 생기고 학

문이 생겨나게 된 하나의 인류 문화인 것이다 스포츠도 한 가지 삶의 방식이기 때. 

문에 사람에게 겉과 속이 존재하듯이 사람이 하는 스포츠 문화도 겉과 속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스포츠의 내면에 속하는 성질은 우리 인간이 오랫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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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라는 문화에 담아온 가치 있는 것들이다.

스포츠의 심법적 측면은 우리의 인간됨을 더욱 가치 있게 해주는 스포츠의 성질

인 것이다 기능적인 차원보다는 인성적인 차원에 맞닿아 있는 스포츠의 영역이다. . 

그리고 스포츠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러한 스포츠의 겉과 속 기법적 차원과 심법적 , 

차원을 총체적으로 접하게 해주고 더 높은 수준으로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포츠를 가르치는 사람의 자질은 단순히 기법적 측면에만 머물러서는 , 

안 될 것이다 스포츠를 가르치는 사람 코치. , (coach 는 스포츠를 가르치는 일)

(coaching 에 있어서 기능적 자질 뿐만 아니라 인성적 자질 또한 갖추고 있) ‘ ’ ‘ ’ 

어야 하는 것이다 최의창( , 2009).

많이 돌아온 감이 있지만 이와 같은 본질적인 이유에서 코치교육은 기능적 자질

과 인성적 자질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코치교육은 기능. 

적 자질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의창 김진희( , 2005; 2009; 2011; 2012, , 

김선희 조미혜 최희진 연구 결과 번에서 밝혀진 것처럼 공식적인 지도자 , , , 2007). 2

교육은 코치의 코칭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키기 . 

위해서는 기존의 기능 중심적이었던 코치교육의 초점이 인성 중심으로 옮겨져야만 

할 것이다.

코치 교육에서 코치의 인성적 자질을 다룬다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스포츠

의 심법적 자질 내면의 것들을 다루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스포츠맨십과 , . 

같은 것이 스포츠의 내면적 성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코치교육은 코치로 하여. 

금 스포츠맨십과 같은 스포츠의 심법적 차원이 기능척 차원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하고 실제로 심법적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코치는 스포, . 

츠의 내면적 가치를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것으로 내면화해야만 학생

선수들에게 그것을 전수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의창( , 2009).

코치에게 인성적 자질을 함양시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코치교육은 . 

코치가 인성적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코치교육이 . 

단지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기능적 측면만 강조해서는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없다 코치교육의 패러다임은 이제 기능 중심에서 인성 중심으로 옮. 

겨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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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 안정성 확보하기

지나친 경쟁은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프. 

로그램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려고 해도 언제나 치열한 입시 경쟁이 걸림돌이 된다. 

학생선수들도 마찬가지이다 더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전국대회 입상이 그들. 

의 궁극적인 훈련 목적이다 학교운동부의 지나친 경쟁도 학생선수의 온전한 발달. 

을 방해하는데 단적인 예로 개인전술 훈련에 더욱 치중해야 할 어린 시기에 대부, 

분의 초 중학교 학생선수들은 경기에 이기기 위한 팀 전술 훈련에 더욱 치중하게 , 

된다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체제가 교육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

지나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그들의 진학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반면, 

교사에게는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운동부에서는 학생들의 . 

성적이 그들의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큼 그것이 지도자들의 앞날에도 큰 영향

을 미친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년 내에 소년체전에서 실적이 없는 경우 계. 3

약 해지 뭐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교육청에다가도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지역 . . . 

내 선수가 없는데 그러면 일반 학생들 뽑아서 해라 일반학생들 뽑아가지고 해서 . 

성적이 나냐 이거죠 성적이 안 난다 그러면 년 내에 성적이 없으면 계약 해지. . 3 . 

그니까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보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강인내( , A-C-I-150105)

체육교사가 운동부 감독을 맡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교운동부는 전임 감독을 고용

한다 연구문제 번에서 도출된 것처럼 같은 학교 안에서 일하지만 안정적인 직업. 2

에 속하는 교사와 다르게 운동부 감독이나 코치의 고용상태는 매우 불안하다 그리. 

고 불안한 지도자의 고용 안전성은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상태가 불안한 이유는 운동부 지도자를 고용할 때 

성적 중심의 고용 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를 고용할 때는 교사에게 ‘ ’ . 

교육적 자질을 요구하는 반면에 코치를 고용할 때는 코치에게 교육적 자질 보다 전

국대회 입상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고용은 강인내의 어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 

치를 매우 압박할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의 인권이나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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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나 외부의 목소리와 매우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운동부 코치가 운동만 가르치는데 나타나는 문제가 많아요 운동만 가르치는 . 

거예요 운동만 잘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치니까 다른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 . 

다른 기본적인 인성교육이 안 깔려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은 적고 그 . 

시간 안에 성과는 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운동만 가르칠 수밖에 없죠.

한온유( , D-S-I-150331)

또한 성적이 중심이 되는 고용은 코치로 하여금 성적에만 연연한 지도를 하도록 

한다 어쩌면 운동부 코치가 경기를 이기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은 고용 계약서가 . 

원하는 대로 잘 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회 풍토가 아무리 교육적 운영이나 인. 

성교육을 요구하더라도 고용주가 전국대회 입상을 요구하면 운동부 지도자는 어쩔 

수 없이 전국대회 입상을 위한 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매. 

우 상반된 두 가지 요구 사이에 놓여있는 운동부 지도자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있

을지도 모른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은 지극히 교육 중심 이 되어야 한다 앞선 구조‘ ’ . ‘

적 차원 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교운동부는 다분히 교육적 당위를 갖는 학교의 한 ’

조직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가르치는 내용이 다를 뿐 여전히 학생을 지도하는 . 

교육자인 것이다 교육자의 고용 내용이 요구해야 할 사항은 전국대회 입상이 아니. 

라 학생의 올바른 성장이어야 한다 이미 높을 대로 높아진 학교운동부에 대한 사. 

회의 교육적 운영에 대한 요구에 발맞추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또한 성적 ‘

중심 에서 이제는 교육 중심 으로 전환 되어야 만이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은 ’ ‘ ’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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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   목 현   상

인
성
교
육
 
실
천
 
방
법

형식적 

인성교육

인문적 활동
스포츠에 관한 책읽기 경기에 임하는 다짐문 반성문 쓰, , 

기 등의 다양한 인문적 활동

인성교육 프로그램
각 기관에서 학교와 학교운동부에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활용

비형식적 

인성교육

상담과 소통
학생선수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고민 상담과 

스킨십과 같은 소통 활동

선수중심 코칭
스포츠나 운동 기능보다 선수의 성장과 그의 삶에 우선순

위를 두는 코칭

스포츠맨십 강조
존중이나 예절과 같은 스포츠의 내적 가치 함양을 위해 

운동장 안팎에서 스포츠맨십 교육 및 강조.

인
성
교
육
에
 
영
향
을
 
미
치
는
 
요
인

개인적 요인

지도자의 코칭 철학
지도자의 코칭 행동에 깊은 영향을 주는 개인의 신념 가, 

치 우선순위 등, 

지도자의 선수 경험
지도자가 학생 선수 시절에 그의 지도자를 견습 관찰 하( ) ‘ ’

면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코칭 학습

구조적 요인

감독교사의 역할
학교운동부의 감독을 맡은 체육교사로서 학교와 운동부 

사이에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핵심적인 위치

운동부와 학교의 간극
학교운동부는 행정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학교 내에 존재

하는 학교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분리되어있는 현상 

제도적 요인

지도자 교육

대학 교육 예비 지도자 교육 지도자 재교육 연수 등 운, , , 

동부 지도자들의 자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형식적 학습 

환경

지도자의 고용 안정성
입시 중심의 운동부 문화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학교

운동부지도자가 느끼는 고용 안정성의 정도

인
성
교
육
 
활
성
화
 
방
안

개인적 차원

실천공동체 참여하기

경험적 코칭을 극복하고 더 나은 코칭 철학을 갖기 위해 

지도자들 서로의 열정과 관심을 공유하고 더 나은 코칭을 

위해 학습하는 실천공동체에 참여 

반성적 코칭하기

기능적 측면의 코칭뿐만 아니라 인성적 측면의 코칭까지

도 계속해서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신의 코칭에 

대한 반성 혹은 성찰

구조적 차원

전문성 기반 감독교사 고용하기

학교운동부의 환경과 맥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학교

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담당할 수 있는 감독교사의 의도

적 선발

교육과정 기반 운동부 운영하기

학교운동부가 학교의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육의 당

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수준 혹은 학교 단위의 교육과

정 안에서 운영

제도적 차원

인성적 자질 교육하기
스포츠의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성적 측면까지 지도

할 수 있도록 형식적 지도자 교육에서 인성 중심의 교육

고용 안정성 확보하기
학교운동부의 전국대회 입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선수

의 온전한 발달과 교육을 중점으로 고려하는 코치 고용

표 [ 17 중학교운동부 인성교육에 대한 실천 방법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활성화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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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학교운동부가 교육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연. 

구자는 학교운동부의 비교육적 운영에 대한 기존의 조치가 정책적 접근에만 머물러 

있고 학교운동부가 인성교육이라는 최근 학교교육의 흐름에서 제외되어있다는 사실

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교육적 운영의 대안으로써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였

다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도출해낸 세 가지의 연구 결과가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 

영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한 논의이다.

먼저 중학교운동부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인성교육의 모습은 체계를 갖춘 형식적

인성교육 인문적 활동 인성교육 프로그램 과 체계를 갖추지 않았지만 지도자의 모( , )

습에서 자연스레 나타난 비형식적 인성교육 상담과 소통 선수중심 코칭 스포츠맨( , , 

십 강조 이 있었다 형식적 인성교육은 인성교육에 주된 목적을 두고 의도적으로 개) . 

발한 프로그램의 형태를 제공하는 인성교육 방법이다 반면에 비형식적 인성교육은 . 

비록 지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그 실천에 다분히 인성교육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것들을 일컫는다.

현장의 맥락에서 도출해낸 인성교육 다섯 가지 인성교육 실천 방법은 손석정 외

의 연구가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위한 다수의 정책적 노력들이 임시방(2013)

편성에 불과하여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고 강신욱 이 학교운동부, (2012)

의 교육적 운영을 위한 주요 정책이었던 주말리그제가 현장에서 심한 반발을 사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 

운영을 위한 기존의 정책적 노력이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거나 반발을 샀던 

이유는 그것이 사회적 여론에 따른 임시방편적 성향이 강하여 현장을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장의 맥락에서 도출해낸 인성교육의 실천 방. 

법은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대안으로써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

인 지도자의 코칭 철학 지도자의 선수 경험 구조적 요인 감독교사의 역할 운동부( , ), ( , 

와 학교의 간극 제도적 요인 지도자 교육 코치의 고용 안정성 등 세 가지로 나타), ( , ) 

났다 또한 각각의 요인은 인성교육 실천 방법에 영양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개인적 요인에 속하는 지도자의 코칭 철학은 인문적 활동과 스포츠맨십 강조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자의 선수 경험은 선수중심 코칭에 영향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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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요인에 속하는 감독교사의 역할과 운동부와 학교의 간극. 

은 모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데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제도적 요인의 지도자교육은 인문적 활동 상담과 소통에 영향을 주고 코치의 , , 

고용 안정성은 선수중심 코칭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위해서 감독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코치의  , 

직업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대형 과 임성철 원영신 의 연구 (2012) , (2012)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대형 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이 매우 낮. (2012)

으며 이것이 온전히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지

적하였듯이 본 연구에서도 지도자의 낮은 고용 안정성이 선수중심의 코칭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임성철과 원영신 이 한 고등학. (2012)

교 사격부의 사례를 통해 감독교사 즉 체육교사 운동부 감독이 학생선수의 학업 ,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감독교사가 학교

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할 수 ,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감독교사의 역할이 단순히 학생선수의 학업 증진에 있지 . 

않고 전인적 성장을 위한 인성교육에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탐색 결과는 인성교육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과 같은 범주로써 개인적 차원의 노력 반성적 코칭하기( , 

실천공동체 참여하기 구조적 차원의 노력 전문성 기반 감독교사 고용하기 교육과), ( , 

정 기반 운동부 운영하기 제도적 차원의 노력 인성적 자질 교육하기 고용안정성 ), ( , 

확보하기 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개인적 차원의 노력은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지) . 

도자 수준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이고 구조적 차원의 노력은 학교운동부가 속해

있는 학교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노력이다 그리고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 

정책적인 문제로써 국가 수준에서 노력해야 할 문제들이다.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은 또한 인성교육의 주요 요인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인적 차원의 노력은 개인적 요인인 지도자의 코칭 철학과 지도자. 

의 선수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도자가 반성적 코칭을 . , 

하고 실천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더 나은 인성교육적 코칭 철학을 습득하고 경험에 

의존한 코칭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구조적 차원의 노력은 역시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주며 감독교사가 학교운동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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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적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동부와 학교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제도적 차원의 노력은 제도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식적인 . 

지도자 교육이 코치의 인성적 자질을 교육할 수 있다면 지도자 교육은 학교운동부

의 인성교육에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성적 자질이라고 할 . 

수 있는 코치의 심성적 자질을 코치의 전문성 중에 하나로 보고 코치교육이 훌륭한 

코치의 양성을 위해서 코치의 심성적 자질을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한 최의창(2011a)

의 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코치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줄 .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된다면 이는 코치가 선수중심 코칭을 하는 데

에 큰 뒷받침이 될 것이다 다음 그림 는 세 가지 연구 결과 간의 관계를 나타. [ 19]

낸 것이다.



- 114 -

그림 [ 19 중학교운동부 인성교육의 실천 방법 주요 요인 활성화 방안 간 연관성] , , 



- 115 -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네가 한 명의 사람인 것이 한 명의 농구선수 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

너의 명성보다 인성에 주의를 기울여라“ .

명성은 단지 남이 생각하는 너의 모습이지만 인성은 진정한 너 자신의 모습이다 .”

미국 에서 통산 가장 많은 승수와 승률을 보유하고 있는 존 우든의 유명한 NCAA

명구이다 위대한 스포츠 지도자인 그는 왜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 많은 운동선수. ? 

들이 사람으로서 그의 모습보다 선수로서의 그의 모습에 더 신경 쓰며 인성보다 , 

명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왜곡된 스포츠와 운동. 

선수의 모습이다 존 우든이 직접 보여준 것처럼 훌륭한 기량의 선수와 팀을 만드. 

는 것은 훌륭한 인성의 사람을 만드는 것과 별개의 일이 아니다.

학교운동부는 인성교육을 할 만한 곳이다 아니 사실 학교운동부는 본질적으로 . , 

인성교육의 장이어야 한다 스포츠를 가르친다는 점에서 그렇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 ,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 속해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 . 

학교운동부는 그 본질적 모습 그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이해될 수 없다 학교. 

운동부는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문화 구조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만 한, , 

다. 

본 연구는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의 대안으로써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

기 위해 진행되었지만 사실 이 같은 시도는 학교운동부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

키는 시도와 다르지 않다 학교운동부에서 인성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것은 . 

원론적으로는 학교운동부의 본질적 모습의 회복 가능성을 탐색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도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학교운동부를 둘. 

러싸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과 그것들 간에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을 기반으로 인성교육의 실천 방법을 모색하고 학교운동부

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차원에서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구. 

체적인 연구 문제로는 첫째 중학교 운동부에서 인성교육은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 

가 둘째 중학교 운동부에서의 인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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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운동부에서 인성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 

다 이 같은 연구문제에 대해 도출된 결과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학교운동부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에 있다 형식적 인성교육 방법으로 도출된 인문적 활동 은 인문적인 자료가 필. ‘ ’

요한 방법이다 학교운동부는 학교에 속해있고 모든 학교에는 도서관을 운영한다. . 

이 같은 환경은 학교운동부에서의 인문적 활동에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준다 또한 . 

현재 학교교육의 큰 흐름은 역시 인성교육이다 때문에 학교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 

외부에서도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 개발되고 학교로 제공되는 것이다 이‘ ’ . 

것이 학교운동부가 인성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되는 것

이다.

학교운동부가 학교에 속해있다는 점은 인성교육을 위한 또 다른 좋은 환경을 제

공하는데 바로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운동부 감독을 맡게 한다는 것이다 감독교사. 

는 운동부가 그들만의 세계에 고립되지 않도록 학교와의 연결고리 역할은 물론이고 

운동부 관리자이자 교육 전문가로서 인성교육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둘째 결론적으로 학교운동부가 인성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노력, 

이 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학교운동부는 독립적으로 이. 

해될 수 없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복잡한 환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 연구. 

는 구체적으로 복잡한 환경을 개인적 구조적 제도적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결국 , , . 

최종적으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운동부의 지도자이겠지만 개인적 수준에

서의 노력이 가능하며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그가 속하여 일하고 있는 학교라는 

구조적 수준에서의 지원과 노력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지도자 . 

개인과 학교가 모두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제도적 수준에서 그

와 같은 환경을 조성해준다면 세 가지 수준에서의 노력이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

어 학교운동부를 인성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증진은 단순히 현장에 적용되는 실천 방법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실천 방법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며 이 같. 

은 요인들이 긍정적인 작용을 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수준의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은 복잡한 구조와 관계 속에서 이해. 

되어야만이 비로서 증진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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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본 연구는 학교운동부가 단순히 운동선수를 양성하는 곳을 넘어 훌륭한 사람을 

길러내는 장이 되도록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교육적 운영의 방법으로써 운동부에서

의 인성교육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수행하였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위한 . 

기존의 노력들이 현장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적 접근에만 머물러 실효가 , 

낮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인성교육의 실질적인 증, 

진 방안을 탐색하였고 개인적 구조적 제도적 세 가지 차원에서 다각도적 접근을 , ,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절에서는 이 같은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토대. 

로 학교운동부에서 인성교육이 보다 증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

다.

첫째 학생선수를 마땅히 배워야할 권리가 있는 교육의 대상으로 여기고 학교운, 

동부를 청소년을 교육하는 일종의 교육조직으로 여기는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선수를 포함한 모든 청소년은 당연히 그들의 필요에 따라 배울 권리가 있다. 

심지어 교육은 국민의 대 의무중 하나이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위한 한 5 . 

가지 노력으로서 행해진 이 연구도 사실은 학생선수가 인성교육을 받아야 하고 올

바른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당위가 상실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  

현재는 입시 부담에 따른 지나친 경쟁에 학생선수가 교육받아야할 당위가 몹시 

가려진 상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학생이 올바로 성장하는 것 보다 더 좋은 학교. 

에 진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자본주의가 개입된 프로스포츠의 , 

영향으로 승리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왜곡된 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팽배하다. 

학생선수를 직접 지도하는 코치나 학생선수의 학부모 혹은 학교운동부에 관련된 , 

행정가 및 기타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인식의 개선이 없다면 이 연구에서 밝혀낸 

모든 가능성은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차원적 접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 

개인적 지도자 구조적 학교 제도적 국가 수준 간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연구에( ), ( ), ( ) . 

서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학교운동부의 비교육적 행태가 이미 드러났고 이에 따른 

해결책도 여러 가지 제시되었으며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해. 

결책이 제도적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제시되었고 그마저도 임시방편성이 강한 탓에 , 

현장에서는 불만을 사고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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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제도에 있지 않다 문제는 일방적이었다는 데에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세 . . 

가지 차원과 각 차원간의 연관성이 나타난 것처럼 학교운동부를 둘러싸고 있는 사

회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증진을 위해서는 다차원. 

적으로 접근하여야 하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 차원간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더라도 운동. 

부가 속해있는 학교라는 현장을 고려하고 운동부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 

들어야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

이다.

셋째 인성교육과 경기력의 상관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연, . 

구참여자와의 면담에서 흥미로웠던 것 하나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열심히 인성교

육을 하고 있는 지도자는 학생선수의 인성발달이 경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인성교육의 일종으로 스포츠맨십을 함양한 학. , 

생선수는 스포츠를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달라질 것이고 이것은 또 훈련에 대

한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훈련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 변화는 다분히 경기. 

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선수간 지도자와 학생선수. , 

간의 존중과 신뢰가 구축된다면 이것은 팀워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팀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엘리트스포츠 운동부에 대한 모종의 논의는 선수의 최상수행에 부합하지 않으면 , 

적절치 못한 논의로 규정되곤 한다 이처럼 학생선수의 교육에 대한 논의는 언제나 . 

경기력 최상수행과 부합하지 못하다는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인성, . 

교육이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것은 학교운

동부에서 인성교육의 당위성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최종적으로 학생선수에게 실천되는 현장 기반의 인성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 

있는지를 탐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대한 연구는 . 

비교육적인 운영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교육적 운영의 필요성이나 가능

성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서 인성교육이라는 .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의 가능성을 학교운동부를 둘러싸고 있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탐색하고 제시한 것이다 앞으로는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의 더욱 구. 

체적인 방안으로서 다양한 실천적 방법과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성교육의 방

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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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장 기반의 더욱 심층적이고 경험적인 후속 연구가 지속된다면 이론적인 수준

에서 머물고 있는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대한 논의가 현장에서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120 -

참고문헌

 

강선보 박의수 김귀성 송순재 정윤경 김영래 고미숙 인성교육, , , , , , (2008). . 서울 양서원: .

강신복(2009). 현대 스포츠교육학의 이해. 서울 레인보우북스 : .

강신욱 인문 사회과학편 주말리그제 정착을 위한 운동주체의 인식 조사(2012). · : . 한국

체육학회지, 51(6), 57-67. 

강진선(2001). 학원 스포츠 코치들이 지각하는 긍정적 코칭의 개념과 방해요인 미간행 .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

교육과학기술부(2009a). 개정 교육과정2009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2009b). .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2010).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계획, (2012). 2012 .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2013). 2013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 혁신 방안(2005). .

국립국어연구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 .

권순용 학교체육지도자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기대(2010). . 학교체육진흥 세미2010 

나 자료집, 3-16. 

김기철(2011). 학교 농구스포츠클럽에서의 통합적 스포츠맨십 교육 실천과 학생변화.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 

김기철 서지영 김택천 허현미, , , (2012).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김도영 년 월 일 부녀자 성폭행 강도 절도 대학 축구부원 명 영장(2010 3 18 ). · · 2 . 쿠키

뉴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3517820&cp=nv 

에서 검색

김미양 자연주의 사상이 체육에 미친 영향(1997). .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1), 15-24. 

김선희 누가 좋은 코치인가 이상적인 코치의 자질(2009). ?: . 코칭능력개발지, 48(2), 

183-194. 



- 121 -

김종백 김남희 교사와 학생이 지각한 학생 교사 관계의 변화가 학생의 학교행, (2014). -

복과 수업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2), 

285-315. 

김종욱 최정환 특수체육 특수체육교사의 교수행동 분석, (2000). : . 한국체육학회지, 

39(4), 1043-1055. 

김진희 선수중심 코칭에 대한 코치의 역할과 자질(2011). . 코칭능력개발지, 13(1), 

49-55. 

김진희 김선희 조미혜 최희진 실천적 전문인을 위한 코치교육, , , (2007). . 코칭능력개발

지, 9(3), 3-21. 

김태훈 도덕과에서의 인성교육 방안 연구(1997). . 도덕윤리과교육연구, 8(8), 274-314. 

남궁달화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의 접근(2003). . 한국실과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3(1), 1-28. 

문정녀(2002). 인성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미간. 

행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울산, , .

문화체육관광부(2012). 체육백서2012 .

박노윤 고용안정성이 종업원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은행원을 대상으로(2010). : . 금

융지식연구, 8(1), 29-58. 

박윤아(2003). 인성교육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존중감 및 학교 생

활 태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화성, , . 

박재우 박현욱 한국의 스포츠 정책변동 사례 연구, (2010). . 한국체육정책학회지, 8(2), 

17-34. 

박정준(2011a 스포츠는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가 스포츠 인성교육의 이론적 경험적 ). ?: , 

근거와 과제. 교육과정연구, 29(3), 173-202. 

박정준(2011b). 통합적 스포츠맨십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백승수(2012). 중학교 체육수업에서의 스포츠맨십 내면화 과정 및 요인 탐색.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

서울시교육청(2012). 체육시간에 배우는 아름다운 성품.

성창훈 청소년 운동선수의 지각된 코칭행동과 스포츠 경험지각 및 내적동기 요(1999). 

소간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38(3), 244-259. 



- 122 -

손석정 이재구 신진균 학교체육진흥법 시행이후의 전개과정 고찰, , (2013). . 스포츠와 법, 

16(4), 31-50. 

손성훈(2011). 중등학교 야구코치의 코칭전문성 형성과정 검토.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손준구 학교체육의 인성교육 실현을 위한 논의(2013). .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9(3), 

115-124. 

양성주 근대체육의 개념변천과정에 관한 연구(2003). . , 25釜山女子專門大學 論文集 , 

319-335. 

오대균(2014). 학교스포츠클럽의 교육적 운영 개선을 위한 중학교 우수사례 질적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 . 

유정애(2004). 체육학에서의( ) 질적연구 논문작성법. 서울 무지개사 : .

유한구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현상과 과제 기조강연 초등학교 인성교육의 방(2007). : ; 

향. 학술대회, 2007(5), 1-14. 

윤기준(2010). 인성교육으로서의 스포츠맨십 교육.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 

학원 서울, .   

이대형 교육의 장으로서 학교운동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탐색(2012). . 한국체육교육

학회지, 17(1), 1-16. 

이옥선 체육 전공 대학생들의 청소년기 스포츠 참여를 통한 생활기술(2012). (Life skills) 

습득 경험과 요인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1), 1-22. 

이옥선 책임감 모형의 실행 적합성 제고를 위한 수정 모형의 적용 효과 탐색(2014). . 

한국체육학회지 인문사회과학- , 53(3), 269-283. 

이용식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2012). .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0(2), 

93-107. 

이용식 남윤신 학교스포츠클럽 정책현황 및 개선방안, (2011). . 한국체육정책학회지, 

9(1), 127-138. 

이정학 스포츠사를 통해 본 스포츠의 종교적 의식행위에 관한 연구(2001). . 움직임의철

학 한국체육철학회지: , 9(1), 73-87. 

이종태 조난심 인간 교육의 개념 정립을 위한 연구, (1997). . 교육철학연구, 18, 99-123. 

이주욱(2003). 체육특기생의 학교생활과 교육.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 , 

원 서울, .



- 123 -

임성철 원영신 체육교사 운동부 감독의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 실천과정, (2012). . 한

국스포츠사회학회지, 25(3), 115-135. 

임용석 류태호 전문체육영역 대학교 학생선수의 수업일상에 관한 질적연구, (2014). : . 한

국스포츠교육학회지, 21(3), 113-140. 

정창우(2013). 도덕과 교육의 이론과 쟁점 서울 울력. : .

정혜경 홍성하 간호학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현상학적 고찰, (2001). . 철학과 현

상학 연구, 18, 176-202. 

조용환(1999).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

조풍연 년 월 일 학교운동부 폭력 삼진아웃제 도입(2005 7 24 ). . … 세계일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

00109266 에서 검색

지해인 청소년 범죄 이대로 괜찮을까(2014, 09.19). ?. OhmyNews.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34813 에

서 검색

체육인재육성재단 년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교육 안내자료 체육인재육성재(2014). 2014 . 

단.

최원준 이정우 김진희 학교운동부 코치의 일상적 삶에 대한 성찰, , (2009). . 코칭능력개

발지, 11(4), 105-118. 

최유탁 김영구 오현택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의 논리적 가정에 대한 , , (2011). 

검토. 움직임의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 19(1), 129-143. 

최의창 호울 스포츠와 하나로 코칭 인문적 스포츠교육론 서설(2005). - . 한국스포츠교육

학회지, 12(3), 97-119. 

최의창(2009). 체육전문인교육. 파주 생능출판사 : .

최의창(2010a 스포츠맨십은 가르칠 수 있는가 체육수업에서의 정의적 영역 지도의 ). ? -

어려움과 가능성.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1-24. 

최의창(2010b).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 통합적 체육수업의 이론과 실제: . 서 

울 레인보우북스: .

최의창(2011a 체육전문인 전문성의 재검토 심성적 차원의 역할과 그 교육). - . 한국스포

츠교육학회지, 18(2), 1-25. 



- 124 -

최의창(2011b 학교체육수업을 통한 정의적 영역의 교육 통합적 접근의 가능성 탐색). : . 

체육과학연구, 22(2), 2025-2041. 

최의창 전인적 선수 발달과 인문적 코칭 교육활동으로서 스포츠 코칭의 목적과 (2012). -

방법 재개념화.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2), 1-25. 

최의창(2013). 코칭이란 무엇인가? 서울 레인보우북스 : .

최의창 이옥선 박정준, , (2014). 인성함양 체육수업모형 적용 메뉴얼 개발 교육부: 울산, 

광역시교육청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

최준환 박춘성 연경남 민영경 이은아 정원선 임청묵 인성교육의 문제점 , , , , , , . . . (2009). 

및 창의 인성교육의 이론적 고찰. 창의력교육연구, 9(2), 89-112. 

하남길(2010). 체육사 강의 편람에 따른 체육사 신론( ) . 진주 경상대학교출판부 : .

학교체육 진흥법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11690, , (2013).

한국교육학회(1998). 인성교육. 서울 문음사 : .

한이석 윤필규 체육수업의 문제와 정상화 방안에 대한 연구, (2005). . , 體育科學硏究論叢

13(2), 213-230. 

현주 최상근 차성현 류덕엽 이혜경 유지연, , , , , (2009). 학교 인성교육 실태분석 연구. 서 

울 한국교육개발원: .

홍은아 다중흐름모형(2013). (Multiple Streams Framework 을 적용한 학교스포츠 클럽 정)

책의제 설정 과정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인문사회과학- , 52(4), 437-448. 

Arnold, P. (1997). Sport, ethics and education: Bloomsbury Publishing.

Camir , é M., Trudel, P., & Forneris, T. (2014). Examining how model youth sport coaches 

learn to facilitate positive youth development. Physical Education & Sport 

Pedagogy, 19(1), 1-17. 

Cassidy, T. G., Jones, R. L., & Potrac, P. (2008). Understanding sports coaching: The 

social, cultural and pedagogical foundations of coaching practice. London: 

Routledge.

Clifford, C., & Feezell, R. (2010). Sport and character: Reclaiming the principles of 

sportsmanship. Champaign, IL: Human Kinetics.

Creasy, K. L. (2008). Is There a Place for Character Education? [web page]. retrieved from 
http://ssrn.com/abstract=1141823 



- 125 -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Thousand Oaks, CA: 

Calif.: Sage Publications.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조흥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 , , , & , Trans 서.). 

울 학지사: .

Culver, D., & Trudel, P. (2006). Cultivating coaches’ communities of practice: Developing 

the potential for learning through interactions. In Jones, R.(Ed.), The sports coach 

as educator: Re-conceptualising sports coaching(97-112). London, Routledge. 

Cushion, C. J., Armour, K. M., & Jones, R. L. (2003). Coach education an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Experience and learning to coach. Quest, 55(3), 215-230. 

Danish, S. J., Forneris, T., & Wallace, I. (2005). Sport-based life skills programming in 

the schools. Journal of Applied School Psychology, 21(2), 41-62. 

Denzin, N. K., & Lincoln, Y. S. (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Dewey, J. (1938). Education and experienc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Gilbert, W., & Trudel, P. (1999). Framing the construction of coaching knowledge in 

experiential learning theory. Sociology of Sport On-Line, 2(1). 

Gilbert, W., & Trudel, P. (2006). The coach as a reflective practitioner. In Jones, R.(Ed.), 

The sports coach as educator: Re-conceptualising sports coaching(113-127). 

London: Routledge.

Gilbert, W. D., & Trudel, P. (2001). Learning to coach through experience: Reflection in 

model youth sport coaches.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21(1), 

16-34. 

Gilbert, W. D., & Trudel, P. (2004). Role of the coach: How model youth team sport 

coaches frame their roles. Sport Psychologist, 18(1), 21-43. 

Gould, D., & Carson, S. (2008). Life skills development through sport: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1), 

58-78.

Grossman, P. L. (1991). Overcoming the apprenticeship of observation in teacher education 

coursework.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7(4), 345-357. 



- 126 -

Harvey, S., Cushion, C. J., & Massa-Gonzalez, A. N. (2010). Learning a new method: 

Teaching Games for Understanding in the coaches’ eyes.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15(4), 361-382. 

Hoge, J. D. (2002). Character education,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social studies. The 

social studies, 93(3), 103-108. 

Holt, N. L. (2008). Positive Youth Development Through Sport. London; New York: 

Routledge.

Jones, R. L. (2006). How can educational concepts inform sports coaching? In R. L. Jones 

(Ed.), The Sports Coach as Educator(pp. 3-13). Oxon: Routledge.

Kidman, L. (2010). Athlete-centred coaching: Developing decision makers. IPC Print 

Resources.

Kidman, L., & Hanrahan, S. J. (2010). The coaching process: A practical guide to 

becoming an effective sports coach. London; New York: Routledge.

Klandermans, B., & van Vuuren, T. (1999). Job insecurity: introduction.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8(2), 145-153. 

Lickona, T. (1999). Character education: Seven crucial issues. Action in Teacher Education, 

20(4), 77-84.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MacIntyre, A. (1984). After virtu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Metzler, M. W. (2008). 체육수업모형 유정애 이충원 신기철 김선희 최희진 김윤희 ( , , , , , , 

김원정 조남용 김종환 문도순, , , & , Trans 서울 대한미디어.). : .

Miles, A., & Stafford, I. (2011). The reflective coach. in Ian Stafford(ed.), Coaching 

children in sport(109-121). London; New York: Routledge.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Miller, P. S., & Kerr, G. A. (2002). Conceptualizing Excellence: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Journal of Applied Sport Psychology, 14(3), 

140-153.

Nelson, L., Groom, R., & Potrac, P. (2014). Research Methods in Sports Coaching. New 

York: Routledge.



- 127 -

Patton, M. Q. (1990). Qualitative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SAGE Publications, inc.

SBS (Producer 년 월 일 한수진의 ). (2014 10 8 ). SBS 전망대 꼴찌 없는 감동운동회 교 . ' ' 

사 왜 화제 되죠 학생들 어리둥절" ? ". sbs 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

ge.do?news_id=N1002622579 에서 검색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Basic 

books.

The First Tee. (2013). Annual Review 2013 [web page]. retrieved from https://www.thefir

sttee.org/club/scripts/filelib/filelib_download.asp?CLNK=1&GRP=17352&pg=HTG&NS

=HTG&FID=297829&APP=201.

Wade, G., & Trudel, P. (1999). An evaluation strategy for coach education programs. 

Journal of Sport Behavior, 22(2), 234-250. 

Wenger, E. (2011). Communities of practice: A brief introduction [web page.]. retrieved fro

m http://wenger-trayner.com/wp-content/uploads/2012/01/06-Brief-introduction-to-comm

unities-of-practice.pdf  

Werthner, P., & Trudel, P. (2006).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for understanding how 

coaches learn to coach. Sport Psychologist, 20(2), 198.



- 128 -

부록 연구참여자 동의서1. 

연 구 참 여 자  동 의 서

중학교운동부 인성교육 실천의 주요 요인과 활성화 방안

연구자 임 한 얼 : (010-xxxx-xxxx/xxxxx@snu.ac.kr)

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운동부의 인성교육 실천 방법과 그것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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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은 중학교운동부 인성교육 실천의 주요 요인과 활성화 방안 탐색 이라는 주제의 ‘ ’

연구를 위한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 지도 모습 관찰시 사진이 촬영될 수 있으며 면담 내용은 녹취될 것입니다.

3. 수집된 자료는 오로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이며 연구자의 연구실에 안전하게 보관될 

것입니다.

4.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가명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년       월       일2015 

연구참여자 : 서명       ( )    



- 129 -

부록 참여자에 대한 레이서머리 2. 

감독교사용-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스포츠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 

사과정 학생입니다 선생님을 이번에 중학교운동부 인성교육 실천의 주요 요. 000 ‘

인과 활성화 방안 탐색 이라는 주제의 제 석사학위논문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자 ’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대한 가능성

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성교육의 모. 

습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제가 계획한 연구에 가장 . 000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이번 저의 연구에 참여하신다면 학교. 

운동부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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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들은 저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제공한 자료와 정보를 사용할 때마다 저는 언제나 가명을 사000 

용할 것입니다 결국 선생님과 함께한 인터뷰의 내용들은 모두 저만의 것이 될 . 000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끝나는 년 월부터 모든 자료를 엄격하게 관리할 . 2015 7

것이며 필요할 경우 파기할 것입니다 다만 학위 논문을 위한 일부 자료와 녹취 내. , 

용은 반드시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사용될 것입니다000 .

연구를 위해 저는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조건에서 선생님과 인터뷰를 할 것000 

입니다 이 연구는 년 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어. 2015 7 . 

떠한 불편함으로 인해 그만두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시고 연구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 한 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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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지도자용-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스포츠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석. 

사과정 학생입니다 선생님을 이번에 중학교운동부 인성교육 실천의 주요 요. 000 ‘

인과 활성화 방안 탐색 이란 주제의 제 석사학위논문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고자 ’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성교육의 장으로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대한 가능성

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성교육의 모. 

습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감독님이 제가 계획한 연구에 가장 . 000 

적합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독님께서도 이번 저의 연구에 참여하신다면 . 000 

학교운동부에서의 인성교육에 대한 새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훈련 중에 촬영된 사진과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잠정적인 . 

분석을 서로 공유하면서 감독님의 학교운동부 지도 모습을 중간 중간 들여다보000 

실 수 있어서 감독님께서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촬영되는 사진과 녹음자료들은 저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독님께서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때마다 저는 언제. 

나 가명을 사용할 것입니다 결국 감독님과 함께한 인터뷰의 내용들과 사진 자료들. 

은 모두 저만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끝나는 년 월부터 모든 . 2015 7

자료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파기할 것입니다 다만 학위 논문을 . , 

위한 일부 사진 자료와 녹취 내용은 반드시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것입000 

니다.

연구를 위해 저는 주마다 한 번씩 학교운동부의 훈련 및 일상 모습을 관찰할 2~3

것입니다 또한 훈련에 방해되지 않는 조건에서 촬영과 간단한 인터뷰도 실시할 예. 

정입니다 이 연구는 년 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에 . 2015 7 . 

어떠한 불편함으로 인해 그만두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연구를 중단할 수 있습니

다.

본 연구에 대한 사항을 숙지하시고 연구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 한 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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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Factor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Character Education in Middle School Athlete Clubs

: A Qualitative Study

Han-earl Lim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tarted to help practice character education in middle school athlete 

club(MSA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way to practice character 

education,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the way and improvement strategies to make the 

main factors work positively with enough understand on the field. The research 

questions to achieve this goal are set up as follows. 1)How are character education 

being practiced in MSAC? 2)What are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character education 

in MSAC 3)What are the improvement strategies of character education in MSAC.

Based on constructivism paradigm, this study takes a critical view of a negative 

viewpoint looking at school athlete club and that school athlete club has been excluded 

from the stream of character education. And in this study, us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e phenomenon about character education in the field is analyzed and 

interpreted in depth.

From August 2014 to July 2015, this study had been conducted and four participants 

were selected through purposeful sampling. Data were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 

non-participant observation and local documents and the data analyzed and interpr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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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o enhance the trustworthiness of this study, 

triangulation and peer debriefing were conduc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ways to practice character education in MSAC 

are divided into formal character education(humanistic activities, character education 

program) and informal character education(counseling and communication, athlete-centered 

coaching, emphasis on sportsmanship)

Second,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character education in MSAC are divided into 

individual factors, structural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In individual foactors, there 

are coach’s coaching philosophy which influences humanistic activities and emphasis on 

sportsmanship, and coach’s experience as an athlete which influences athlete-centered 

coaching. In structural factors there are the role of teacher-coach and the gap between 

athlete club and school that influenc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In institutional 

factors, there are ‘coach education’ which influences counseling and communication, and 

coach’s job safety which influences athlete-centered coaching.

Third, improvement strategies of character education in MSAC were divided into three 

efforts in each dimension; efforts in individual dimension, efforts in structural dimension, 

efforts in institutional dimension. Efforts in individual dimension include doing reflective 

coaching and participating coach’s community of practice that can make a coach learn 

better coaching philosophy and overcome simple coaching just depending on his 

experience. Efforts in structural dimension include employing teacher-coach depending on 

professionalism and operating school athlete club based on school curriculum that can 

make teacher-coach play a key role in character education of athlete club and narrow 

the gab between athlete club and school so that even student-athletes participate in 

many character education program. Efforts in institutional dimension include teaching 

character attribute in coach education and securing coach’s job safety. The former is 

expected to make coaches become character educators and the latter is expected to help 

coach to do athlete-centered coaching more.

Based on the results and discussion, I suggested some implication for enhancement of 

character education in MSAC. First, recognition improvement that regards student-athlete 

as a student who have to learn something and regards school athlete club as education 



- 133 -

organization. Second, for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mprove character education, 

communication among individual(coach), structural(school) and institutional(government) 

dimensions is necessary. Third, a further study is needed to explore the correlation 

between character education and performance. If character education improves 

performance, character education in MSAC can be supported more. Forth, another 

further study that knows how much character educations found in this study are 

effective.   

keywords : character education, school athlete club, student-athlete

Student Number : 2013-2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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