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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수 학생선수 학업·운동 병행 경험 탐색

이          얼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업과 운동을 훌륭히 병행해간 우수학생선수의 학습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탐

색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로 1) 우

수 학생선수의 학업 운동 병행에 대한 인식과 배경은 어떠한가? 2) 우수학생선수

의 학업운동 병행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 의 2가지를 설정하였다. 각기 다른 

종목의 우수학생선수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2017년 1월부터 2017년 8월

까지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정된 연구 문제는 사

례적 접근을 통해 고찰되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수학생선수인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 취미로 즐기던 생활체육을 통해 학

교운동부 엘리트선수로 입문 하였으며, 이는 자신의 종목에 대한 흥미와 재능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문과정은 본인 스스로가 운동에만 전념하는 운동

선수가 아닌, 학생 본분을 지키며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로 인식 하게 하였

다. 나아가 주요타자인 학부모, 감독 코치 교사는 학업병행 지속과정에서 밀접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며 학업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과 운동병행의 지속과정에서 다양한 동기를 부여받

고 있었다. 친구들의 도움과 자율학습 참여를 통해 학업의 결손을 보충 받았고 

자의적 노력과 함께 타인으로부터 조성된 학습 환경으로부터 학습권을 보장 받

을 수 있었다. 이들의 대학입시 과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성적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하지 않는 운동선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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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편견, 학업과 운동 병행의 이상적 역할모델(Role model)은 미래에 성취할 이

미지를 부여하는 학업 동기를 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과 운동 병행의 과정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

하는 과정이었음이 확인 되었다. 이들에게 주어진 학업과 운동 병행의 막중한 의

무는 언제나 시간 부족과 피로함을 호소하게 하였으며, 운동부를 둘러싼 경기실

적 우선의 집단문화는 우수학생선수들의 학업병행 실천의 제한과 소외감을 불러

왔다. 더불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학교라는 교육적 장소 

안에서 교육자와 우수경기실적을 향한 코치 사이의 역할 갈등을 초래하게 하였

으며 이는 우수학생선수의 학업 운동 병행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중·고등학교에 한정된 우수학생선수의 범위

를 넘어 대학 입학 이후의 우수학생선수에 대한 연구를 확대 탐색할 필요가 있

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종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종목의 우수학생선수를 대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실천을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학교 체육 

지도자의 선발 및 평가 방식의 변경과 처우개선을 이룰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선수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평가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운동부 활동이 대입 

전형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 되어 다양한 학교에 지원이 가능한 대입 제도 변

경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주요어: 학생선수, 우수학생선수, 운동부문화, 공부하는학생선수

학번: 2015-2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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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연구자)

“감독님 죄송합니다만,

오전에 학교 수업이 있어서 훈련을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도자)

“학교 수업을 간다고? 그거 안가도 되는 거잖아 !

시험도 아닌데 수업을 왜 들어가는데?

(동료 학생선수)

“훈련 빠지고 수업 갈 수 있어서 너무 부럽다.

나도 너처럼 학교 갈 수 있으면 밀린 잠이나 좀 자고 싶다“.

위의 내용은 연구자가 학생선수시절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겪었던 태릉선수촌

에서의 기억이다. 당시 연구자가 다닌 서울의 A대학은 국가대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통학버스 사업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훈

련을 받길 원하는 지도자의 강요로 수업을 받지 못했고, 학생선수는 휴식을 얻고

자 학교를 가지 않았다. 물론 수업에 불참 하여도 출석인정 규정을 통해 학교 졸

업에는 문제가 없었다.

당시에 학교에 다니는 운동선수는 선수가 강조되는 ‘선수학생’, ‘운동부학생’

등으로 불리며 용어조차 정립되지 않았다(류태호, 2005). 운동부 또한 공부를 해

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 졌지만 현실의 운동부 문화는 학습권이 배제된 

훈련과 경기실적 중심 문화였다. 이처럼 학생선수의 학업의 경시를 불러온 배경

에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된 과거의 엘리트 체육주의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

다(강서린, 2012; 류태호, 2005; 심규훈, 2007; 유승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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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육 발전의 기틀은 1962년 1)국민체육진흥법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

다. 당시 정부인 제3공화국은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를 완성 시켜 국민 통합

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인 엘리트 체육 강화 정책을 시행하였다(체육백서,

2015). 제 5공화국은 정치 사회적 혼란과 권력의 공백아래 탄생한 군부정권으로 

국민들의 유·무형의 저항이 심했다. 이에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육이 매우 중요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다. 나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세력 간의 냉전은 스포츠를 통해 소리 

없는 전쟁을 발생시켰다. 우리나라 역시 남과 북의 체제우월의 선전으로부터 스

포츠는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1972년 ‘학교체육 강화방안’2)과 ‘체육특

기자 제도는 이러한 배경아래 탄생하게 되었다. 제도 시행이후 학교는 교육적 목

적보단 효율적으로 엘리트 선수를 양성하는 기관이 되었고 운동부는 공부는 하

지 않고 훈련과 시합만을 병행하는 독특한 그들만의 문화를 나타내게 되었다(송

용관, 엄혁주, 신미진 2010; 홍덕기, 류태호 2007).

학생선수의 교육적 경험에 대한 중요성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강신녀(2011)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로 인한 비교육적 경험이 선수 개인의 정

체성과 연계되어 개인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을 방해한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국

가적 차원에서도 교육 기본권 침해는 헌법적 가치로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강구민, 2010). 따라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무거운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체육의 목표인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인 인간을 목표로 학생선수를 바라볼 필요가 있

다(박혜경, 2015).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학교 운동부를 둘러싼 주체(학생)와 

1) 국민 체육을 진흥하여 온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강화하기 위하여 1962년 

9월 17일 법률 제 1146호로 제정 공포한 법률이다(체육학대사전, 2000).

2) 1972년 제20회 뮌헌올림픽 참패의 결과로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자 민관식 문교부 장관

은 국민의 기본체력이 빈약하고 정신적인 투지가 결여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어렸을 때부

터 체력을 단련시키는 방안이 참다운 체육 진흥책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학교체육 담당기구를 강화하는 한편 각시도 교육위와 교육청에 체육담당직원을 배치하는 

것을 비롯, ①국민학교에도 체육 주임교사를 두어 어린이들의 체육문제를 전담케하고. ②

체력장제도에 의한 특급학생들에게는 학비면제 또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특혜 .③각 

지역 단위로 체육진흥위원회를 설치, 학교와 주민 간에 체육 교육 또는 체육발전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각시도교육감에게 지시했다(경향신문, 1972,09,08).



- 3 -

수요자(학부모), 공급자(감독, 경기연맹), 관리자(학교, 교육청)간의 특수한 이해관

계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류태호, 2003). 즉, 학생의 입장에선 전국대회의 상위

입상으로 대학을 진학 할 수 있고, 지도자에게는 불안정한 고용연장3)과 인센티브

의 실적이 되며, 학교에서도 운동부를 통한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나아가 홍덕기 및 류태호(2007)는 체육특기자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를 

둘러 싼 학교와 선수 학부모의 왜곡된 기대와 보상이 학교 지도자의 왜곡된 역

할 기대를 만들어 낸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학생과 지도자, 학교의 상호적 이해

관계와 보상은 학생선수의 잠재적 실현을 위한 학습권의 기회를 가로막는 원인

이 되며 학생선수에게 학업의 중요성을 소홀히 하게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시기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을 준비하던 14세 중학교 수영선수를 통해서였다. 당시의 그녀는 국가대표로 선

발 된 이후 학생으로서 학업의 중단을 원치 않아 태릉선수촌 입촌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수영연맹은 해당 선수의 국가대표 자격을 발탁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

론에 알려지며 학계와 체육계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왔고, 학생선수의 학습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져 갔다.

이후 학교체육 정상화의 관점에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계의 관심

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다. 학생선수 제도 및 학습권 침해를 지적 한 연구(강창

곤, 2003; 류태호, 2003; 백종수, 2004; 손천택, 2009; 신영균, 2010; 유명한, 2006;

전유리, 2008; 이경선, 2009; 이은정, 2008; 조병욱, 2006; 한태룡, 2008; 허창혁,

2009)는 학생선수의 학업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였다. 나아가 이러

한 논의들은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

육관광부, 2010)과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교

육과학기술부, 2011), 그리고 최저학력 기준을 포함한 학교체육진흥법(법제처,

2013)의 재정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하였다(남광우, 조욱상 2015).

2012년 말 제정 된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선수의 수업참여권 보장, 최저학력제 

도입, 상시합숙훈련 근절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엘리트 선수의 성공 이면에 감

3)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

서 근무경력이 2년이 경과하더라도 정규직 전환이 불필요하여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에 의

해 재고용이 결정되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교육적 기능이 배제된 학생선수를 길러

내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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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진 학생선수의 탈사회화의 문제와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하지

만 일부에서는 학생선수의 재능과 특기를 살리는 것 역시 교육의 한 부분(재민일

보, 2012.6.28.)이라는 의견과, 정부의 기준으로 제정된 학습권보장제가 행복추구

권과 경기력 저하, 학생선수의 피로를 증가 시킨다(김동현, 윤양진, 2011)며 부정

적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엘리트체육계 안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바

라보는 상이한 관점 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지속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본 학생선수 학업 문화는 대체로 ‘공부하는 학생선수 시범사

업’ 및 ‘학습권 보장제’ 시행 이후 미진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강

유원 등, 2011; 김종성, 2015; 이양구, 권형일 2013; 이양구, 유정애 2012; 이제성,

2016).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일반학생선수들의 실태 분석에 초점이 맞춰져 공

부하는 학생선수 문화와 상호적 관계에 대한 이해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나

아가 많은 공분을 샀던 최순실 게이트의 정유라 학사 비리에서 보듯 오늘날 학

생선수의 체육특기자제도와 입시제도 학사관리 시스템은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KBS뉴스, 2017.02.09.). 이러한 근본적 문제의 원인은 학업과는 동떨어진 학

생선수 문화로부터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적 환경 안에서 

학업과 운동을 훌륭히 병행한 우수 학생선수의 사례 연구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를 양성해야하는 시대적 과제 아래 매우 필요한 것으로 제기되는 바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수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업과 운

동을 병행하게 된 동기와 실천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일련의 경험들을 탐색

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에 따른 특성이 앞으로의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제도

적 방향에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기초적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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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현재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제도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학업과 

운동을 훌륭히 병행한 우수 학생선수에 관한 연구이다.

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인식, 학업·운동 병행 동기, 일련의 경험 과정 분석은 공

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학생선

수 학습권 보장 관련 정책과 제도의 방향에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문제

첫째, 우수 학생선수의 학업·운동 병행에 대한 인식과 배경은 어떠한가?

우수 학생선수의 선수 이전의 환경과 배경에 대해 파악하고 학생선수가 된 이

후의 학습권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여 이들의 학업과 운동 병행의 지속적 동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우수 학생선수의 학업·운동 병행 경험은 어떠한가?

우수 학생선수들의 학업과 운동 병행에 대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우수 학생

선수들의 학생선수 시절 문화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어떠한 요인들이 

그들을 학업과 운동을 훌륭히 수행하게 한 동기로 작용하였는지 그들의 경험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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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학생선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학생선수’는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4호의 “학교운동부

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과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의 법률적 정의에 

근거해 살펴보면 대한체육회 및 시·도 체육회에 선수등록을 마친 선수로 전국대

회 및 시도 간 단위 대회에 학교를 대표하여 다른 학교와 승부를 겨루기 위하여 

연습하는 학교 운동선수로 정의 할 수 있다(김정호, 2009).

2) 우수학생선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우수 학생선수’는 법률적 정의에 근거한 학생선수를 포

함하며 중·고교 시절 정규수업을 모두 참여하며 학업과 운동을 병행한 학생선수

를 지칭한다. 대한체육회에서 인정한 전국대회에서 최소 2위 이상의 우수한 경기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학입시 과정은 경기실적 뿐만 아니

라 학업성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함께 병행해간 학생선수를 말한다. 나아가 

해당 종목의 관계자들과 언론보도를 통해 학업과 운동 병행의 우수사례로 평가

되며 인정되는 학생을 본 연구에서는 ‘우수 학생선수’로 정의한다.

3) 학습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학습권’은 좁은 의미에서 기본적 권리로 학습을 받을 

권리이며, 넓은 의미로는 전인적 성장과 관련한 교육을 의미한다(류태호, 2005).

이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해 가기 위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보장되어

야 하는 학생의 권리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교육 

받을 권리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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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한국 엘리트 체육 정책의 변천

우리나라의 체육정책과 제도는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행정 부서를 중심으로 정

부수립 이후에 시작 되었다(체육백서, 2014). 하지만 최근까지의 한국체육의 근간

을 형성하는 엘리트 체육의 기본요소들은 박정희 대통령(1963 ~ 1979)의 재임기

간인 제3공화국체제 안에서 확립되었다. 제3공화국 때 시행되고 제정된 주요 체

육정책은 체육단체의 통합정리, 대한체육회의 역할 확대 엘리트 체육의 육성 및 

강화, 대한체육회의 역할 확대, 스포츠 외교의 확대, 체육조직의 개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체육관계 법령과 정책들은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크고 작은 수

정을 거쳐 왔지만 엘리트체육 우선주의의 큰 맥락 아래에서는 현재까지도 기본

적인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임식, 허진석, 2009). 이에 근거해 제3공화국 시기는 

체육정책과 제도의 틀을 확립하여 체육진흥의 기반을 구축한 시기이다.

박정희의 군사정부인 제3공화국은 1961년 5. 16 쿠데타를 성공으로 정권을 장

악한 이후 체육을 통해 국민적 통합을 이루고자 체육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계

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체력은 국력’이라는 구호 아래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체

력 향상이 국민 통합을 이끌어 내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 여기고 엘리

트체육 육성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에서 1962년 국민체

육진흥법이 제정 되었고 국민체육진흥재단의 설립에 대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의 학교 체육은 효율적인 체육인재를 양성하여 엘리트를 기

반을 조성하는 도구였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20조에서는 “학교의 운

동부 육성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며 이를 뒷받침 하

고 있다. 제3공화국은 1966년 태릉선수촌을 설립하였고, 1968년 대한체육회, 대한

올림픽위원회, 대한학교체육회로 분리되어 있던 단체를 대한체육회로 통합하였

다. 이를 통해 대한체육회는 한국 체육의 중심단체로서 엘리트 스포츠를 관리·육

성하는 단체로서의 그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었다.

제3공화국에서 체육은 정치적 목적에서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예를 들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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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체력을 기르기 위해 만들어진 ‘체력장’은 수류탄 던기기와 ‘그물통과하기’와 같

은 일련의 교과로 구성되었으며 제식훈련과 맨손체조 또한 교과에 포함되어있었

는데 이러한 형태는 군대식 훈련의 연계로 볼 수 있다. 이는 학교라는 제도를 통

해 당시 경제적 조건과 인프라가 부족했던 한국의 시대적 상황에서 미래의 대중

들에게 효율적으로 신체와 정신의 양면을 동시에 통제하는 기술로 설명될 수 있

고, 또한 체육에 대한 정부의 협소한 인식과 정치적 지배력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김정효, 남궁영호, 2009).

1970년대 들어와 ‘학교체육교육 강화방안’이 발표되면서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운동부를 육성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체육능력이 뛰어난 선수에게 상급학교 진학

의 기회를 부여하고 초·중·고로 연계된 우수선수의 양성체계를 위해 1972년 ‘체

육특기생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각종 국제경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의 국위를 선양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5000만 

정도의 작은 나라로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월드컵 같은 각종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체육특기자제도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가능하

였다(김재훈, 2012).

엘리트체육은 더불어 남북한 체제 경쟁의 수단으로 당시 국가의 존재를 구체

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였다. 특히 제4공화국으로 넘어가서 1976년 몬

트리올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한 레슬링의 양정모 선수는 제3공화국의 스

포츠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로 오늘날 까지도 평가되고 있다. 박정희의 제3공화국

의 스포츠정책은 한국엘리트 체육의 초석으로 평가되고 있다(임식, 허진석2009).

제5공화국(1981.3~1988.2)은 유신정권 붕괴 후 정치·사회적 혼란과 권력의 공백

기를 틈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정부였다. 따라서 당시는 학생들을 비롯한 지

식인과 일반시민들의 유·무형의 저항이 있었고, 군사정권의 출현을 경계하는 비

판적인 국제적 시각이 있었다. 제 5공화국은 정통성과 취약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을 적극적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스포츠공화국’으로 불릴 만

큼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체육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제5공화국의 체육 

부문에 대한 정책의지는 체육부 출범으로 가시화 되었다(체육백서, 2014) 체육부

가 발족된 1982년 3월 20일은 한국 체육사에 있어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체육정책을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①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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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 조성과 국민체육의 진흥 ②스포츠 과학의 진흥 ③우수선수의 발굴과 육성 ④

국제 체육활동의 강화 ⑤86·88 양 대회 준비업무 지원을 5대 정책 목표로 지향한

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체육정책을 실제로 지배한 가치는 체육을 통한 국민화

합과 국력의 과시였다. 1982년 12월 31일에 전명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조

(총칙) 제1항(목적)에서는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

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라고 하여 이전의 체육진흥의 목적 외에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

이라는 새로운 목표 즉, 체육의 수단적 가치를 강조하였다. 더불어 체육부의 신

설은 국민체육진흥을 본격화하고, 체육이 생활화 되는 삶의 가치를 추구하였으며 

국민화합 및 복지와 국위선양을 도모하는 정책의지를 체육을 통해 관철시켜 나

갈 수 있었다(체육백서, 2014). 이를 통해 1986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 서울하계

올림픽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준비를 국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더불어 86·88

양 대회를 통해 체육의 외교적 역할 확대와 스포츠를 통한 국제우호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처럼 제5공화국의 체육정책은 국민체육과 엘리트 스포

츠의 균형적인 진흥을 통한 체육복지 달성이 명목적 목적이 있었으나 실질적 정

책은 엘리트 스포츠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86·88 양 대회의 성공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심규훈, 2007). 더불어 제5공화국의 전두환 정권은 스포츠 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정부로서, 국민의 통합과 스포츠에 대한 관람수준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외국과의 스포츠 경기는 애국심의 상징적 수단으

로 이용되었고, 국민통합과 국민들의 자부심을 조작적으로 수행하였다. 매스미디

어는 스포츠로 가득 찬 스포츠 공화국 시대를 만드는데 유효하였고 이를 통한 

사회체육의 붐 또한 국민들의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켰다(강서린, 2012).

문민정부(1993.02~1998.02)인 김영삼 정권의 체육정책 수립 배경에는 두 가지의 

배경이 반영 되었다. 첫 째로,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림픽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세계 체육 강국의 대열에 올라서게 된 것을 기초로 하였다. 두 번째

로, 1989년 수립된 ‘국민생활체육진흥 3개년 계획’을 통해 체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열기가 높아진 생활체육의 활성화의 중요성을 반영하였다. 이와 같

이 과거 군사시절 정권의 국위선양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엘리트체육 활성화 우

선주의가 아닌 국민들 중심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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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추진전략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의식 고취

·체육활동 공간 확충 및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

·국민 체육활동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국민 건전여가 기회의 확대

엘리트체육의 지속적 육성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

·국내 경기대회 운영의 개선

·우수한 경기지도 인력 양성

·체육인 복지 향상 및 체육단체의 자율성 제고

국제 체육협력의 증진

·세계 체육계에서의 한국의 입지 강화

·국제 체육교류 사업의 효율적 추진

·체육을 통한 민족화합 도모

체육과학의 진흥
·체육과학의 연구 기반 강화

·체육과학의 실용화

체육행정 체제의 보강
·체육행정 체제의 정비·보강

·체육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환하고 추진하였다.

이런 문민정부의 체육정책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수립을 통해 집약 

되었다.

표 1.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주요 목표 및 추진전략

* 출처 : 문화관광부(2004),2003 체육백서. p39.

문민정부기간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국정운영 목표로 인해 문화부와 체육청

소년부가 통합되어 1993년 3월 6일 ‘문화체육부’가 발족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행

정 쇄신을 통한 각 부서의 업무의 이관과 축소를 만들어 냈다. 결과적으로 스포

츠과학 육성과 체육지도자 양성 및 우수선수 육성을 담당하는 행정기능이 사라

지는 급격한 변화 양상을 불러왔다. 더불어 체육정책의 변화로 인한 엘리트체육

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국제경기에서의 우승 및 상위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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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목 수 종 목 현 황 인원

1993 3 육상, 수영, 체조 200

1994 8 육상, 수영, 체조, 양궁, 사격, 탁구, 빙상, 스키 495

1995 9
육상, 수영, 체조, 양궁, 사격, 탁구, 빙상, 스키, 

배드민턴
519

가 국가의 위상재고와 국민단합에 효과적이라는 점과 86아시아경기대회와 88올

림픽 경기대회를 통한 세계 10위권의 경기력 수준의 유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엘리트체육의 지속적인 육성이 필요성을 강조하였다(김한나, 2009). 더불어 문민

정부 재임기간 발생한 많은 입시비리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 되면서 체육특

기생 선발의 권한을 대학의 감독으로부터 박탈하고 사전 스카우트를 금지하는 

“특기생 입시부정 방지책”을 발표하였다(임용석, 2013).

문민정부는 체육 진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종목의 대상으로 조사하여 국위

선양의 기여도가 높은 종목의 운동부를 대상으로 초·중·고교 신인선수 육성사업

을 시작하였다.

신인선수 육성사업의 신인선수 발굴 절차는 <그림 1 >,이고 신인선수 육성사업 

추진 실적은 <표 2 >와 같다.

그림 1. 문민정부 신인선수 발굴 절차

* 출처 : 김한나(2009) 인용

표 2. 문민정부 신인선수(꿈나무) 육성사업 추진 실적

* 출처 : 문화관광부(1998). 체육진흥정책평가회 자료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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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선수(꿈나무)로 발굴된 초등학교 우수선수들은 학기 중에는 소속 학교에

서, 방학기간 중에는 경기단체 주관 하에 동·하계 합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993년부터 1995년에 걸쳐 전국 일원에서 해당종목 선수들의 경기력을 배

양하였다(김한나, 2009).

국민의 정부(1998.02~2003.2)는 1998년 IMF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 경제 조건을 

극복해야하는 과제를 않고 출발하였다. 민간화･지방화･다원화라는 환경변화에 부

응하여 체육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갈 수 있도록 체육업무의 분권화와 민간 주

도화를 추진하였다. 즉 IMF 경제위기는 정부행정의 효율적 가치를 추구하며 작

은 정부론을 불러일으켰으며, 전체적인 정부조직의 축소와 함께 체육조직의 축소

도 불가피하였다(김한나, 2009). 국민의정부는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민의정부 체육정책의 목표는 첫째, 평생체

육활동이 정착 되도록 생활체육 참여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 세계 상위

권 경기력을 유지하며, 셋째, 국제체육계의 위상 강화 및 민족화합을 촉진하며,

넷째, 2002년 월드컵축구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발전의 재도약 전기를 마련

하도록 하고, 다섯째, 체육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여

섯째, 체육의 과학화·정보화·전문화를 통한 체육 부문 선진화로 내세웠다.

이러한 정부 체육정책 방향은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복합 체육시설 확

충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2002년 FIFA 한･일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의 성공적 국제행사의 개최를 통해 IMF로 침체된 사

회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전문 체육단체의 자

생력 강화를 통해 엘리트체육의 안정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체육용 기구 등 

스포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체육백서).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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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추진전략

생활체육 참여 환경을

구축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의

체육활동 여건 조성

·지역 공동체 주민활동의 장으로써 체육시설 확충

·미참여 인구의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확대

·생활체육 지도인력의 육성 및 활용

·민간 주도적 생활체육 확산

세계 상위권 경기력의 유지

및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연계 강화

·선수 발굴 및 육성 체계의 전문성 보강

·경기단체 자율성 제고

·경기운영 체계의 합리화 및 전산화 강화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균형발전

국제교류 역량 강화 및 남북

체육교류 촉진

·체육교류 대상국 확대 및 교류 내실화

·체육외교 역량의 강화로 국제체육기구 내 역할 강화

·남북체육교류 추진으로 민족화합 분위기 조성

·국가 이미지 홍보를 위한 상징 종목의 세계적 보급 확산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발전의

재도약 전기 마련

·대회 준비 운영체제 구축, 경기장 등 대회 시설 확보

·경기운영, 개회식 등 대회운영 단계적 준비

·범국민적 대회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전 정부적 지원

체육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체육과학의 연구기반 강화

·취약 지구 민간 체육시설 우선 융자 지원

·민간 체육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체육 서비스 소비자의 권익 및 안전 보호를 위한 조치 강구

경쟁력 있는 체육과학 발전

추구 및 체육행정 능률 향상

·한국체육과학연구원 기능 증대

·국민체력 증진 연구 및 경기력 향상 연구 역량 강화

·체육부문 종합정보망 구축 및 다양한 체육정보 제공

·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지방 체육조직에 전문 인력 배치

표 3. 제2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주요 목표 및 추진전략

* 출처 : 문화관광부(2004),2003 체육백서.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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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표 추진전략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친화형 생활체육 공간 확충

·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과학적 국민체력관리 시스템 구축

·레저스포츠 발전 방안 마련

·생활체육지도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생활체육 인식 제고 및 추진체제 강화

과학적 훈련 지원을 통한

전문체육의 경기력 향상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체계 확립

·전문체육시설의 다기능화 현대화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등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전문체육단체 자율성 및 재정자립 기반 강화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지원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

·스포츠산업 진흥 관련 법적기반 마련

더불어 국민의 정부에서는 체육특기생제도에 ‘동일계 진학’이라는 조치를 발표

하였다. 이는 교육부의 학생선수들의 학습정상화라는 목적이 있었지만 학생선수

의 학업 선택권을 봉쇄하는 교육부의 근시안 적인 정책으로도 평가된다. 더불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준비하던 학생선수의 외침을 통해 학생선수 학습권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임용석, 2013).

참여정부(2003.2~2008.2)는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육정책을 설정 하고자 하였다. 참여정부의 체육정책의 목표는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을 통해 잘 나타나 있다. 내용으로는 첫째, 생활체육 참

여율의 획기적 제고(50%)로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 둘째, 세계 10위안의 경

기력 유지를 통해 국위선양, 셋째,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발전 및 지역 균

형발전, 넷째, 국제체육교류의 실질화로 국가이미지 제고, 다섯째, 남북체육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 화해 분위기 구축이 있다.

참여정부의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서의 체육정책 목표와 추진전략은 <표 

4>와 같다.

표 4. 참여정부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주요 목표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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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체육교류 협력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로

·세계선수권대회 등 종목별 주요 국제대회의 유치

·스포츠외교 전문 인력 양성

·스포츠산업 진흥 관련 법적기반 마련

체육과학의 진흥 및 정보화
·체육의 학문적 연구 활동 지원

·체육종합정보체계 구축

체육행정시스템의 혁신과

체육진흥재원 확충

·체육정책 추진체계의 체계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 조성

* 출처 : 문화관광부(2006),2005 체육백서. p14.

참여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우수선수의 발굴 육성과 관리를 위해 후보 선수의 

발굴 및 육성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수 발굴과 훈련에 과학을 접목

하여 보다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하였다(체육백서, 2008). 나아가 종목별로 우수한 

외국인 코치 초청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

구원이 중심이 되어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국제경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

화된 시스템과 장비를 활용하여 국가대표 선수를 지원하였다. 참여정부는 국가대

표 선수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였는데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훈련하

고 입촌 생활에 적응하도록 선수촌 내 부대시설을 늘렸다. 더불어 학생선수의 선

수촌 훈련으로 인한 학업 손실을 보충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

안도 모색하여 시내거주 선수의 오전수업 참가를 보장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 거

주 선수를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국가대표선수단의 사기를 고양하

기 위한 선수와 코치의 수당을 확대 지원하였다(김한나, 2009).

이명박 정부(2008.2-2013.2)의 스포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중 비전으로는 ‘스

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목표로는 ‘스포츠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

고’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이다(체육국, 2011).

문화비전 2008-2012’ 에서는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를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로 설정하였고, 신나는 한국인, 스포츠로 신명나는 나라’ 라는 

주제로 ‘15분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즉, 문을 열면 15분 거리에 원하는 스포츠

를 즐길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겠다는 슬로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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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목표 추진 내용

체육활동 참여여건 개선

·지역 스포츠클럽 정착 및 활성화

·체육인력 활용 제고 및 국민체력 향상

·맞춤형 체육복지 구현

·전통무예 지정 및 육성 보급 강화

·생활체육시설의 확충 및 활용 제고

·레저스포츠시설·공간 확충

체육 친화적 교육환경

교육 친화적 체육환경

·학교 기본체육활동 기반 조성

·학교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지원

·선수 인권보호 체계 구축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 병행 환경조성

함께 누리는 체육활동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장애인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과 체계적 관리

·소수자계층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및 자원봉사 활동 전개

세계 속의 스포츠한국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스포츠 강국 이미지 지속

·스포츠 외교인력 양성 및 국제 활동 강화

·태권도의 세계화

·선진 스포츠도핑 방지시스템 확립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프로스포츠 자생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활동 강

화

·스포츠용품 고부가가치화 및 U-스포츠 사회 구축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체계 구축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환경 개선

전문체육

국제경쟁력 강화

·2012 런던 하계올림픽경기대회 대비 국가대표선수 체계

적 양성 및 훈련의 과학화

·우수선수 자원의 확대 및 육성시스템 강화

·비인기 종목 활성화

·스포츠 의·과학 및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

·육상진흥 토대 마련을 위한 추진계획 이행

·전문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이명박 정부는 학교체육 정상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영역별 세부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표 5 >와 같다.

표 5. 이명박 정부 문화비전 체육부분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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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행정 시스템의 선진화

·체육단체의 조직 및 기능 선진화

·선진형 체육 법·제도 정비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 출처 : 체육백서 2014

먼저, 학교체육에서는 체육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 기본체육활동 기반 조

성,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전국대회 운영제도 개선,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병행 환경 구축 선수인권 보호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체

육백서, 2014). 더불어 전문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훈련여건 개선, 레저스포츠시설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세계 속의 스포츠 대한민국을 위해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스포츠외교력 

양성 및 국제 활동 강화, 선진스포츠 도핑방지시스템, 태권도의 세계화를 확립하

였고, 엘리트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2런던 하계올림픽 경기대회 대비 국

가대표 선수양성, 우수선수 자원 및 육성시스템 확대 강화, 비인기종목 활성화,

육상발전 계획 추진,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엘리트체육시설 확충과 스포츠의 과

학 정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 하였다.

이명박 정부 재임기간인 2012년 1월 26일 ‘학교체육법안’과 유사한 “학교체육

진흥법안”이 박영아, 안민석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정되었고, 2013년 3월 23일 시

행되었다(임용석, 2013).

이상의 학교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활발한 개정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5년간 개선하지 못한 과제로는 체육단체의 조직 및 선진화 미흡, 프로스포

츠 승부조작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응 미흡, 학교운동부 제도 개선의 성과 미

흡, 소외계층 스포츠 참여 지원 미흡, 체육단체 인사부실 및 남북한스포츠교류 

활성화 부재 등이 주요 미흡 부분으로 지적 된다.

박근혜 정부(2013.2-2017.3)는 체육정책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였고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체육을 국정목표중 하나로 포함 시킬 만큼 역대 어느 

정부 보다 체육을 중시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 하였고 창의교

육과 문화가 있는 삶을 설정하였다. 즉, 스포츠를 통해 국격을 높이고 갈등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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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제 과제 내용

학교교육 활성화

추진

·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배치 확대, 중·고교스포츠 강사 확대배치

·우수스포츠클럽 지원

·학교 운동장 및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체육활동 여건 개선

문화재정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재정 2% 달성

·예산과 기금재원을 균형있게 확충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해소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

·체육시설 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청소년 체육교실 등 확대

·공공문화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한 개보수 지원 및 어

울림 스포츠센터 건립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 시설 파견 확대

·체육시설 내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청소년 체육교실 등 확대

·공공문화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한 개보수 지원 및 어

울림 스포츠센터 건립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남북스포츠교류 정례화 추진

·개도국 스포츠지도자 및 선수 초청 사업 등 문화 ODA확대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통합콜센터(#7330)도입

·전 국민 스포츠·체력 인증제 도입

·종합형 스포츠클럽 설립 추진

·국가대표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 및 학교스포츠강사 처우개선, 체

육인 진로지원 등 체육인 복지 강화

·태릉, 태백 진천 국가대표훈련장 효율적 기능 분담

·스포츠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 수립,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애고 경제를 키우고 행복을 키우고 마지막으로 문화를 키우는 체육문화를 지향

하였다. 나아가 주요 비전으로는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스포츠 문화

(empowering sport)를 만들어 행복한 국민과 행복한 한반도(happy korea)를 만들고 

나아가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어 가는 것을 주요비전으로 설명하였다. 박근혜 정

부의 주요 체육국정과제는 다음의 <표 6 > 같다.

표 6. 박근혜 정부 주요 체육부분 국정과제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4)



- 19 -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본 엘리트스포츠 정책은 국가대표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 및 은퇴 후 진로를 지원 하였고 스포츠 강사의 처우개선 등 체육인 

복지적 측면을 강화하였다. 더불어 태릉선수촌, 태백선수촌, 진천국가대표훈련장

의 효율적 기능 분담을 도모하였으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군체육부대의 동계

종목 확대와 해양경찰청의 체육단 인원증원, 실업팀 창단 시 세제 혜택과 직접적

인 지원 등을 하였다(체육백서, 2014). 또한 재임기간 체육의 지속성장 동력과 효

율성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일원화도 추진하였다. 통합준비TF

팀과 경영혁신팀을 중심으로 체육단체 통합을 추진하였고 2015년 3월 3일 국민

체육진흥법 개정 법안이 국회에 의결되고 3월 27일 개정법이 공포되었다. 2015년 

5월 18일에는 ‘통합준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 되었다. 통합

준비위원회는 2015년 6월 26일 출범과 동시에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1일까

지 13차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두 단체는 2016년 3월 27일 이전

에 통합하며, 통합체육회 출범 시부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現 대한체육회 회

장과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이 공동회장을 맡기로 결정 되었다(체육백서, 2015). 리

우 하계올림픽 대회 이후 통합체육회 회장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었으며 2016년 

10월 5일 제40대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이기흥 전 수영연맹 회장이 당선 되었다.

하지만 재임기간 엘리트 체육에 대한 관심과 개선의 움직임 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생선수 육성제도(학생선수 인권 및 학습권 보장)에 대한 선진화가 미

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국정농단의 중심

에 체육이 핵심적으로 대두 되며, 체육현장의 학생선수 학사관리 및 체육특기자 

제도의 허술한 시스템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났다. 나아가 엘리트체육 변천 과거

사에 있어 많은 미흡함을 남긴 정부로 평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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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선수와 학습권 이해

1) 학생선수의 학습권

(1) 학습권의 개념 및 법적성격

우리 헌법 제 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3조는 ‘학습권’이라는 명칭 아래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

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학습권’을 실정법상

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교육을 공급하는 공여자 중심입장에서 교육을 생각하며 우리는 ‘배우

는 권리’로 학습권을 인식하였다(이세연, 2013). 하지만 오늘날 학습권은 사회권

적 성격과 함께 생존권·자유권적 성격으로서 ‘학습을 받을 권리’로 강조되고 있

으며(안주열, 2000) 교육을 받고 학습하는 것을 인간의 권리로 성장하고 발전 하

는 생애의 권리로 확대 설명 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권을 살펴본다면 학습권의 내용을 다음의 세 가지의 관

점으로 볼 수 있다.

첫째,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라 

함은 재능과 그 밖의 일신 전속적 능력에 따른 교육, 즉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상응한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교육

을 받을 전제조건으로서의 능력을 갖추었을 경우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

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권영성, 2002).

둘째,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균등한 교육은 자유권적 측면에서는 능

력 이외에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적인 교육기회를 만들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권적 측면에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

도록 교육시설을 설치·운용하고 장학정책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교육의 외적 조

건 정비를 요구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동현, 윤양진, 2010).

셋째,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대상이 되는 교육은 학교교

육과 사회교육이다. 학교교육에 관한 법률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



- 21 -

육법등이 있다. 학교교육 가운데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다. 사회교육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것이며, 평생 교육은 학교교육을 배제한 모든 조직적 형태의 교

육활동을 말한다(양건, 2009).

더불어 학생의 학습권은 권리 법력설에 따라 법적 개념으로서 “교육에 관한 

이익을 일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학생에게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고 남

을 지배할 수 있는 힘” 즉, 법에 의해 보장된 학생교육에 관한 권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학습권은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

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학습권의 법적 

성격으로 해석되며 통용된다(이제성, 2016).

따라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법률적 의미로 정리하면,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근거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학생으로서 수업을 

들을 권리는 학생선수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 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윤리적 

의무로 구분되는 교육적 의무가 포함된 권리이다. 더구나 의무 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선수의 경우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부

모 교사에게도 의무가 주어진다(김동현, 윤양진, 2010). 이상과 같이 학습권은 우

리 헌법이 추구하는 직업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등을 아우르

는 헌법적 가치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무거운 시각에서 학습권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강구민, 2010).

(2)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

2000년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 대표팀 소집에 불참했던 14살 수영선수

의 외침4)은 우리 사회로 하여금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해 관심을 불러일으킨 

첫 번째 사건이다. 이후 학생선수 학습권의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 되었지만 

오늘날에도 경기력 향상 및 상급학교의 진학의 목적으로 발생하는 학습권의 박

탈은 과거의 국가주의로서 체육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던 1980년대 상황과 다를 

바 없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은 청소년으로서 정체성이 확립되고 개인

4)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준비하던 중학교 수영선수 장희진 양은 수영연습과 학교생활을 

병행하고자 태릉선수촌 입소를 거부하였다. 이에 수영연맹은 그녀에게 주어진 국가대표자

격을 박탈하였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몇몇 체육 및 시민 단

체들을 중심으로 구명운동이 전개 되어 결국 그녀는 국가대표선수자격을 회복 하였지만, 

그녀는 복귀 대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미국의 고등학교 진학을 선택하였다.



- 22 -

의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학습

권박탈로 인한 비교육적 경험은 학생선수들에게 정체성 문제를 일으키며 역할혼

미를 경험하게 한다(강신녀, 2011). 이처럼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현대 사

회의 폐해가 오늘날 학생선수의 학습권 침해로서 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것

이다. 또한 학생선수는 일반 수업시간표와 훈련 시간표라는 두 가지 시간표를 적

용받으면서 ‘이분법적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홍덕기, 류태호 2007). 시간적 측면

에서 학생선수들은 과도한 훈련과 시합출전을 통해 학업결손과 기본 소양의 부

족을 느끼게 되고 스포츠 이외에는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

를 상실하게 된다(류태호, 2006). 학생선수로서 더 많은 시간 자신의 종목에 몰두 

할수록 부상 등으로 인한 신체의 소외가 가중되며 인간적인 삶에서 소외 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사회적 무능력자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공백현상’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 비추어 스포츠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 사회적 인식을 확산 시키고 스포츠 발전의 뿌리가 되는 인적 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한다(홍덕기, 류태호 2007).

학생선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반(反)인권적 구조의 기저에는 학생선수가 학

업을 병행했을 경우 경기력 저하가 있다는 고정관념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고

정관념은 학생, 학부모, 코치, 연맹 등의 과도한 경쟁으로부터 기인한다. 수요자

로서 학생과 학부모는 단기적으로 상급학교 진학의 합법적 수단이 되는 경기력

에 집중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직업선수로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대회 

입상실적에 집착한다. 공급자인 코치와 경기연맹은 우수 선수 육성을 통해 부와 

권위, 명성을 얻으려는 의도를 갖는다. 더불어 관리자로서 학교와 교육청은 실적

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며 이러한 수요자, 공급자, 관리자 

세주체간의 연합적 경쟁 구조 속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

럽게 멀어지고 있다. 더불어 국가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대회 메달을 통해 국가적 

자부심을 정권 유지 차원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홍덕기, 류태호 2007).

즉 학생선수들은 학생의 신분임에도 정상적인 학업을 이어나가기 힘든데 는 

학교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와 학교, 학부모,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온전히 제도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의 문제이며 학교의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보장 불이행 및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저하 등이 그 원인이라 설명할 수 있다(김상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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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선수의 실태

(1) 수업참여 인식

대한민국 제도권 내에서 학생선수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막중한 의

무를 부여받고 있다. 더불어 많은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 사이에서 육체적 정

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신창훈, 2012).

학생선수들의 학업 인식에 있어 중학교 학생선수들의 54.3%가 수업참여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수업 결손에 따른 학습수준의 차이로 인해 수업 참여

에 대한 관심도는 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백종수, 2004). 수업 결손은 오

늘날에도 엘리트 체육의 구조적 문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고교 학생선

수들 또한 잦은 시합 출전으로 인해 학업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학

력저하에 대해 어느 정도 체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강창곤, 2004). 하지

만 학생선수로서 수업을 빠지는 것은 수업 이상의 더 큰 문제점을 담고 있다. 수

업 결손을 통해 많은 학생선수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고학년으로 올

라가게 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일반학생들과의 학력차가 크게 발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는 학교 수업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교

실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무영, 조미혜,

2004).

수업 결손은 학생선수의 학업 포기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의 60..6%가 수업결손에 대한 보충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

으며(이제성, 2016), 권순용(2012) 역시 ‘학생선수의 학습태도 및 학습능력 제고 

방안 연구’에서 정규수업 결손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의 51%가 전혀 수업 보충

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였다.

즉, 현재 우리의 학생선수는 교육과 스포츠 공간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학교현

장의 울타리 안에서 학업을 등한시 한 경기력 향상의 공간으로 학교가 활용되고 

있다 해석 할 수 있다. 나아가 학생선수들은 수업 참여시 ‘운동 피로’에 대한 걱

정으로 학교 수업에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제성(2016)은 전체 학

생선수 응답자 중 41.9%가 ‘운동피로’로 인해 수업에 불참한다고 밝혔으며, 최유

리, 이용국(2014) 또한 학생운동선수가 ‘운동 피로’로 인해 남학생 36.8%, 여학생 

32.6%가 공부를 하지 않는 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반학생은 ‘학업에 소홀’ 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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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수를 가장 부정적인 인식으로서 판단하고 있었다(주병하 등 2013). 학생선수

와 일반학생들 사이에는 학생으로서 가져야할 ‘학업‘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서 

심각한 괴리와 학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일반학생과 학생선

수를 서로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많은 학생선수

들은 학력저하에서 오는 소외감으로 대인 관계에 있어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운동관련 선·후배와 동료, 지도자 등의 매우 한정적인 그들만의 “패쇄

적 대인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류태호,이주욱, 2004). 이러한 대인 관

계는 그들만의 운동부 문화로 정착되며 수업참여를 소홀히 하게 하는 원인으로

도 지적 된다.

(2) 학생선수의 학교생활

학생선수들은 학교생활의 많은 시간을 다가오는 대회의 승리를 위한 경기능력

을 향상 시키는데 할애 하고 있다. 이러한 대회의 승리의 귀결에는 또한 상급학

교 진학이 자리하고 있다. 공부를 하면 너무나 어려운 대학 진학이 운동부 학생

들에게는 금메달 1개로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입학은 물론 장

학금까지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도 있다. 상급학교 진로를 위해 학생선수들은 

새벽 오후 야간으로 이루어지는 힘든 훈련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선

수들에게 수업은 공부시간이 아니라 휴식을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보내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김동현, 윤양진 2011). 수업이후의 시간에 있어서도 학생선수는 

일반학생과는 다른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요소를 가지고 있다. 합숙소라는 훈련에 

최적화된 공간 안에서 그들만의 훈련 중심 생활을 하고 있으며, 학생이 아닌 운

동선수로 성장하며 학교안의 또 다른 공간의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이런 

학교 안의 문화 공동체를 류태호, 이주욱(2004)은 ‘섬 문화’로 특징지어 설명한다.

섬에 생활하는 사람처럼, 운동선수들은 일반학생과 자신을 구별 짓는 복장과 규

칙 그리고 의사소통 체계를 가지고 개인적 성취와 성공을 동일하다고 인식하며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생선수의 학교생활은 기이한 형태로 발생하고 발전되어 가며 학

생선수가 수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야단치는 교사, 운동부지도자, 선배가 없는 상

황 또한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과 학업문화 속에서도 졸업은 큰 문

제없이 가능 하였다. 하지만 2013년 시행된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정책인 



- 25 -

‘학습권 보장제’5)는 미약하지만 학생선수의 학교생활과 학업문화를 조금씩 향상

시키고 있다(이양구, 권형일 2013 ; 이양구, 유정애 2012 ; 김종성, 2015 ; 이제성,

2016). 강유원 등(2011)은 학습권 보장제 이후 학교운동부의 문화에 대한 연구에

서 “학생선수가 운동선수에서 학생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섬 문화에서 뭍 문화’

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학생선수에게 학습권 및 수업권이 확보되고 

있으며 고립된 운동부 생활을 탈피해 개방형 문화로 나아가며 일반 학생과의 교

류 증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 되어 진다.

3) 학습권 관련 법·제도

(1) 학습권 보장제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관련한 법·제도를 살펴보면 교육부 법령으로서 교육기본

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이 있다. 더 나아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직접적

으로 규정하는 법률로서 학교체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지역별

로 학교운동부지도자 업무지침 등이 있다(박혜경, 2015)

학습권 보장제는 지난 2010년 시범운영을 시작해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이제성, 백종수, 2016). 학습권 보장제는 학

생선수의 최저학력의 기준을 세워 일반학생에 비례한 교과별 성적이 전체 평균 

성적의 50%(초등학생선수), 40%(중학생선수), 30%(고등학생선수)에 도달해야 한

다는 기준을 담고 있다.

학습권 보장제의 주요 골자는 학습권 보장,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 정규

수업 의무화 및 수업결손 보충. 각종 대회를 주말리그대회로 전환, 공부하는 학

생선수 지원 시범사업계획 등이 있으며 학교성적이 부족한 학생에게 전국단위 

경기대회 출전제한 등의 학력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선수들에게 체계적인 교

육을 실현시켜 바람직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데 있다(교육부, 2016).

5) 학습권 보장제의 주요 골자

학습권 보장제의 골자는 학습권 보장, 학기 중 상시 합숙훈련 금지, 정규수업 의무화 및 수

업결손 보충, 각종 대회를 주말리그대회로 전환,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계획, 

전국단위 경기대회 출전제한 등의 학력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선수들에게 체계적인 교

육을 실현시켜 바람직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데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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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권 보장제: 일정 성적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에 대해 각종대회 참

가를 제한하고, 다양한 학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력을 증진하는 제도

○ 적용 대상 : 초4~고3(9개 학년), 국가대표 선발선수 미적용

*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교운동부 활동이 시작되므로 초1~3학년은 제외

○ 적용 시험 및 교과

*적용 시험: 학교 시험(1·2학기말고사/연2회)

*적용 교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 교과와 동일함

-초·중: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고: 국어, 수학, 영어(단, 전문계고 등 이수를 하지 않을 경우 전문 과목

으로 대체)

○ 최저 학력 기준

*1·2학기말고사에서 전교생 평균성적과 비교하여 최저학력 기준(절대평

가)설정 -초등학교:50%, 중학교:40%, 고등학교:30%

(예시: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일 경우 초등=35점, 중등=28점, 고등=21점)

○ 적용 시기

*2010년도 시범 운영 후 2011년부터 초(4~6학년), 중, 고 단계적 확대 시행 

(2017년 고3까지 단계적 적용)

*2010년도 시범운영 계획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학교1) 12개교(4개 시·도 x 초·중·고)와 별

도로 48개교 운영(16개 시·도 x 초·중·고)

* 시·도교육청별로 종목별을 다양화하여 시범 운영 학교 선정

○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 제재 방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서 개최하는 경기대회 출전금지

-단, 국제경기대회(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및 대

한체육회 경기단체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는 참가 가능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등록은 가능

*학교장이 학생선수 성적을 확인하고 대회출전 승인, 대회 주관 기관(경

기단체 등)에서 확인(대회참가 신청서에 학교장 성적확인란 신설)

표 7. 학습권보장제의 세부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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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학력 기준 미달 학생선수 구제 방안

*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의 학력증진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 교육청, 학교, 경기단체 등에서 제공되는 학력증진 프로그램에 적극 참

여

*학력증진 프로그램(최소 60시간 이상) 수료 학생선수의 경우 교육감(장)

이 출결, 학습정도 등을 확인하여 각종 경기대회 참가 허용가능

적용년도

학교급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초 시범 초4-6 - - - - - -

중 시범 - 중1 중2 중3 - - -

고 시범 - - - - 고1 고2 고3

표8. 최저학력기준 단계별 적용계획

*김재훈(2012) 내용 참조

더불어 학습권 보장제의 주요 내용 중 주목할 것은 ‘최저 학력제’ 도입의 확대

이다. 이 정책은 연도별로 최저학력 기준을 확대하여 2011년에는 초등학교 4-6학

년 2012년에는 중학교 2학년, 2014년 중학교 3학년, 2015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단계별로 적용되며 2017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최저학

력 기준 단계별 적용계획은 <표 8>와 같다.

※ 출처 : 교육부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2015)

이 사업을 통해서 초·중학생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 적용 시험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5과목이며 고등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이다. 대상 

학생선수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1, 2학기 기말고사에서의 성적을 해당 학교 학년 

교과별 평균성적과 비교해 초등학교는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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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학교급 학년
학년별

학생선수 수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 수
미 도 달 률

(%)

2014

초

4 4,115 217 5.27

5 5,122 459 8.96

6 5,226 470 8.99

중

1 6,014 1,948 32.39

2 6,197 2,211 35.68

3 5,718 2,422 42.36

합계 34,837 7,727 23.85

2015

초

4 4,698 227 4.83

5 6,121 467 7.63

6 6,466 544 8.41

중

1 7,419 1,807 24.36

2 7,611 2,686 35.29

3 7,535 3,148 41.78

고 1 6,899 1,843 26.71

합계 46,749 10,722 22.94

(단위: 명, %)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간주 한다. 최저학력제 시행현

황은 <표 9>과 같다.

표9. 최저학력제 시행현황

※ 출처 : 교육부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2016)

2015년 최저학력제 시행 결과 중학교 3학년이 41.78%로 나타나 가장 많은 학

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초등학교 4학년이 4.83%로 가장 적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학년이 증가할수록 최저학력에 도달

하지 못하는 학생선수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최저학력 

기준미달 학생선수에게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운영 및 학생선수 참여 의무화 그

리고 학교 자체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체육백서, 2015). 나아가 최

저 학력 기준에 미달한 학생선수는 교육감이 출결 및 학습상황을 확인하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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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중학생(5개 교과)는 교과별로 

12시간씩, 고등학생(3개 교과)는 20시간씩, 총 6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

야한다.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선수는 국가, 체육단체 등이 개최하는 대

회에 출전하지 못하나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와 같은 큰 국제대회

는 참가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에 선수등록을 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학습권 보장

제의 도입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서 학교운동부에 대한 교

육적 목적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제정 및 실시하고 있다.

(2) 해외 사례

가. 미국

“미국대학스포츠의 최우선 과제는 학업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고 학

업성적이 나빠서 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Reynolds 미국인디애나대학교 체육위원회 부위원장-

미국 고교를 비롯해 대학운동부 훈련 및 대회운영방식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모든 선수들은 정해진 학력규정을 준수해야 하

며 고등학교의 경우 시즌이 시작되기 9주 전 성적이 1.5GPA이상과  F학점이 없

어야 시즌 참여가 가능하다. 대회기간은 야구 3월초-5월초, 축구는 8월초-익년 1

월, 농구는 11월초-이듬해2월 등으로 구분 되어 있어 한국의 학기 중을 관통하는 

리그기간과 차이를 보여준다. 주말은 정규 수업이 없으므로 경기시간은 유동적이

다. 평일 연습시간도 수요일 저녁과 일요일 연습은 금지되고 법정 공휴일의 경우

에도 연습이 금지되어 있다. 학생선수의 성적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코치는 학습계획을 마련하고 제공할 의무를 가지며 학생선수

는 학기말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팀 멤버에서 제외된다(이용식, 2013).

미국은 한국과 달리 학업이라는 학생의 권리에 대해 종목 경기단체의 권한이 

아닌 고등학생 대상 스포츠 연맹체라 할 수 있는 National Federation of State

High School Associations 약칭 미국고교스포츠협회(NFHS)가 전체적으로 고교운동

부 운영을 관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미국고교스포츠협회는 전 미국고등학교 

스포츠종목 18개를 관장하는 최상위 기관으로 모든 종목의 대회와 관련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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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항목 내용 근거

출 전 규 정

▶시즌 개최 전 학기를 이수한 학생선수만이 당해 연도 시즌에 출전

▶최소 과목 평균점수 2.0(C0)rk 되는 선수에 한해 공식 

경기 참가

policy

16

공식 연습 규정 ▶ 학업을 위해 토요일에 공식연습 개최 불가
policy

19

기타(비시즌관련)

규 정

▶(비 시즌에) 공식연습을 할 수 없으나, 정규 시즌의 

공식 연습일수를 줄인 만큼 비 시즌 공식 연습을 할 수 

있다.

▶(비 시즌에) 어떠한 공식 경기도 가질 수 없다.

policy

23

policy

24

위반 시 

처벌규정

▶최소 $2,500 이상의 벌금

▶연습시간 상실

▶정규시즌 홈경기 축소

▶챔피언쉽 경기 참가권 박탈

전

policy

에 공통 

적용

규칙 및 규정을 관장하고 있으며 종목별 규정집 발간과 코치 교육을 주관한다.

약 18,500개의 고등학교가 미국고교스포츠협회에 속해 있으며 미국고교스포츠협

회 하부에는 미국 전역의 주고교스포츠협회가 속해 있다(박혜경, 2015). 미국고교

스포츠협회(NFHS)는 성적평점을 기준으로 학생선수 경기출전을 제한하고 있는데 

학생선수는 시즌개최 전 학기를 이수한 후 최소 평균점수 2.0이 되어야 경기에 

참가 할 수 있다. 또한 토요일과 비시즌의 공식연습을 원칙적으로 규제하며 비시

즌에 공식경기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한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NFHS의 선수출전 및 공식 연습규정

은 <표 10>과 같다.

표10. NFHS의 선수출전 및 공식연습규정

※ 출처 : 한태룡 (2008)

미국고교스포츠협회(NFHS)는 가입학교의 학생선수 관련 조치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학교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학교가 학업보장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하는 경우 주요 위반으로 간주하여 심각한 제제가 가해진다. NCAA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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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대학스포츠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고교 학생선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NFHS와의 밀접한 조직적 연계를 지니고 있으며, 대학 입학규정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 개인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NCAA는 대학

생의 학업 향상과 졸업률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학업개혁패키지를 시행하며 그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한 학업진행률(AcademicProgress Rate)라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나. 일본

일본의 학교 스포츠는 우리나라 시스템의 같은 엘리트 선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일본의 학교스포츠가 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스포츠의 경험을 

제공하고 생애에 걸쳐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는  

‘운동부 활동 = 엘리트 선수’라는 우리의 공식과는 많이 다르며 실제로 일본의 

모든 조사대상 학교에 운동부가 존재한다. 나아가 중학교의 74%, 고등학교 49%

의 학생이 운동부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한태룡, 2008). 일본의 학교스포츠 

시스템인 운동부 활동은 한국의 특별활동과 학교운동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

규 교육과정 외의 방과 후 동호회활동이다. 이는 학생스스로 조직 및 운영되어 

있고,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모임으로 학업이 전제되며 철저하게 방과 

후 활동으로 제한하고 초등학생은 대회경기 금지, 중학생은 방학 중 개최되는 전

국대회 연간 1회 참여 할 수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 방학 중 개최되는 전국대회

를 연간 2회 참여하도록 활동원칙이 정해져 있다. 일본의 학교운동부 특징은 체

육수업과 더불어 특별활동, 종합 학습시간, 운동부활동 등 학교 교육의 전반에 

건친 활동과 기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김상훈, 2012). 따라서 일본의 

학교운동부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적 활동으로 정의되어 교육 적합성을 중요

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운동부활동 자체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학교는 스스로 수업을 포

기하고 훈련의 강화를 통해 대회에 출전해 얻는 승리는 스포츠의 가치 및 교육

적 적합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확고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운동부

원의 훈련은 방과 후부터 늦은 저녁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에 국한되어 이뤄진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은 제도적 주체인 중앙정부, 체육단체, 지방자치단체차원 등의 

규제 하에서 보장받고 있다. 일본은 학교체육의 정상적인 운영과 운동특기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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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학생의 자율적인 운동부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클럽스포츠를 통한 

사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학교운동부에 속해있는 학생은 학업에 

있어서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학교생활을 하며, 운

동부활동은 방과 후 특별활동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이경선,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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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권 관련 이슈와 쟁점

학생선수의 학습에 대한 권리는 부조화된 구조적 문제 앞에 엘리트체육의 문

제로 제기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시기는 2000년 장희진 선수

의 사건6)을 통해서 였다. 이후 학교체육정상화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고 흐름에 따라 크게 논의, 시행, 평가의 세 가지 단계로 학생선수 학습권의 

연구들이 이루어 졌다.

첫 번째 연구의 흐름은 논의 적 단계로서 2010년 학습권 보장제 이전의 학생

선수의 학업문화와 실태에 관한 연구였다.

강신욱(2003)은 학교운동부의 운동과 학업 수행 및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에서 

동부 코치를 대상으로 연구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로 학교 운동부의 운동시

간과 주당 훈련일수 연간 합숙훈련 등의 훈련 운영 실태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

였고, 학생선수의 부족한 정규수업 참가와 수업결손 그리고 수업 결손이 이후에 

보충되지 않는 운동부 문화에 대해 지적 하였다.

강창곤(2004)은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학업결손에 대한 인식을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선수들이 학업에 대한 성취 욕구는 있지만 현실적

인 시스템의 한계로 수업 결손이 일어나고 있으며 학생선수들의 생활이 교육적

인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상연, 안민석(2004)은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은 심각한 수위에 다다르고 있으

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인식 전환 및 제도적 개선책들이 시급하다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류태호, 이주욱(2004)는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해 운동선수의 학교생활과 운동

부 문화를 심층적으로 기술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로 운동선수는 일반 학생과는 

다른 제로섬(zero-sum)게임과 같은 승리지상주의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전수 받

6)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가 사회적 공론화로 부상된 시기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준비

하던 14세 중학교 수영선수를 통해서 였다. 당시 14세의 그녀는 학업의 중단을 원치 않아 

국가대표 선발 이후 태릉선수촌 입촌을 거부하였고 이후 수영연맹은 절차에 따라 국가대

표선수자격을 발탁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이 우리사회에 화두가 되

었고 본격적인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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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전체주의 문화가 깃든 훈련 방식과 합숙소 생활을 통해 ‘섬 문화’와 

같은 독특한 문화를 형성 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김민수(2005)는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학교생활 실태 분석에서 학생선수들은 

낮은 학습참여와 왜곡된 정규학습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제시하

였으며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의 방안 모색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류태호(2005)는 학원스포츠의 과제와 전망을 분석한 연구에서 사회적 정치적 

목적으로 수단화 되어 교육적 목적이 배제된 발전한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의 문

제에 대해 지적 하였으며,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학원 스포츠 패러다임으

로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 하였다.

이혁기 외(2007)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D중학교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며 

결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에 대한 의미를 정리하였다. 나아가 공부하는 학생선

수 상에 대한 주요타자들의 인식을 분석해 이상적 운동부 문화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홍덕기, 류태호(2007)은 인권으로 바라본 학생선수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선수의 

삶은 ‘이분법적 시간’, ‘고립된 섬’, ‘위계적·억압적 관계맺음’, ‘승자독식’,을 경험

하며 인권 침해의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밝혔으며, 학생선수는 인권의 관점에서 

‘학생으로서의 학습권’, ‘스포츠기본권’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한태룡(2008)은 학생선수의 학업활동 실태조사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의 

일환으로 제기 되고 있던 최저학력제 도입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

구 결과로 학생선수의 전체과목 평균 석차 및 연습 관행, 최저학력제 도입에 대

한 주요타자에 인지도 및 해외사례에 대해 포괄적으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으

며 최저학력제가 현장에 정착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제도의 타당성이 인정되었

다고 분석했다.

이경선(2009)는 학교운동부 육성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을 문헌 분석 연구 방

법으로 조사 하였다. 연구 결과로 체육특기자 제도가 지도자가 가진 영향력으로 

인해 비리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학생선수의 수업결손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 

하였다. 또한 학생선수와 학부모가 가진 승리지상주의로 인해 학습권이 보장 되

지 못하고 있으며 운동부 지도자의 선수통제 전권으로 인해 학생선수의 인권이 

침해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상겸(2009)는 학생선수의 인권과 일반학생의 학습권보장에 관한 연구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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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인권침해문제의 관점에서 헌법과 법률적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학생선수

의 기본권에 대한 결과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차원에서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

다고 강조하였고,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스포츠의 정상적 교육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단계의 연구적 흐름은 학습권 보장제 정책 시범 시행인 2010년 이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법·제도의 현황과 학생선수 학업 문화 인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혁기, 임수원(2010)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Y대학교 농구부를 사례로 한 

연구에서 학업 병행으로 변화된 학생선수 문화와 함의에 대해 질적연구  방식으

로 재조명 하였다. 연구결과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한 운동부 문화를 사회구조적 

변화와 사회문화적 변화로 크게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함

의로 학생선수 학습권 회복, 대학교육정상화, 학원엘리트스포츠 내실화, 일반화된 

타자상의 변화 등이 도출되었다 결과 제시하였다.

김동현, 윤양진(2010)은 학습권보장제 도입에 대한 학교운동부 관계자의 인식을 

분석한 연구에서 운동부 학생을 학생선수의 관점과 선수학생이라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결과를 제시하였고, 학습권 보장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학생선수

의 관점에서 학교운동부 관계자는 인식하여야 한다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강유원 외(2011)는 학원스포츠 현장에 새로운 바람으로 인식되는 ‘신-운동부문

화’의 의미와 문화적 속성을 탐색 하는 연구에서 학생선수들이 운동선수에서 학

생선수로 변화하고 있으며,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과거와 달리 주체자로 참여 

하고 있는 새로운 운동부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곽은창 외(2011)은 중·고교 학생선수들의 학습 환경 실태를 분석한 연구에서 

학생선수들의 수업참여비율이 매우 낮으며 수업결손에 따른 손실을 보충하지 않

는 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훈련을 중시하는 학생과 지도자의 인식이 큰 

원인이 되고 있으며, 학습권 보장 제도의 실천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재훈(2012)은 중·고교 학생선수 학부모들에 관한 인식연구에서 중·고등학교 

학부모 모두 ‘학업’이 가장 중요한 학교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

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학부모 모두는 학업성취도 향상에는 ‘무관심’하다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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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 학생선수의 대학 입시와 운동선수로서의 장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실적 

관점에서 공부보다는 운동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권순용 외(2012)는 학생선수의 학습태도 및 학습능력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에

서 학생선수의 학습능력을 일반학생과 비교 분석하여 학생선수의 학습 부진을 

유발하는 학습 환경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제고 방안으로 일반학생과 차별된 맞

춤형 학습법이 제공되어야하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학생선수에겐 중요하

다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주병하 외(2013)는 중학교 일반학생들이 바라본 학생선수에 대한 인식 연구에

서 일반학생은 학생선수의 착하고 긍정적인 성격과 우수한 운동기능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학업을 소홀히 하는 학생선수의 모습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 단계의 연구 흐름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시행 이후의 제도에 대

한 평가와 인식 그리고 논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박혜경(2015)는 국내외 학생선수의 학습권 사례와 현황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과제를 연구하였다. 결과로 운동부 폐지 및 체육전문학교의 강화와 체육교사의 

전담역할 지도자 윤리강령 제정, 리그제 전환 대회 축소, 과학적 선수선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김종성 외(2015)는 학습권 보장제 이후 2015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시·도

별 학생선수 학습지원 프로그램들을 분석하여 현장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과제에 대해 연구하였다. 결과로 전국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들의 표준화

가 절실하며, 지도자의 인식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며 학생선수의 학습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제시하

였다.

남광우, 조욱상(2015)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현실적 난관을 극복하고 성

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한 유도선수의 삶을 질적 연구의 생애사 연구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로서 학생선수의 주요타자의 학부모, 운동부 지도자, 그리고 교

과교사들의 학생선수에 대한 인식전환이 매우 시급하며, 공부하는 학생선수 양성

을 위해 제공해 주어야할 교육적 환경과 현 제도의 수정과 보완책을 선행연구가 

제시하는 바를 참조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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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2015)는 대학 학생선수의 학습권 관련 학업 현황, 학업지원 장애요인 및 

학습권 보장 촉진방안에 대한 관점에서 실무책임자의 인식을 탐색 하였다. 연구

의 결과로 실무책임자들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학습권을 지지하고 있었으나 현실

적 현장에서는 기존의 고정관념과 제도적 부조화로 인해 학생의 수업참여와 학

업지원에 관한 많은 장애 요인들이 있다고 결과를 제시 하였다.

이제성(2016)은 ‘학습권 보장제’에 따른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및 수업참여 실태

를 양적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로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이 과목에 따라 

상이하게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선수들의 수업참여 인식과 태도가 

부족하지만 이전 선행연구의 결과에 비해 학업에 대한 열정과, 이해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보인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밝혀 진 바와 같이 학생선수에 관한 선행 연구는 학생

선수 학습권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해 당시 학업 문화와 실태에 대한 논

의를 통해 최저학력제를 포함한 학습권 보장제도로 시행되게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제도에 대한 평가와 논의의 관점에서 연구가 지속 되 오는 것으

로 연구 동향이 파악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선수의 학습권은 부조화된 구조

적 문제와 함께 현장의 성과가 미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적 문제에도 난관을 극복하고 우수한 운동 성과와 더불어 공

부하는 학생선수로 나아간 우수 학생선수들에 대한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

되며 연구를 통해 논의의 확장과 의미 있는 개선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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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방법의 선정

본 연구는 현재의 학습 환경을 극복하고 다양한 종목에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

한 우수 학생선수의 인식과 경험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사례연구(case study)를 실시하였다.

사례연구를 정의하는 다양한 관점이 있지만, 사례란 '경계를 지닌 체계(bounded

system)'(Creswell, 2008) 혹은 ‘경계를 지닌 현상(bounded phenomenon)으로(Gerring,

2004), 현상의 특징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밝히면서 사례가 

속해 있는 부류의 특징의 양상을 파악해내는 방법이다(Wolcott, 1990). 이 연구는 

하나의 현상이나 맥락과 같은 경계를 가진 체계 내에서 하나 이상의 사례를 통

해 탐색된 이슈를 실증적인 관점 보다는 해석적인 관점을 통해 분석,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한 우수 학생선수의 인식과 경험을 그들의 입장에

서 깊이 있게 기술하기 때문에 사례연구는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 여겨진다.

2. 연구자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전달의 

중재자로서 중요한 도구가 된다(Denzin & Lincoln, 2011). 나아가 연구자의 연구 

능력과 함께 상황의 판단력과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은 매우 중요하다(김영천,

2011). 본 연구자는 초등학교 2학년 육상선수를 시작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레슬

링으로 종목을 전향하였다. 이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뒤 대학교 

1학년 말에 공기업 실업팀에 입단하였다. 연구자는 국가대표 선수생활을 하면서

도 대학수업을 참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은퇴 전까지 학생선수로서 

15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은퇴이후에는 대학팀의 레슬링 감독으로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6년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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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에서 학생선수를 지도하고 있으며 학생선수의 학습권 문제를 지도자의 입장에

서도 경험하고 있다. 이에 학습권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다.

3.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였던 우수 학생선수 8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방법은 목적표집(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여 연구 참

여자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목적표집의 기술 중 하나로써 모집단 특유의 속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례를 선택하는 방법(조용환, 2002)인 전형적 사례선택

(typical case selection)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크게 세 가지 준거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첫째, 엘리트 체육 학생선수로서 중·고교 시절 대한체

육회에서 인정하는 전국대회에서 최소 2위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얻은 연구 참

여자로 실시했다. 둘째, 대학입시 전 까지 정규수업을 모두 이수하며 학업 증진

을 위해 노력하고, 경기실적 뿐만 아니라 학업성적이 필수인 대학을 입학한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학업과 운동을 훌륭히 병행한 것

으로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때로는 언론에도 소개된 경험이 있는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풍부한 질적 자료를 제

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이러한 세 가지 준거를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대회에서 금메

달을 획득 하였어도 각 대회의 경기력 수준은 다르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에 선수

등록이 된 학생선수만이 출전할 수 있는 전국대회는 연구 참여자의 경기력이 공

신력 있게 나타 낼 수 있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 둘째, 학교의 내신 등급이 

각 학교별로 상이하다. 따라서 학업 성적만을 기준으로 우수학생선수를 선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학업 증진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유형적 특징은 매우 중요하다 사료된다. 연구 참여자들은 대회

출전과 국가대표팀 소집 등의 사유 이외에는 정규수업을 착실히 이수하였다. 나

아가 부족한 학업 수준을 보완하기 위해 과외와 학원 그리고 자율학습을 자발적

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 입시과정은 운동 성적 이외에 학업 성적이 필

수적으로 요구되는 대학에 진학하였으며, 성실한 학업과 운동 병행 과정을 객관

적 시각에서 종목 관계자들로 부터 인정받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우수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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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이 름 연 령 종 목

선수

경력

현재 

직업

최고 

경기 실적

학업 성적

우수사례

언론보도

1 송미래 26
아이스

클라이밍
17년 운동선수

세계랭킹 1위

전교 50등
있음

2 김용재 25 유도 13년 대학생
전국체전 1위

학급 5등
있음

3 이승엽 25 수영 17년
실업팀

선수

아시아선수권 

3위

전교 61등

있음

4 차기현 25 축구 10년
프로축구

선수

전국대회 팀 

우승

학급 1등

있음

5 이삼성 30 레슬링 9년 개인사업
전국체전 1위

학급 19등
X

서 언론에도 소개 되어 졌으며 본 연구의 우수학생선수의 명확한 기준을 충족 

하고 있었다. 셋째, 자신의 학업과 운동병행의 경험을 구체적이고 맥락 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 요인이 된다.

위와 같은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10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

으며 예비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면담 결과 활용에 관한 전반적

인 연구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중 1명의 연구 참여자는 개인적 사정으로 연구

를 진행할 수 없었고, 나머지 1명의 연구 참여자는 예비 면담 과정에서 중·고교 

시절이 아닌 대학 입학 이후부터 공부에 매진한 사례로서 연구의 기준에 적합하

지 않아 배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주에 속하는 연구 참여자는 8명으로 최

종 결정 되었다. 연구 참여자에 해당하는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IRB 동의서를 작

성하였으며, 본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

은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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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미현 31 핀수영 15년
공기업직

원

아시아선수권 

2위

전교 7등

X

7 김연경 20 태권도 8년 대학생
전국대회1위

전교 2등
있음

8 김민수 23 배드민턴 10년 대학생
전국체전2위

학급 2등
X

*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음

4. 자료수집

질적연구에서 자료의 수집 과정은 매우 포괄적이며 섬세한 과정이다(Patton,

2002).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연구의 맥락을 풍부하게 한다

(Creswell, 2012).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연구 자료를 수

집하였다. 본 면담에 앞서 면담범위를 구성하고자 2017년 6월 7일부터 2017년 6

월 10일까지 예비 면담을 1-2회 실시하였으며 문헌고찰을 통해 예비면담의 범위 

및 내용을 선별하였다. 예비 면담자는 레슬링선수 1명과 핀수영 선수 1명을 대상

으로 하였으며 각각 40분간의 예비 면담 내용을 통해 본 면담의 내용을 수정 보

완 하였다.

본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을 

잡았으며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면담이 이루어 졌다. 면담은 주

로 카페와 빈 강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본 면담은 2017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뤄졌으며 연구 참여자들과의 

라포 형성을 위한 가벼운 질문과 더불어 반 구조화면담을 실시하였다. 1회 면담

시간은 대체적으로 60분-100분이 소요되었으며 총 8명의 연구 참여자 마다 2-3회

의 면담이 이루어 졌다. 면담 내용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휴대폰 녹음기를 통해 녹취 되었으며 녹음 파일은 암호화 되어 연구자

의 개인 컴퓨터에 철저하게 보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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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범위 면담 내용

개인적 특성

선수 시작 동기

선수 경력 및 대회 수상 경력

현재 직업 및 특징

학습권에 대한 인식

학습권에 대한 인식

선수 시작 이전 학업 능력

학습에 대한 흥미여부

학업과 운동 병행에 대한 인식

선수 시작 이후 학교 수업

선수 시절 학교에서의 하루 일과

선수 시절 운동부의 문화, 분위기

중요타자들의 인식

학업과 운동 병행에 대한 경험

학업과 운동 병행 동기

학업과 운동 병행 노력 과정

학업과 운동 병행의 장애 요소

심층 면담이후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유선상 연락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

였으며 비공식 면담과 관련한 모든 질문 및 답변은 노트에 기록하였다. 연구 참

여자들에게 실시한 기본적인 면담 내용은 <표 12>와 같다.

표 12. 기본적 면담 범위 및 내용

5. 자료 분석

이번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Creswell(2012)이 제시한 4단계 분석방법을 활용

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범주적분류(categorial aggregatio n), 둘째, 직접적 해석(direct interpretation),

셋째, 유사양상결집(establishing pattern matching), 넷째, 자연주의적일반화

(naturalistic generalization) 이는 자료의 전체흐름을 파악하고 개별적 이슈들에 의

미를 부여해 전후맥락을 파악하고 개념화 하는데 좋은 분석 방법이다. 위의 방식

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는 면담 직후 전사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주요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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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의 진실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각검증법

(triangulation),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 동료 간 협의(peer debriefing)를 활

용하였다(Lincoln, Guba 1985).

가. 삼각검증법(triangulation)

삼각검증법은 자료의 원천을 다각화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

구문제에 접근하여 분석하는 것이다(Creswell, 2008; Flick, 2009) 본 연구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삼각검증 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하나

의 방법과 하나의 이론 그리고 하나의 연구자의 사용으로부터 비롯된 내재적 오

류를 줄일 수 있다(Denzin, 1989)

나. 동료간 협의(peer debriefing)

질적 연구는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료 간의 협의가 필요

하다. 동료검증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과정에서 동료 연구자의 연구

방법, 자료수집, 그리고 분석과정에 대한 비판적 질문과 조언을 통해 연구의 진

실성을 확보하는 것이다(Denzin & Lincoln, 2011).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분석 

해석 과정에 대해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지도교수와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 2명과 함께 연구 진행 도중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

다.

다.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

구성원 간 검토는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방법으로서 수집된 자료

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견해를 물어 연구의 정확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다(유기웅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연구 참여자에게 확

인을 거침으로써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44 -

7. 연구의 윤리성

양적연구에 비해 질적 연구는 개인의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윤리적 엄격성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윤리성을 위해 

2017년 5월 18일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교 연구 심의를 의뢰하여 , 2017년 

6월 7일 최종 승인을 얻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자의 고려사항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 결과에,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어떤 정보를 나타

내지 않았으며,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개인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 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를 받

았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연

구를 그만둘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 하였다. 넷째, 연구 중 수집된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 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참여자의 관련 자료의 관리와 비밀

보장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 수행 중 발생하는 윤리적 책임은 연구

자에게 있음을 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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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의미 단위

학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배경

생활체육을 통해 엘리트 학생선수로

운동선수가 아닌 학생+선수

주요타자들의 학업 관심

Ⅳ. 결과 및 논의

1. 우수 학생선수의 학습에 대한 인식 및 배경

연구 결과 본 연구자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한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내용으

로부터 학습에 대한 그들의 인식과 배경을 총 3가지로 분류 하였다. 연구 참여자

들은 모두 놀이와 취미로 시작한 체육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당종목의 엘리

트체육 선수로서 성장 하였다. 이와 같은 학교 운동부 선수로의 전환 과정은 운

동선수로서의 주체가 아닌 스포츠 특기 종목을 병행 하는 학생선수로서 스스로

를 인식하게 하였으며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한 학생선수가 되게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배움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으며 주요타자

인 학부모와 지도자와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으로서 학업을 지속적으

로 실천하는 태도를 지니게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1) 생활체육을 통해 엘리트 학생선수로 입문

통합대한체육회가 창립하기 이전, 체육계의 양 단체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

체육회는 통합의 시너지 효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호 보

완하고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선진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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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합계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스카웃 85.7 38.1 54.5 - 30.0 31.6 70.6 34.1 43.9

교사추천 10.7 28.6 40.9 50.0 15.0 31.6 17.6 22.0 36.6

코치권유 - 9.5 - - 15.0 5.3 - 12.0 2.4

학생자원 3.6 23.8 4.5 50.0 40.0 31.6 11.8 31.7 17.1

학교에서의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체육활동은 운동에 소질 있는 학생에게 전문선

수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하며, 그 외 학생은 스포츠클럽을 통해 평생 운동하는 

습관을 형성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전문-생활 체육이 상호 연계되며 선

순환 될 것입니다.”(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뉴스레터 1호, 2015.5.28.)

선행연구를 통해 본 학교 운동부 선수의 선발 방법은 <표 14>와 같다.

표 14. 학교운동선수의 선발 방법                                  (단위 %)

*출처 :(강신욱, 2003). 학교운동부의 운동과 학업수행 및 운영실태조사. 연구자

가 재구성

표14를 통해 본 학교운동선수 선발 방법은 대부분의 학생선수가 스카웃이라 

불리는 불특정 타인(지도자, 교사 등)의 설득에 의해 학생 선수로 입문 하였으며 

그 비율은 초등학교 88.2% 중학교 68.1% 고등학교 82.9%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학생선수의 자발적 의지에 의한 엘리트 체육 입문 비율은 초등학교 11.8% 중학

교 31.7% 그리고 고등학교 17.1%로 나타났다. 이는 선수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종

목에 대한 재능 확인 없이 타인의 권유로 운동선수로 입문 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하며 비효율적 훈련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면담을 통해 본 연구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방과 후 취미 교육활동으

로 스포츠를 즐겼으며 해당 종목에 대한 재능과 소질을 이미 발견한 것으로 확

인 되었다. 이후 이러한 과정을 통한 즐거움은 자발적인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로 

입문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등반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실내 암벽장을 따라 가게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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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저는 실내 암벽장이 그냥 놀이터였어요. 우리가 등반할 때 손으로 잡는 

걸 홀드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알록달록하고 예뻐 보였어요, 제가 겁도 없는 

편이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된 거 같아요(#1. 송미래, 클라이밍).

처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물에 얼굴을 6개월 동안 집어넣지를 못했어요. 그

런데 뭐든 시작하면 2년은 해야 한다는 부모님의 교육 방식이 있어서 계속하

다 보니깐, 재미도 있고 상도타고 하다 보니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3. 이승

엽, 수영).

어렸을 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2002년 월드컵

을 보고 축구를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때 지역 유소년팀 클럽이 저희 동네

에 있어서 클럽에 찾아가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4. 차기현, 축구).

너무 어렸을 때 시작해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6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식당을 하셔서 저를 학원에 

많이 보내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수영이었어요. 다른 학원 보다는 수영이 제일 

적성에 잘 맞아서 선수까지 하게 되었어요(#6. 이미현, 핀수영.).

제가 어렸을 적부터 되게 활동적이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뭔가 스

포츠 관련 된 거를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그냥 태권도를 하고 싶었던 게 아

니라 멀리뛰기 선수도 하고 싶었고 다양한 운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우연히도 

앞집에 태권도 관장님이 이사를 오셨어요. 그 계기로 태권도를 하게 되었구...

이후에 적성에도 맞고 해서 태권도를 하게 되었어요(#7. 김연경, 태권도.).

방과 후 활동에 재능교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하게 되

었어요. 제가 우선 배드민턴을 치는게 너무 흥미 있었고, 재능은 있었는지 모

르겠는데,, 그렇게 배드민턴을 시작하게 되었어요(#8. 김민수 배드민턴.).

이상의 진술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 #1은 아버지가 즐기던 스포츠 클라이밍 암

장의 분위기와 시설들이 본인의 기억에 있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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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밍 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선수로서 꼭 갖춰야할 재능과 소질을 발견하여 

본격적인 학생선수로 운동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4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기던 어린 시절을 회상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고조

된 축구에 대한 관심을 통해 지역 유소년팀 클럽 선수 가입하였다고 말했다. 이

후 학교가 아닌 지역 유소년 클럽에서 주 4일 1시간씩 축구를 배우며 축구선수

로의 꿈을 갖게 되었다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3, #6은 어렸을 적 취미로 배우

던 수영을 통해 즐거움과 재능을 발견하였고 지속적인 대회 출전을 통해 학생선

수로 선수생활을 병행하게 되었다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7은 활동적인 성격으

로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스포츠에 관심이 있었으며 가까운 이웃으로 이사 온 

태권도 관장님의 지원으로 태권도에 입문 하였다 진술했다. 이후 아마추어 대회

에 꾸준히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에 대한체육

회에 선수등록을 하여 본격적인 학생선수로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진술 했

다. 연구 참여자 #8은 방과 후 활동에서 흥미 있던 배드민턴에 대한 재능을 인정

받은 이후 선수생활을 시작하였다 진술했다.

2015년 3월 27일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13246호)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통합된 대한 체육회는 통합 취지로서 그동안 이원화 된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

체육의 벽을 허물어 스포츠 선진국으로의 도약한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더 많

은 학생의 스포츠 참여는 학생에게 자신의 종목에 대한 선험적 능력과 적성을 

이해한 훌륭한 학생선수 선발 기회를 갖게 한다.

이처럼 본 연구 참여자들은 현 통합체육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선수 선발과

정의 사례로서 평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의 훌륭한 재능은, 훈련 

시간에 비례해 효율성 높은 훈련 성과로 나타나 일반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

족한 공부 시간 관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설명된다.

2) 운동선수가 아닌 학생+선수

(1) 공부와 운동은 하나

이혁기(2011)은 학생선수의 경험에서 도출된 개념 및 범주 중 학생선수에 대한 

선입견으로 “공부 못하는 학생, 학생이 아닌 운동선수, 무식함, 학업이 필요 없는 

학생”등의 부정적 인식을 학생선수 스스로가 자각 하고 있다 정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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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의 삶은 ‘선 선수, 후 학생’으로 설명 되었으며, 이러한 우선순위를 통

해 발전한 대한민국 엘리트 학교 체육은 학교교육의 기본 목적이 배제된 기형적 

발전이 이루어 졌다. 학생선수에게 학업과 운동은 물과 기름의 관계였다(이혁기,

박창범, 임수원, 2007).

하지만 진술을 통해 본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은 물과 기름의 이분법적 분리 

대상이 아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저는 공부가 좋아서 했다기 보다는 그냥 학생이니깐 한거거든요...어렸을 때

부터 축구를 하면 공부를 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안했던 거 같아요. 공부는 학

생이었으니깐 당연히 해야 한다 생각을 했어요(#4. 차기현, 축구).

초등학교 때 선수부 라기 보다는 일반 체육관에 다니면서 운동하는 수준이

었고, 그래서 그냥 공부는 꾸준히 했어요.. 저는 중학교 입학해서 공부는 당연

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선생님들이 운동부들을 싫어하는 분

위기가 있었어요... 저는 항상 의문이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깐 다들 잔다고 

하더라고요(#2. 김용재, 유도).

저는 대학입시전형이 어떠한 형식이든, 학생이니깐 공부는 계속 했을 거 같

아요.(#3. 이승엽, 수영).

저는 운동선수가 아니라 그냥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때 운동부는 저 혼자였

거든요 ... 운동부라고 뭐 특별할 게 없는 ... 고등학교 때에는 볼링하고 ,빙상 

쪽에 운동부가 있었어요(#1 송한나래, 클라이밍).

이상의 진술에서 연구 참여자 #4, #2, #3는 학생(學生)의 관점에서 학업을 실천

하고 운동을 병행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임용석(2013)은 학생선수의 수업일상에 대한 연구에서 수업준비와 수업참여에 

소홀한 모습들이 교실 안에서 학습된 무기력으로 학생선수에게 존재하다고 설명

했다. 또한 주병하, 곽은창, 배재현(2013)은 일반학생들이 바라본 학생선수에 대

한 가장 큰 부정적 인식으로 ‘학업 소홀’이 나타났다 제시하였으며, 학업의 중요

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와 학업에 무관심한 모습이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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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롤 형성하지 못하는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진술을 통해 본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 태도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일

반 학생선수의 무기력함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우수학생선수인 연구 참여자에

게 공부와 운동은 별개로 인식될 수 없는 학생선수의 역할취득모델7)로 우수엘리

트 학생선수의 특징으로도 설명된다.

(2) 정규 수업 이후 운동선수

학생선수의 수업 참여 실태 분석에 있어 중학교 학생선수의 정상수업 참여율

은 남자는 42.6%으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26.3%만이 정상수업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오전 수업만 참여한다는 비율은 남자 30.3% 여자 31.6%로 나타났으며 운

동시간에 맞춰서 유연하게 참여하는 비율은 남자는 23% 여자는 42.1%로 나타났

다(이제성, 2016). 학생으로서 수업에 참여 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의 기본 권리

로 설명 된다. 하지만 많은 수의 학생선수가 훈련을 위해 오전수업만 참여하거나 

훈련으로 조정된 단축 수업에 참여하는 수업 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면담을 통해 본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정규수업을 모두 참여하며 

학생선수 시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는 학교수업을 다 충실히 듣고 학교 수업이 끝나고 운동을 참여하고 운동

을 하고 나서 집에 가서 남는 시간에 더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7. 김연경, 태

권도).

하루 일과가 아침에 수업 들어가고 오후에 수업 끝나고 4시 반부터 6시 반

까지 훈련하고 저녁 먹고 8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또 훈련을 했어요(#4. 차기

현, 축구).

중학교랑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학교 수업을 다 채우고 훈련을 하러 갔

었거든요. 그때 학교와 수영장이 가까워서 그게 괜찮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7) Mead(1934)의 역할취득이론에서 언급하는 일반화된 타자(generalized others)를 말한다. 

학생선수들의 자아정체성은 역할취득을 위한 사회적지지 혹은 사회적 관심 및 인식이 바

탕이 되며, 나아가 사회적 지지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역할취득 태도에 따라 그들의 자아정

체성이 형성되고 학교생활에 까지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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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국가대표가 되어서 태릉선수촌에 들어갔었거든요. 거기는 학교를 왔다 갔

다 하기 힘들고 그래서 인터넷에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도 찾아보고 EBS강의

를 듣고 했어요(#3. 이승엽, 수영).

저는 중학교 때 감독님이 수업을 다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훈련 

시간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3시 20분쯤부터 시작하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1학

년에서 2학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마침 감독님도 바뀌고 해서 감독님을 

찾아서 수업도 6교시 까지 다 받게 해달라고 부탁드려서 수업을 다 받을 수 

있었어요(#2. 김용재, 유도).

저는 하루일과가 오전에 수업하고 수업이 다 끝나고 수영장가서 수영하고 

웨이트하고 9시에 학원과 과외 갔다가 12시쯤 집에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하

루를 보냈어요(#6. 이미현, 핀수영).

학교 수업은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이 수업을 들었고 방과 후에 훈련 장소로 

이동해서 훈련하고 보통 집에 들어오면 새벽 한 두시였던 것 같아요(#1. 송미

래, 클라이밍).

이상의 진술을 통해 본 연구 참여자 #4, #3, #2, #6, #1 모두는 공통적으로 학

교수업을 성실히 참여하였으며 운동과 학업 병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던 것

으로 확인 되었다.

연구 참여자 #3은 국가대표가 된 고등학교 2학년 이후로는 정규 수업 과정을 

모두 참여 할 수 없는 관계로, EBS인터넷강의와 같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자

신의 학습 환경을 극복 하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기존 태릉선수촌이 충북 진천으

로 이사를 가면서 고교 3학년부터는 선수촌 인근 체육 고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아 정규수업을 이수하였다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2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수업에 소홀한 운동부 문화로 인해 1학년 동안은 4교시의 오전 수업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고교 2학년 부임하신 새로운 감독선생님과의 면담

을 통해, 학업에 대한 목표를 다시 세울 수 있었고, 이후 정상수업에 참여 하여 

원하던 대학을 입학 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백종수(2004)는 연구에서 학생선수들은 53,4%가 수업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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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수업 결손에 따른 학습수준 차이로 인해 9.4%만이 수업 참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수업 결손은 일반학생과의 학력 수준 차를 만들어 

교실에서 소외감 수업의 흥미를 잃게 되는 원인이 된다 지적한다(김무영, 조미혜,

2004) 이처럼 학생선수의 수업 참여는 지속적 학업 병행을 위해 지켜져야 할 최

소한의 운동부의 규범으로 설명되어지며, 연구 참여자들은 정상적인 정규 수업 

참여를 통해 학업 결손에 따른 학력저하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

인 되었다.

3) 주요타자들의 학업 관심

스포츠의 참여와 스포츠역할학습 과정에서 각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객체를 주요타자(SIGNIFI-CANT)라고 한다. 이들의 사고, 태도, 감정, 행동은 개인

의 태도와 가치관 형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임번장, 2010; Leonard, 1980).

특히 학생선수의 경우, 부모와 감독 코치 등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진로 결정 과

정에선 전반적으로 개입하거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이정래, 이범진, 권기

남, 2014).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선수들의 자아의 형성과 태도, 공부하

는 학생선수로서의 가치관에 있어 중요타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되며 주요타자는 그들의 인식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1)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습 환경 조성

‘학생선수 학습 태도 및 학습 능력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절

반이상의 학부모가 학생선수인 자녀의 학업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운동만 잘하면 된다’는 학부모들의 잘못된 인식이 학생선수의 학업에 대

한 흥미나 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권순용 등 2012)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그들의 중요타자인 학부모는 적극적인 

학습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심이 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영어공부를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와 함께 아일랜드로 갔었어요.

오로지 그 목표를 위해서요. 그렇게 2년 좀 넘게 다녀온 다음에 수영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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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비군 달고, 고등학교 2학년때 국가대표를 하고, 운 좋게 학교를 합격

하게 되었습니다(#3. 이승엽, 수영).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우기 위해 해외를 일 년간 다녀왔어요. 부모님의 권유

로 다녀왔고, 처음에는 너무 가기가 싫었는데, 막상 한국을 들어올 때 되니깐 

오기가 싫어지더라고요(#4. 차기현, 축구).

수영이라는 운동이 팀운동이 아니라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있

던거 같아요.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부족한 수업은 과외를 받는다거

나 학원을 다닌다거나 했었어요...(#6. 이미현, 핀수영)

저희 어머님이 영어 학원 선생님이시거든요. 자연스럽게 영어 공부를 어려

서부터 한 것 같아요. 중학교때는 합숙훈련을 하지 않아서 많이 도움을 받았

고 고등학교 이후에는 제가 수업을 잘 못따라 가니 일일이 다 해석해서 보내

주시고....(#8 김민수, 배드민턴)

이상의 진술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 #3은 어릴 적 본인의 수영 소질을 확인하

신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린 나이에 특정대학에 입학하는 구체적 목표를 세우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영어공부를 위해 일찍이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를 다녀

왔으며 그곳에서 수영을 함께 한 추억들을 회상하였다. 연구 참여자 #4 역시 부

모님의 권유를 통해 1년간의 조기 유학을 다녀올 수 있었으며 학생선수로서 어

려움 없이 영어 교과목을 이해하는데 당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 

했다. 연구 참여자 #6은 부모님과 자신의 학업에 대한 자연스런 소통을 회상하였

으며, 훈련 이후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학업에 매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8은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 되지 않

았던 고교시절 보습학원을 운영하시는 어머님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큰 힘이 

되었다 진술했다.

나아가 면담을 통해, 본 연구 참여자들은 시합 출전으로 인해 수업을 불참 하

거나 시험을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학기 중에 여러 번의 전국대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날짜가 거의 다 학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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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기간이랑 겹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부모님과 이런 시험일정에 대해 

상의하면 코치선생님과 감독선생님과 상의해서 날짜를 조정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정해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시합을 뛰지 않았어요. .... 또 제가 부

족한 부분에 있어선 학원을 다니고 싶으면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도

와주셨어요.(#7 김연경 태권도)

이상의 진술처럼, 연구 참여자 #7은 대회기간과 시합 기간이 겹쳐 불가피한 수

업결손이 예상될 때 부모님의 도움으로 시험 일자를 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김동현(2011)은 일반학생이 학생선수로의 학교생활 적응 과정을 살펴본 연구에

서 시합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이 학생선수의 부정적 경험으로 여겨지며, 이는 

일부 학생들의 지속적 성적 하락에 영향을 미쳐 공부는 안 해도 된다는 극단적

인 학습태도로 귀결된다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도 훈련 및 시합 출전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기 

쉬운 운동부 문화에 속했지만, 학부모와의 학업에 관한 소통이 학업 결손을 예방

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 가는데 도움이 된 것

으로 확인 되었다.

(2) 운동선수 보다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원하는 학부모

김재훈(2012)은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학부모들에 관한 인식연구에서 학생선수

들의 학력저하 문제는 그들의 보호자인 학부모가 학생선수들이 일반학생과 구별 

없는 학습권을 보장 받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는데 에서 비롯된다고 설

명한다. 본인의 자녀가 부상 및 경기력 저하로 인해 중도탈락 할 수 있다는 미래

의 불안감으로 중학교 61.7%, 고등학교 79.7%의 학생선수 학부모가 자녀들의 학

력저하 현상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중학교 39.2% 고등

학교 57.8%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그들의 학부모가 인식하는 학력

저하 문제 및 학습권의 가치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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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그전에도 항상 이야기 하셨어요. 너는 절대로 공부하기 싫어서 운동을 

했다거나, 운동선수는 머리가 나쁘다거나... 그런 소리를 절대 들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1. 송미래, 클라이밍).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반에서 1,2등 정

도 했던거 같아요... 제가 축구를 한 이후에도 부모님이 제가 공부하는데에 신

경을 많이 쓰셨어요. 부모님도 욕심이 있으셨던거 같아요(#4. 차기현, 축구).

저는 일부러 학교를 체육 중·고등학교를 안 갔어요. 어머니가 못 가게 했어요.

왜냐면 부모님이 운동선수는 공부를 못한다, 멍청하다 이런 이야기를 엄청 싫

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수업 다 받고, 훈련하고 할 수 있었던 것 같

아요(#6. 이미현, 핀수영).

저도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그런 생각이 더 강

하셨어요. 저희 집안 자체가 운동선수가 아예 없어서, 제가 운동한다고 공부 못

하는 딸이 되는 걸 싫어 하셨어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더 지원해 주시고 했어

요...(#7 김연경 태권도)

엄마가 처음 운동 시작할 때 공부 안한다고 운동선수 하는 거 정말 하지 말라

고 했어요. 제가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책도 정말 많이 사주시고 지금도 책

이 1000권 넘게 집에 있거든요... 공부하는데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8 김민

수 배드민턴)

이상의 진술을 통해, 본 연구 참여자들의 학부모는 공부를 하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하는 보편적 운동부 문화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으며, 자녀가 그러한 문화

를 답습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이 매우 컷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구체적으로 연

구 참여자 #1, #7, #8은 자신이 운동을 시작한 이후, 자칫 학업에 소홀해 질 수 

있는 주변 환경과 그로 인한 본인의 태도에 대해 부모님께서 끊임없이 지적 하

였다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6은 좋은 훈련시설에서 마음껏 운동 할 수 있는 체

육 중·고등학교 대신 학습권에 가치를 중시하는 일반 학교로 진학할 것을 권유하

였으며. 학생선수로서 학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 주셨다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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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연구 참여자 #3은 국가대표 상비군이 된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학업에  

집중하고자 운동을 중단할 것을 권유 받았으며, 갑작스런 이런 상황이 학생선수

인 본인에게 있어 학업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진술

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수영이 너무 좋아졌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상비군도 

달고 했으니, 공부에 전념해서 S대를 가는게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수영을 너무 하고 싶다 이야기 했어요. 결국 부모님은 공부를 포기하려면 수영도 포

기하고 수영을 하고 싶으면 공부를 같이해라 라고 뭔가 조건을 걸으셨어요(#3. 이승

엽, 수영).

연구 참여자 #3는 어렸을 적부터 목표로 하던 대학 지원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대표 상비군의 선발 된 이후 학업을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운동을 중단할 것을 

권유 받았다 진술했다. 하지만 너무나 좋아하는 수영에 대한 미련을 놓을 수 없

어 오랜 기간 부모님과의 운동 지속에 대한 상의를 거듭하였고, 이런 과정을 통

해 학업 운동 병행을 더욱 절실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지난 시간을 회상하

였다.

이상의 진술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주요타자인 학부모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 성취와 학습권 보장을 매우 중요시 여긴 것이 확인 되었다. 나아가 운동선

수가 아닌 학생선수로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 학습권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하

였으며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도움을 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학부모의 

신념은 경기 실적이 우선시 되는 운동부 환경과 문화를 극복하고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 가는 우수 학생선수로 나아가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된다.

(3) 지도자의 학습 환경 조성 노력

이혁기, 박창범, 임수원(2007)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해 가는데 있어 지도자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

으로 확인 된다. 더불어 신창훈(2012)은 학업 문화의 특성 중 의존성과 관계되는 

요인으로 학생선수는 학업을 이어가는데 동교 교사와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모습

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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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도 학생 선수인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가는 과정

에서 지도자인 감독과 코치 그리고 교사로부터 매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

인 되었다.

저희 유소년 팀 클럽이 일주일에 4번 한 시간씩 하는 클럽인데도 클럽 감독

님이 학업을 정말 중요시 여기셨어요. 저희는 성적을 제출했어요. 감독님이 그

걸 가지고 오게 하셨어요. 성적이 떨어지게 되면 클럽 활동을 못하게 되요. 제

가 한번은 초등학교 때 성적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울면서 다음

엔 안 떨어지겠다고, 꼭 축구하게 해달라고... 시간이 지나 성적을 받아들고 전

화로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 클럽감독님도 부상

으로 일찍 그만 두셔서 우리들한테 학업에 대해 더 신경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4. 차기현, 축구).

공부하는데 있어서 코치님이 저를 많이 존중해 주셨어요. 계속 제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시험기간에는 운동시간을 줄여주시거나, 훈련을 빼주시거나 그

렇게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운동선수를 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

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7 김연경 태권도)

중간고사 때는 감독님하고 코치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운동을 쉬고 너희 공

부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도 하고, 가끔은 선생님

이 와서 검사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깐 와서 더 다 같이 공부를 더 하기도 하

고....(#2. 김용재, 유도)

또 선생님이 많이 도와 주셨어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했는데 

영어선생님께서 항상 틀린 것들 있으면 체크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문

법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끌어올려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언어에서는 1등급을 받고 또 수학 3등급을 받고 탐구와 한국사

는 2등급 정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2. 김용재, 유도)

이상의 면담 내용을 통하여 중요타자인 감독, 코치, 교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선수의 학업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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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4는 학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 유소년팀 클럽 감독님에 의

해 성적이 떨어지자 좋아하는 축구를 중단하고 학교수업에 집중할 것을 요청 받

았다고 진술 했다. 결과적으로 축구를 하기 위해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했던  

첫 번째 어린 시절 추억이 되었다고 당시 시간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연구 참여자 #7은 시험기간에는 시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조정해 

주신 지도자분들의 도움으로 학교 성적을 꾸준히 유지 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처음에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본인에 대한 관심이 특별해서 부담스

럽게 느껴졌으나 시간이 지나 다른 친구들도 본인과 같은 배려의 대상이 되어 

그런 부담을 지우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덧붙였다. 연구 참여자 #2은 중학교 시

절, 선수들 모두 시험기간 동안 시험에 집중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당시 감

독님이 기억에 남는 다고 진술했다. 이 시간을 통해 시험기간 본인의 학업에 더

욱 집중 할 수 있었으며 다른 동료에게 있어서도 잠시나마 공부하는 분위기가 

운동부 내에 무르익던 시간이 되었다며 지난 시간을 회상 하였다. 이는 시험기간 

시험공부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코치의 영향과 배려가 대부분의 학생선

수가 학교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 할 수 있게 했다는 김동현(2011)의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고 있다.

나아가 연구 참여자 #2는 고교 진학 이후,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본인에 대

해 많은 교과목 선생님들이 호의적으로 도움을 주셨다고 진술 했다. 수업에 있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수업이후 교무실로 찾아가 개인 교습을 받았으며 모든 선

생님들은 친절하게 도움을 주셨다고 진술 했다. 특히나 많이 부족했던 영어 과목

은 많은 시간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신 영어선생님의 도움을 통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며 지난 시간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감독, 코치는 상대적으로 학습권에 많은 관심과 지지

를 보인 것으로 사료되며 교사는 추가적 시간을 할애하며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 

신장을 위해 노력해 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에 대한 감독 코치 교사의 관심과 지지는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 운동병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배경으로 설명 되고 있으며,

우수학생선수로 연구 참여자들이 나아가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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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의미 단위

학업과 운동병행 

외적 동기

자율학습과 친구들의 도움

학습하는 환경조성

학업성적이 요구된 대학입시

학업과 운동병행 

내적 동기

진로에 대한 고민

운동 편견에 대한 (자존심)

역할모델 동기부여 (자신감)

내 용 의미 단위

학업과 운동 병행의 

장애물

시간부족 및 피로

지도자의 역할갈등

공부가 낯선 운동부 문화

2. 우수 학생선수의 학업·운동 병행 경험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내용으로부터 학습권에 대한 그

들의 경험과 함께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게 된 그들의 동기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게 된 동기는 크게 학생선수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로부터 

오는 외적 요인과 개인적 고민과 생각으로부터 파생된 내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다. 나아가 의미단위 속 다양한 요인들은 우수 학생선수로서 그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 가는데 큰 원동력이 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나아가 면담 내용을 통해 확인한 우수 학생선수의 학업과 운동 병행의 어려움

으로는 ‘시간부족 및 피로’, ‘지도자의 역할갈등’, ‘공부가 낮선 운동부 문화’의 

단위로 의미를 분석 할 수 있었다.

표 15. 우수 학생선수의 학업 운동 병행 동기

표 16. 우수 학생선수의 운동과 공부 병행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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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업과 운동 병행 외적 동기

(1) 자율 학습과 친구들의 도움

학생선수들은 잦은 시합출전 및 훈련참여로 인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며 이러한 수업 결손은 학생선수들의 학습부진을 초래하게 된다(이상희,

2015).

본 연구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학기 중 시합 출전과 훈련 등으로 인해 불가

피한 수업의 결손이 발생하였음이 확인 되었다. 따라서 수업 불참으로 인한 학업

결손과 학습부진에 있어 그들은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갔는지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 참여자중 연구 참여자 #1, #7, 8#은 수업 결손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

는 학습부진과 그를 통한 포기를 친구의 도움을 통해 극복 할 수 있었다 진술 

했다.

저는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제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한 친구는 

전교1등 한 친구는 10등 또 한 친구는 30등 이내였어요. .... 제가 시합이 있어

서 수업에 빠지고 그럴 때 필기 같은 거를 다보여주고 그랬어요. 또 1등 하는 

친구 공부 스타일이 자기가 외운 것을 설명하면서 자기도 공부하는 스타일 이

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옆에 친구들은 시끄럽다고 해도 저는 마

치 강의를 듣는 거 같았거든요...(중략).... 친구들도 운동선수인 제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1. 송미래, 클라이밍).

일반인 친구에게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공부 쪽에서는 공부를 하는 친구

들 보단 확실히 제가 좀 떨어지니깐... 저는 워낙 공부할 시간이 적으니깐 일

단 학업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 같아요(#7. 김연경 태권도).

저는 친구들한테 많이 알려달라고 했어요.... 시합 다녀오고 수업을 놓치고 하면 

아무런 필기도 없는 상태에서도 개네들거를 받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친구들

이 많이 도와줬어요(#8. 김민수 배드민턴).

이상의 면담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수업 결손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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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 위해 일반학생들의 도움을 얻었음이 확인 되었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 #4, #1, #7은 오전 자습과 야간 자율 학습을 통해 학습 환

경을 스스로 개선해 나가며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다고 진술 했

다.

저희 운동부가 기숙사를 3층을 사용했고 일반학생은 4층을 사용했거든요. 보

통 하루 일과가 오전에는 수업 들어가고 수업 끝나고 훈련을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하고 야간훈련을 8시부터 9시 반까지 했어요. 10시부터는 기숙사 4층 

일반학생들 기숙사에 올라가서 매번 물어보며 공부하고 했어요... 그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올라가서 공부하는 분위기

를 흐릴 수도 있었는데, 저한테 잘 대해 주고, 그때 친구들하고도 많이 친해지

고...(#4. 차기현, 축구)..

저는 운동 쉬는 날은 야자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니깐 서울대 반

이라고, 공부를 하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한 반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거

기에 지원했었어요.. 저도 좀 쉬고 싶고 적당히 놀고 싶고 그렇지만, 분위기라

는게 중요하니깐 그래서 지원을 하였어요(#1. 송미래, 클라이밍).

제가 수학이 좀 약했었는데, 자습이나 야간 자율 학습시간 때 친구들한테 많

이 물어보고 했어요. 약간 일반 친구들도 ‘너 운동도 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한

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잘 알려주고 했어요(#7. 김연경 태권도)

주병하 등 (2013)에 따르면 일반 학생들은 학생선수의 우수한 운동기능을 보며 

‘선망의 대상’으로 인식 하여 친해지고 싶어 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운동과 학

업을 병행하는 모습을 보면 같은 반 친구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많은 도

움을 준다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진술을 통해 본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일반 학생들의 호의적인 태도를 

느꼈으며 공부를 병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었다 진술했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 #4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공통된 장소에서 자연스럽

게 일반 학생친구들과 가까워 질 수 있었다 진술했다. 나아가 일반학생의 도움을 

통해 학업을 보충하는데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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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야간 훈련을 쉬는 날은 야간자율학습에 참석해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였으며 

대학입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더 큰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 서울대반이라는 공부 동아리에 참석하였다고 진술 했다.

Luhmann(1984)의 ‘사회적 체계 이론’은 사회 내 모든 구성 요소는 독자적으로 

분리되어 설명되는 것이 아닌 기능적으로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한

다. 학생선수에게 주어진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운동시간 이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일반 학생 친구들과 학교에서 보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

생선수들이 잦은 시합과 훈련으로 학교생활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결국 일반학

생과 학생 선수들은 서로를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며 학생선수의 대인관계는 폐

쇄적인 성향을 보인다(주병하등 2013).

하지만 이상의 진술을 통해 본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상

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그들은 수업 이외의 자율학습참여와 친구들

의 도움을 통해 공부에 대한 큰 동기부여를 얻으며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 나간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학습할 수 있는 운동부 환경

학생선수의 학업성취는 학습역량의 개발과 학습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intervention)가 행해 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Mallonee, 1996).

학생선수의 학업성취와 학습부진 해결을 위한 중재는 학습능력 신장과 학습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습능력은 학생선수 개

인의 내적 역량으로 개념화 할 수 있지만, 학습 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학습능력

의 신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권순용 외, 2012). 또한, 학습생태학(learning

ecology)적 관점에서 개인차원의 학습능력은 환경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Dempsey, 2002).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합숙소 생활을 하는 특수한 

환경에 비추어, 개인의 동기와 역량 외에도 공부 장소와 같은 환경적 요소가 학

업과 운동을 병행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저는 학교 시절 공부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공부장소가 마땅치 않

았거든요....(중략) 그런 상황을 알고 감독님께서 공부방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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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공부하는 환경을 만들어 줬던 게 너

무 큰 힘이 되었어요(#2. 김용재, 유도).

중학교 때는 숨어서 공부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밤에 소등시간인데, 제가 

막 공부할 때가 없으니깐, 화장실 안에서 한 적도 있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불 켜진 장소가 없으니깐.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운동부 기숙사에 공부

하는 방이 따로 하나 있었어요. 야간자율 학습을 하지 않는 날은 거기에서 공

부를 했어요(#4. 차기현, 축구).

이상의 진술을 통해 연구 참여자 #2, #4는 학교 합숙소의 열악한 공부환경의 

개선을 통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 가는데 큰 도움을 얻은 것이 확인 되었다. 나

아가 연구 참여자 #6, #7은 공부에 대한 중요성과 실천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부

를 할 수 없었던 합숙기간의 경험에 대해 진술 했고, 연구 참여자 #8은 학습 환

경이 갖춰지지 않은 운동부 문화 속에서 힘들게 이어가던 학업에 대해 진술 하

였다.

저희는 일 년에 두세 달 정도 합숙도 했었는데, 그러면 공부 자체를 아예 

못해요. 합숙소에 공부할 수 있는 방이 없었거든요(#6. 이미현, 핀수영).

중학교 때는 3주간 합숙이 있었는데, 합숙기간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요. 운동이 새벽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운동이 있어서 우선 체력적으로도 할 

수 가 없었고요(#7 김연경 태권도.)

웃긴게 ,,, 우선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책상이 없었어요. 그렇게 책상이 없다 

보니깐 누워서 저는 공부를 했었구요. 공부를 할 때도 밤에 당당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 애들이 막 떠들거든요. 그걸 왜하냐 그런 식으로... (#8 김민수 배

드민턴).

연구 참여자 #6, #7은 한시적 운영되던 합숙기간 동안 공부를 하는 자신을 이

해하지 못하는 동료로 인해 화장실에서 몰래 공부하거나 그 마저도 여의치 않아 

공부를 포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8은 책상마저 놓여 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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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의 환경 속에서 언제나 공부는 누워서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공부하는 본

인을 이해해주지 않는 동료와 선배로 인해 힘들게 공부하던 교교시절에 대해 회

상하였다.

최관용(2009)은 학교운동부 합숙소의 운영목적을 합숙공간으로서 운동기술과 

경기력의 향상, 훈련시간의 확보, 선수관리, 팀워크 향상을 이루는데 있으며 이런 

합숙소 운영이 경기력 향상에 효율적이라고 설명한다. 더불어 훈련 집중과 운동 

수행에 필요한 상호 경쟁력을 통해 목표 달성을 빠르게 성취할 수 있어 운동부 

합숙훈련이 경기력 향상에 효율적이라고 설명한다(이은정, 2008). 하지만 연구 참

여자의 진술을 통해 합숙소 내에서 팀워크로 포장된 단체 활동이 학습하는 환경

을 방해 하는 것이 확인 되었으며(이경선, 2009), 이로 인한 운동부 문화는 학습

권의 보장을 어렵게 하는 환경 요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술을 통해 본 연구 참여자들은 지도자의 노력과 학교 측의 배려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었고, 나아가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겨울 

방학 등 한시적으로 운영 된 합숙훈련을 통해 큰 학업 결손 없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 갈 수 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3) 학업 성적이 요구되는 대학 입시

학생선수에게 ‘체육특기자제도’는 학생선수들에게 자신의 특기를 살리면서 보

다 특화되고 전문적인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운동특기를 중

심으로 상급학교 진학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쟁시스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특기자 제도는 경기실적이 곧 대학으로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 안

에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일반학생과는 차별되는 학생을 양성하고 있

다(류태호, 2003). 학생선수들에게 체육특기자 제도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

생선수의 문화에 있어 큰 장애물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류태호, 2003; 이경

선, 2009; 박혜경, 2015; 이양구, 2013).

전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했어요. 중학교랑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6교시 7교시 수업 다 채우고 훈련을 하러 갔었구요(#3. 이승엽, 수

영).



- 65 -

대학 입시 때는 경기 실적만 보는 대학이 있었고, 수능성적도 보는 대학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능성적도 보는 대학에 원서를 넣었고요. 제가 가

고 싶어 하는 대학 중 수능 성적도 보는 곳은 서울대 연대 고대 등이 있었어

요. 그 나머지는 실기성적....(중략) 제가 가고자 하는 대학은 전부 수능 성적이 

필요했어요(#6. 이미현, 핀수영).

체육특기자로 대학을 가게 되면 체육관련 학과 밖에는 제게 선택권이 없잖

아요. 저는 대학에 입학해서 무엇을 공부할지, 어떤 걸 공부할지가 정말 중요

했던거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더 다양하게 제가 원하는 공부를 대학에

서 할 수 있으니깐...그래서 힘들었지만 공부에 더 매달리게 되었어요(#1. 송미

래, 클라이밍).

학교 입시에서 정시는 수능 실기 두 가지만 보니깐.. 저는 정시의 비중을 두

려고 생각하고 준비했어요. 제가 운동선수를 해서 실기는 떨어지지 않는데...

제가 성적이 되어야 안정적으로 학교를 갈 수 있으니깐요(#7. 김연경, 태권도).

교육부 보도자료(2017.04.10.)에 따르면 ‘공부하는 체육특기자’ 육성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개선 방안」으로 2020학년도 대입전형부터 기본사항으로 학생

부를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3, #6, #7은 면담을 통해 자신이 가

고자 하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능력과 수능 성적

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했다.

나아가 연구 참여자 #1은 체육특기자로서 단순히 체육을 전공하는 선택을 하

고 싶지 않았으며, 자신이 원하는 공부와 그에 따른 전공에 대한 고민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로 나아가게 하였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대학 입시과정은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학업 성적이 요구 되었으며, 경기실적과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하는 학생

선수의 경험과는 매우 다른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학업 성적이 필수가 되었던 대

학 입시 기준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설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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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과 운동 병행 내적 동기

(1) 진로에 대한 고민

학생운동선수가 공부하는 이유는 진로탐색(진로고민, 진로계획, 생애설계)이  

47.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자아실현(자기발전, 학업성취)이 21% 목표

성취(경기력 추구, 대학진학)의 순으로 나타났다(최유리, 이용국, 2014). 이처럼 학

생선수에게 진로탐색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게 한 주된 이유로 설명된다.

제가 중학교 때 경기력이 많이 향상되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결국, 부상을 

당했어요. 일 년 반을 쉬고 힘든 시절을 겪었어요. 부상이 좀 일찍 왔죠... 부

상 때문에 테이핑을 칭칭 감고해도 할 수 가없어서, 훈련도 제대로 못하고 

훈련장을 나와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어요. 걸으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앞으

로 미래에 대해 걱정도 많이 하고, 나 이러다가 진짜 운동을 못하는 게 아닌

가 생각도 하고요. 그 이후로 공부를 손에서 놓을 수 없게 되었어요(#1. 송미

래, 클라이밍).

중학교 때까지는 운동선수로 무조건 성공해야겠다는 꿈이 컸는데, 운동선

수에 대한 꿈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바뀌게 된 거 같아요. 조금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게, 제 스스로의 고

민도 있지만 ...아버지가 커가는 과정에서 계속 진로에 대한 방향에 대해 이

야기 해주시고, 또 아버지 지인 분들이나 함께 하는 자리 등을 만들어서 자

꾸 미래에 대해 대화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런 삶에 발 맞춰 저

도 뭔가 준비를 했던 거 같아요(#5. 이삼성, 레슬링).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은퇴 이후의 삶이 제일 큰 거 

같아요. 국가대표 출신들은 교수나 그런 방향이 열려있을지 몰라도 어영부영 

한 선수는 그냥 끝 인거에요. 그래도 배드민턴 같은 경우엔 레슨이 있지만 

다른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서 더 불안하고,,, 또 남자로서 고민이 

군대인데, 군대를 27살때즘 가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는 거 

같아요(#8. 김민수, 배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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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선수 시절 진로에 대해 고민하였다 

진술 했다. 연구 참여자 #1은 경기력이 급격히 향상 되던 중학교 시절, 당시 라

이벌과의 지나친 경쟁에서 찾아온 부상으로 1년 반의 재활기간을 갖게 되면서 

자신의 삶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진술했다. 부상이후 자신이 모든 

걸 걸었던 클라이밍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두려움이 되었다고 

말하였으며 결국, 어린나이에 겪은 부상이 학업과 운동 병행의 균형 있는 삶을 

선택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5는 중학교 때까지는 운동선수로서 꼭 성공하겠다는 꿈 아래에

서 운동에 매진했다면, 고등학교 이후에는 아버지와 대화를 통해 더 큰 세상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공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연구 참여자 #8은 선수 생활 은퇴 이후에 마주할 삶에 대한 고민으로 힘든 훈련 

가운데에서도 학업을 소중히 생각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진로에 대한 고민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게 한 주된 

내부적 동기요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운동선수 편견에 대한(자존심)

주병하 등(2013)은 연구에서 일반학생이 바라본 학생선수에 부정적 인식으로 

‘학업 소홀’을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으로서 가장 기

본이 되는 학업에 대해 무관심한 학생선수의 태도를 일반학생은 가장 부정적으

로 인식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진다. 더불어 이상희(2015)는 학생선수가 자각한 

일반학생이 학생선수를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으로 낮은 학업 성적 및 불성실한 

학습태도를 통한 ‘낮은 지적 수준’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설명했다.

진술을 통해 본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에 소홀한 학생선수에 대한 일반학생들

의 편견을 인식 하고 있었으며, 그로인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대항하는 자세를 

갖고 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어느 날 한번은 한 친구가 “너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냐? 넌 공부 안 해

도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 했다가 친구랑 대판 싸웠어요. 저는 친한 

친구가 나를 몰라주고 그렇게 이야기 하니깐 엄청 서운하기도 하고요(#1. 송미

래, 클라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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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일반학생이랑 운동부랑 같은 학생인데도 따로 분리되

는 느낌? 저는 그런 편견 같은 게 굉장히 싫었어요(#4. 차기현, 축구).

뭘해도 제 머릿속에는 운동선수는 공부를 못한다는 개념을 내가 깰꺼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어머님의 영향도 있지만, 운동하는 애들은 공부도 못하고 아

는것도 없고 그러한 개념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컷어요(#6. 이미현,

핀수영.).

아무래도 학생선수들은 공부를 안 하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운동

하는 선수들은 공부를 안 한다. 무식하다 그런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

게 싫어 가지고, 약간 오기 같은 것도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

지 왜 그렇게 생각 하냐고, 그래서 저는 공부 때문에 안 좋은 소리 듣는 운동

선수가 되기 싫어서 학교수업을 다 충실히 듣고 했어요(#7 김연경 태권도).

저희 학교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학교가 아니어서 제가 좀 열심히 하면 반에

서 2, 3등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너가 공부를 왜 하냐 그러면서 이

야기 했어요.. 저는 그게 뭔가 즐겁더라고요(#8 김민수 배드민턴).

연구 참여자 #1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영향으로 운동선수는 공부를 못한다는 

편견에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진술 했다. 하지만 가까운 친구가 공부에 

소홀한 운동선수의 모습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태도에 크게 화가나 다툼으로 이

어진 지난 시간에 대해 진술 하였다. 연구 참여자 #4, #6, #7 역시 학생선수 시절 

운동선수는 공부도 안하고 머리도 나쁘다는 주변의 편견을 자주 느낄 수 있었다

고 진술했다. 결과적으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회

적 편견은 더욱 공부를 병행하는 자신의 당위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고 심지

어 자신을 통해 이런 인식을 바꿔 보고 싶다는 욕심으로 이어졌다고 공통적으로 

진술 하였다. 연구 참여자 #8은 기존 운동선수와 다르게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자신을 바라보는 일반학생들의 특별한 시선이 공부를 해나가는 즐거움으로 큰 

동기가 되었다고 진술 하였다.

학생선수는 체육특기생으로 경기실적만을 인정받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



- 69 -

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 ‘학생’이 아닌 ‘선수’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재까지 

우리 체육계에서 일반적인 모습이다(이양구, 2014).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그런 

운동부 문화가 지배적인 환경에서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선수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을 경계하였으며 일부는 불쾌한 감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에

게 있어 이러한 인식은 운동선수로서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큰 동기가 된 것으

로 설명 된다.

(3) 역할모델 동기부여(자신감)

역할모델은 개인에게 사회적 비교모델을 제공하고, 개인은 자신의 상황과 경험

을  역할모델과 비교하게 된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 동기, 행동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은 역할모델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성취할 이미지를 그리게 

된다(Gidson, 2003). 나아가 역할모델은 정보와 지원의 원천일 수도 있다. 특별히 

롤 모델의 관찰을 통해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가능성 뿐 아니라, 어떻게 상황들이 

처리되어질 수 있고, 어디서 자원들을 얻을 것인가 등 의 성공과 실패를 이끌어 

내는 요소들을 배울 수 있다(Schereretal, 1989).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영향을 끼친 롤 모델로 삼은 형이 있었어요. 수영 국가대

표도 했었고, 대원외고 나와서, 지금 콜림비아 국제대에서 금융 쪽 전공하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나도 저 형처럼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

는 사람이 되 보자 하는 목표가 있었어요(#3. 이승엽, 수영).

어느 날 티비로 뉴스를 보았는데 S대학교에 간 김현 이라는 축구선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너무 궁금해서 인터넷으로 S대학교 입시 요강

을 살펴보았어요....(중략) 저는 제가 그때 S대를 갔던 김현 선수의 뉴스를 안 

봤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큰 계기가 되고 이렇게 목표가 

설정 되어서 정말 공부에 의미를 둘 수 있었거든요(#2. 김용재, 유도).

저희 제주도 출신 선배님이 S대학교를 들어가셨거든요. 그분이 주니어선수권도 

우승하시고 했었고요. 공부를 병행하면서 운동을 했다는걸 들었고, 전교에서도 

몇 등 안에 들어가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롤 모델로 삼았는데.... (#8

김민수 배드민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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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3은 수영 국가대표로 함께 활약하였던 선배가 롤 모델

(Role-Model)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그 선배는 학생선수로서 국내에서 공부해 미

국아이비리그 대학에 진학하였고 현재는 월스트리트에서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

었다. 선배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며 학업과 운동 병행으로 부터의 힘든 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당시의 노력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진술했다. 연구 참

여자 #2는 우연히 뉴스로 접한 명문대 입학 축구선수 김현 선수가 롤 모델이 되

었다고 진술했다. 뉴스 시청 이후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명문 대학의 입시요강

을 확인하게 되었고, 힘들게 이어가던 운동과 공부의 병행에 큰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다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8은 전설로 여겨지던 같은 지역 배드민턴 선

배를 통해 실제 같은 명문대학 입학을 공부를 시도해 본 적이 있었으나, 많은 시

간을 공부에 할애할 수 없는 당시의 운동부 문화로 인해 포기 할 수밖에 없었다

고 당시를 회상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지난 학생선수 시절을 회상하며 학업을 병

행하는 스스로에 대해 외로움과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학업에 집중하는 그들

의 생활은 다수가 아닌 소수의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가 아닌 과거의 롤 모델(Role-Model)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불안함

을 극복하고 미래에 성취할 이미지를 부여하는 동기를 준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역할모델이 단순히 귀감이 되는 것을 넘어서 방향을 제시하며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여 학업 및 진로발달을 촉진 시킨다는 Nauta & Kokaly(2001)의 연구 결

과를 지지해준다.

3) 학업과 운동 병행의 장애물

(1) 시간부족 및 피로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은 청소년으로서 정체성이 확립되고 개인의 인격과 가

치관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강신녀,2011). 따라서 학생선수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업과 운동 

사이에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대학 학생선수 학업문화 연

구 중 학업과 운동병행의 에로사항으로 가장 큰 비율은 ‘육체적 피곤함’ 3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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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신창훈, 2012),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및 수업 참여 실태 분석에서 중

학교 학생선수들은 ‘운동피로’ 41.9%, ‘시간부족’ 25%의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제성, 2016). 더불어 학생운동선수 학업에 대한 인식 연

구에서 학생운동선수가 공부하지 않는 이유로 남녀 모두 ‘신체적 피로’를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유리,이용국 2014).

집에 와서 싯고 하면 거의 항상 12시 정도 였어요.. 다음날 일들 좀 정리하고 

챙기고 하면 1시 1시 반 이었고요. 전 샤워를 하고나면 잠이 깨요. 그러면 그

때부터 공부를 하는거에요. 숙제도 있을 거고 밀린 공부도 할 게 있으니깐, 그

렇게 2시 늦어도 3시까지는 꼭 하고 자려고 했어요(#1. 송미래, 클라이밍).

수영 같은 경우엔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요. 그리고 5시에 입수를 해서 7시 반에 

수영이 끝나고 8시에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갔다가 오후에 돌아와 수영을 하고 

야간 운동까지 하면 저녁 9시 반 10시쯤 되요. 그럼 그때부터 EBS를 켜서 강

의를 듣고 새벽에 잠들고 또 4시에 일어나서 다시 훈련을 가고, 정말 많이 자

면 하루 4시간 정도 잔거 같아요(#3. 이승엽, 수영).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체력이었던 거 같아요. 운동을 

꾸준히 해서 체력이 좋겠지만, 운동을 하다보면 공부를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건 사실 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잠을 줄여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깐 체력적

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7 김연경 태권도).

체력이 저는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진짜 제가 격하게 느끼는 게, 운동을 하

는데 본 운동도 중요하지만 더 잘하기 위해서는 개인운동도 정말 중요하잖아

요. 개인운동을 하면보통 9시 10시 정도 되는데, 빨래도 하고 여러 일들 하다

보면 12시쯤 되는데, 이때부터 저와의 싸움이거든요. 공부하고 자면 보통 3~4

시에 잠을 자게 되요. 그러면 다시 7시에 일어나야 해요(#8 김민수 배드민턴).

이상의 진술을 통해, 연구 참여자 #1, #3, #7, #8은 ‘시간 부족’과 ‘피로함’을 학

업과 운동을 병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특히 연구 참여자 #1은 거리가 먼 훈련장의 여건으로 인해 매일 늦은 밤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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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일이 잦아 뒤 늦은 새벽에서야 공부를 마치고 잠에 들 수 있었다 진술했

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시간부족’과 ‘피로함’에 

시달렸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 가는데 어려움으로 느끼는 

요인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육체적 피로로 인해 경기력이 저하 될 것으

로 인식하여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운동을 주저 한다는 신창훈(2012)의 연구결과

를 지지해준다.

더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은 부족한 시간과 피로를 극복하는 자신들의 방법에 

대해 진술 하였다.

저는 학습 플래너라고 시간표를 짯는데, 뭐 주말마다 일주일치 시간표를 짜

서, 일어나는 시간이랑 자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쉬는 시간, 다 이렇게 나누

었었어요. 다 분단위로 쪼개서 나눠서 했고요. 못 지키는 날이 그래도 많았는

데, 그래도 최대한 지키려고 많이 노력했어요(#7 김연경 태권도).

쉬는 날에는 우선 집에 오면 무조건 잠을 자고 시작해요. 왜냐하면 잠이 부

족하니깐, 뭔가 항상 몰아서 자는 느낌이었어요(#1. 송미래, 클라이밍).

저는 항상 규칙적인 패턴으로 움직였어요. 만약에 운동이 부족하면 새벽에 

개인트레이닝을 받았고, 학교 끝나고 훈련이 끝난 뒤에는 밤늦게 학원에 다니

는 식으로요(#6. 이미현, 핀수영.).

저는 틈나는 대로 잤어요. 10분을 자도 그게 피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

거든요. 특히 몸이 피곤하면 부상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저는 잠을 중요

하게 생각해요(#5. 이삼성, 레슬링).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부족한 시간과 피곤함을 극복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7은 5분 단위로 일주일간의 일정을 계획해 최대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하고 있었다. 특히 한주간의 계획이 학업을 열심히 수행하

는데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진술 했다. 연구 참여자 #1은 주말을 이용해 잠을 

몰아 자며 주중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었다고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6은 항상 

규칙적인 패턴과 일정을 유지하여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줄여 효율적인 시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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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가능 하였다고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5는 힘든 운동 종목의 특성상 부상 

방지를 위해서도 틈틈이 낮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학업과 운동’을 동시에 수행한 연구 참여자들은 

심리적 부분과 체력적 부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만의 

효율적은 학습계획과 휴식 방법을 통해 시간부족과 피로로부터 발생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해 나간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지도자의 역할갈등

역할이란 신분적 지위와 관련된 행동체계 그리고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에

게 기대하는 행동체계를 역할이라 한다(추세진, 2015). 갈등이란 개인, 집단, 환경

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둘 이상의 목표가 서로 대립, 충동, 경쟁을 일으켜 역할

기대가 서로 불일치하는 심리적 상태이다(Hanson, 1996).

많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학생선수에 대한 강한 책임의식과 더불어 진로를 

위한 경기실적을 얻기 위해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역할기대에 따른 경주는 경

기력만을 향한 경우가 많으며, 이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본의 아니게 박탈하여 

학교라는 교육기관에서의 교육적 역할을 방기하는 풍토에 동조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이처럼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가장 교육적 이어야할 학교라는 환경에서 스포

츠와 관련하여 가장 비교육적 실험을 하고 있는 실질적 권한이 가장 미약하면서

도 책임의 범위가 가장 큰 교육자의 입장에 처해져 있는 것이다(김동현, 윤양진,

2011).

고등학교 들어서 감독님도 바뀌고 공부를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수업

을 4교시까지 밖에 안 듣게 했고.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선 학업 성적

이 정말 절실했는데 감독님을 설득해서 오후 수업을 참가 하는 건 불가능 했

거든요. 다른 선배들처럼 그렇게 1년간을 보내고 새로운 감독님 부임으로 공

부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어요(#2. 김용재, 유도).

오히려 외부에서 훈련할 때는 괜찮은데, 대표팀 같은 경우는 좀 힘들었어요.

밤마다 대표팀 감독님이 숙소를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때는 제 방에만 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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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켜져 있으니깐, ‘저는EBS방송을 봐야 해서 잠을 지금 잘 수가 없다’ 그

러면 감독님은 “너 이렇게 밤늦게 잠도 안자는데, 시합 때 기록 못나오면 알

아서 해” 라고 혼내시기도 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게 너무 스트레스 

였어요. 그때가 제 암흑기였거든요. 수영기록은 점점 낮아지고, 해야 하는 공

부는 많아지고 감독님 눈치도 봐야하고(#3. 이승엽, 수영).

대학 입시 방향에 있어서 지도자 선생님과 부모님이 트러블이 엄청 심하셨

어요. 지도자 선생님은 실업팀을 가야한다고 말씀 하셨고 , 저와 부모님은 무

조건 공부해야 하니 대학교를 가겠다고 했었고요. 보통 저처럼 고등학교 때 

성적을 내면 대부분이 실업팀을 가거든요. (중략)... 부모님한테 소현이 컨디션 

관리해야 하니깐 공부를 줄여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6. 이미현, 핀수영.).

저는 지금까지 운동하면서 저에게 학습에 대해 도움을 준 지도자는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8 김민수 배드민턴).

이상의 진술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지도

자와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2는 단체규율과 대회 성적을 

중요시 하는 고교 감독님에게 오후 수업을 참여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공포 였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학

업 병행의 목적을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새로운 감독님의 부임으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3은 훈련 시간으로 인해 밤늦은 

시간에 하던 공부도 경기 기록에 민감한 감독님의 야간 순찰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6은 평소 감독님은 대회 참가를 앞두고 수업을 

빠짐없이 참석하는 본인에 대해 많은 불만이 있었으며, 고등학교 3학년 이후의 

진로 결정에 있어서도 대학과 실업팀 입단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부모님과 마찰

이 있었다고 진술 하였다. 연구 참여자 #8은 중·고교 학생선수시절 어렵게 학업

을 이어가던 지난 시간을 회상하였으며, 학업을 병행해 가는 자신을 지지해주는 

지도자가 없던 학생선수 시절에 대한 아쉬움을 회상하기도 하였다.

김동현, 윤양진(2011)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

과제라는 연구에서 지도자의 불완전한 고용 형태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법적 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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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무기계약 전환의 예외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따

라서 근무경력이 2년이 경과하더라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불필요하다. 나아가 여

기에서 계약당사자라 함은 각 시․도 교육청을 말하며, 각 시․도 교육청은 코치관

리규정에 따라 코치들과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모든 시․도교육

청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운동

부지도자들은 당해 연도의 학생선수들의 경기실적에 따라 평가받게 되고, 학생선

수들의 경기실적이 저조할 경우 다음 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지적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면)

학교지도자 현황은 <표 17>와 같다

표 17. 학교운동부 지도자 현황                                   (단위: 명)

연 도

학교운동부 지도자 수

전임코치 계약직코치 합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2014 1,552 1,835 1,296 4,683 397 575 497 1,469 1,949 2,410 1,793 6,152

2015 1,486 1,737 1,254 4,477 425 611 541 1,577 1,911 2,348 1,795 6,054

※ 출처 : 교육부 내부자료(2015)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시·도교육청이 임용한 전임코치와 단위학교에서 자체적

으로 임용한 계약직 코치로 분류된다. 2014년도 전임코치와 계약직 코치의 합계

는 6,152명이며 2015년도의 합계는 6,054명이다.

이처럼 많은 수의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처해있는 근무형태는 계약직이지만 기

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의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근무환경이 매우 불안

정하다. 따라서 지도자 본인의 고용의 승계 및 유지를 위해서도 학생선수의 대회

에서의 실적은 필수적이며, 일선의 교육관리자의 승진도 소년체전과 전국체전이 

연동되기 때문에 교육적 지도철학을 전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김동현, 2011).

현실적 지도자의 역할기대는 교육적 목표와는 상반된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에 

있으며, 이런 역할 기대의 대립은 역할갈등으로 나타나 우수학생선수의 학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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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병행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3) 공부가 낯선 운동부 문화

류태호, 이주욱(2004)은 학교운동부 문화를 ‘섬 문화’로 규정하였으며 다른 집

단의 문화와 행동을 인정하지 못하는 배타적 성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결국 그

들은 학교 안에 따로 존재하는 그들만의 공간과 관계 속에서 그들만의 문화 공

동체를 만들어 간다. 또한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하려는 독립된 ‘섬’의 

속성을 가진다.

이는 학생선수들의 학교생활에서 드러나는 이분법적 시·공간. 즉 그들의 생활

에 비춰진 시·공간의 획일성과 폐쇄성으로도 설명 되어 진다.

저는 친구들이 잠든 시간에 이불을 뒤집어쓰고 인강을 들었어요. 또 전자사전 

불빛을 이용해서 공부도 했고요(#2. 김용재, 유도).

항상 시즌이 끝나면 친구들은 쉬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모의고사 봐야하고 학원 다녀야 하고 그런 게 그때 너무 부럽고 힘들었어요

(#3. 이승엽, 수영).

저는 주위의 시선이 어려웠던 점 같아요. 그런 게 조금 그랬어요. 제가 남들 시

선을 신경 쓰는 성격은 아니지만 다 같이 기숙사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저 혼

자만 공부하고, 막그러면,, 제가 축구 이외로 눈에 띄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

요(#4. 차기현, 축구).

고등학교 때 후보팀 합숙을 들어갔었는데, 새벽운동 끝나고 오전운동 전까지 쉬

는 시간이 있잖아요.. 보통 그 시간에 다 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잠은 저

년에만 자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피곤해도 그냥 책을 읽곤 하였는데,,, 갑자기 

옆에 침대에서 자던 형이 “책 넘기는 소리 한번만 더나면 죽여 버린다고” “어

여 잠이나 자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책을 왜 보냐면서요...(#5. 이

삼성, 레슬링)

저때만 해도 공부 한다는 게 좀 뭐랄까 너무 특이한 행동 같았고, 되게 숨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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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고, 뭔가 평범한 게 아니었잖아요. 뭔가 몰래몰래 해야 하는 그런거 였

어요(#6. 이미현, 핀수영.).

제가 엘리트선수를 하면서 공부를 같이 하는 게 흔한 게 아니니깐 고등학교 입

학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주목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약간 친구들이 우

리도 같이 운동하는데 왜 제만 관심을 받지 하는 눈길이 있었던 거 같아요(#7.

김연경, 태권도).

제가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거나 하면 바로 무언의 압박이 있는 학교였어요. 그

게 직접적이진 않았지만요. .. (중략) 고등학교 때는 통금시간이 있잖아요 8시

나 9시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 제가 도서관 같은 데를 가고 싶어도 바로 들어

와야 했어요. 과외 할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이야

기 하려 해도 선수단으로 움직이는 거니깐  “운동선수인데 너 뭐하냐?” 라는 

제제가 많았어요(#8 김민수 배드민턴).

이상의 진술을 통해 연구 참여자 들은 공통적으로 운동을 중심으로 한 운동부 

문화와 주위의 시선으로 인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 #2는 뒤쳐지는 학교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동료들이 

잠든 시간을 이용해 몰래 공부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3은 대회와 

시즌이 끝나는 휴식 기간, 마음 편히 휴가를 즐기는 동료들과 달리 밀린 학업 진

도를 따라가느라 더 바쁜 시간을 보내던 휴가기간을 회상 했으며 일반 친구들과

는 다른 길을 향하는 본인 스스로에게 많은 의심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 했다.

연구 참여자 #4, #6, #7, #8은 공부하는 운동선수로 불리는 자신을 둘러싼 운동부 

동료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으며, 무언의 압박이 느껴질 때가 있

었다고 진술했다. 연구 참여자 #5는 합숙 기간 책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에도 폭

언을 퍼붓던 선배로 인해 책조차 읽지 못하였으며, 당시는 공부하는 것이 두려움

으로 느껴졌다며 당시를 회상하였다.

이은정(2009)은 학생운동선수 합숙소의 학업문화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선수들

이 학업을 보충 할 수 있는 시간 및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운동부 합숙소

에는 학업 문화가 존재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운동부 문화는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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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가 불분명하게 내재 되어 있는 승리지상주의 이데올로기가 수용되고 있는 

통제의 수월성을 기초로 한 전체주의 속성이 운동부에 적용 되고 있다(류태호,이

주욱, 2004). 이러한 가치들은 운동부 집단 내부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문화로 

형성되어 연구 참여자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 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한 요

인들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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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의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업

과 운동을 훌륭히 병행해간 우수학생선수의 학습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탐색 하

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로 1) 우수 학

생선수의 학업 운동 병행에 대한 인식과 배경은 어떠한가? 2) 우수학생선수의 학

업운동 병행에 대한 경험은 어떠한가? 의 2가지를 설정하였다. 설정된 연구 문제

는 사례적 접근을 통해 고찰되었으며 각기 다른 종목의 우수학생선수 8명을 연

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으

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수학생선수인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어린 시절 취미로 즐기던 생활체육을 통해 학

교운동부 엘리트선수로 입문 하였으며, 이는 자신의 종목에 대한 흥미와 재능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입문과정은 본인 스스로가 운동에만 전념하는 운동

선수가 아닌, 학생 본분을 지키며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로 인식 하게 하였으

며, 주요타자인 학부모, 감독 코치 교사는 학업병행 지속과정에서 밀접한 상호관

계를 유지하며 학업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과 운동병행의 지속과정에서 다양한 동기를 부여받

고 있었다. 친구들의 도움과 자율학습 참여를 통해 학업의 결손을 보충 받았고 

자의적 노력과 함께 타인으로부터 조성된 학습 환경으로부터 학습권을 보장 받

을 수 있었다. 이들의 대학입시 과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성적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 이후 진로에 대한 고민과 공부를 하지 않는 운동선수에 

대한 편견, 학업과 운동을 병행한 이상적 역할모델(Role model)은 미래에 성취할 

이미지를 부여하는 학업 동기를 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과 운동 병행의 실천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

하는 과정이었음이 확인 되었다. 이들에게 주어진 학업과 운동 병행의 막중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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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언제나 시간 부족과 피로함을 호소하게 하였으며, 운동부를 둘러싼 경기실

적 우선의 집단문화는 우수학생선수들의 학업병행 실천의 제한과 소외감을 불러

왔다. 더불어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불안정한 고용형태는 학교라는 교육적 장소 

안에서 교육자와 우수경기실적을 향한 코치 사이의 역할 갈등을 초래하게 하였

으며 이는 우수학생선수의 학업 운동 병행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2. 제언

1)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학업과 운동을 훌륭히 병행해간 우수학생선수의 학습에 대한 인식

과 경험을 탐색하고자 진행 되었다. 지금까지 제시된 연구결과와 논의, 그리고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등학교에 한정된 우수학생선수의 범위를 넘어 대학 입학 이후의 우

수학생선수에 대한 연구를 확대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위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한 학생

선수의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고자 중·고교 학생선수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도 일부 예비 참여자들은 중·고교 시절 체육특

기자 입시 제도를 활용하고자 공부를 중도 포기하였다 진술했으며 이로 인해 연

구에 참여 할 수 없었다.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가 대학입학 이후가 되서야 운동

과 학업병행을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 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범위 확대는 공

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논의를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연구에 참여한 종목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종목의 우수학생선수를 대상

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본 연구의 기준에 해당하는 이상적인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8개 종목 우수학생선수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제한된 탐색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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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는 더 다양한 종목의 우수학생선수를 이해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종목의 우수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재의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제도적 성과와 한계를 추가적

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실천을 위한 제언

첫째, 학교 체육 지도자의 선발 및 평가 방식의 변경과 처우개선을 이룰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체육지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호 등의 관한 법률’ 의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어 근로조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불완전한 고용아래 지도자 재임용 평가의 실질적 기준은 경기실적만

이 전부이므로 학교라는 교육적 공간에서 교육적 목표가 배제된 학생선수를 양

성해야하는 문제에 직면 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선수의 교육

적 성취와 인성에 대한 항목이 지도자의 재고용 평가에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나아가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교육적 기능이 강화된 전문 지도자로서 

더욱더 엄격한 기준아래 선발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고용형태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선수가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평가 기준을 높이는 동시에 운동부 활

동이 대입 전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 되어 다양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대입 제도 변경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우수학생선수의 삶은 

일반학생보다 많은 의무감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대입과정에 있어 이러한 노력

은 학생을 평가하는 좋은 판단 요인으로서 인정받을 가치가 있다. 오늘날 체육특

기자제도를 통해서만 우수대학에 입학 할 수 있는 학생선수의 현실적 문제는 중

도 학습포기와 더불어 타인으로부터 학습의 권리를 박탈케 하는 주요 원인이 되

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은 다양한 학생선수들로 하여금 학업과 운동을 병행

하는 매력적인 동기를 부여할 것이며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 82 -

<참고문헌>

강구민(2010).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헌법적 함의. 스포츠와 법 13(4) 101-120.

강서린(2012). 역대 정부 간 체육정책의 비교 분석.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공

공정책대학원.

강신녀(2011).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인식과 실천 : 중학교태권도지도자의 사

례.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신욱(2003). 학교운동부의 운동과 학업 수행 및 운영 실태 조사. 한국체육학회

지, 42(3). 97-109.

강유원, 강덕모, 김이수(2011). 학교운동부 新–운동문화 조명. 한국체육학회지,

50(3), 55-69.

강창곤(2003). 비우수선수의 탈사회화 과정. 한국체육학회지, 42(4), 151-161.

강창곤(2004).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학업결손에 관한 인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8(4) 92-105.

강창곤(2004).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학업결손에 관한 인식. 한국체육교육학회

지, 8(4), 92-105.

곽은창, 김용규, 주병하(2011). 우리나라 중·고교 학생선수들의 학습환경 실태 분

석과 제도적 개선방안.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1), 1-16.

경향신문(1972). 學校체육을 强化. (경향신문, 1972,09,08)

교육과학기술부(2011). 운동하는 일반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육성을 위한 2011

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0. 5. 3.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습권보

장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2010).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학습권 

보장제 도입: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 마련. 서울: 교육

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2017) 보도자료 2017.4.10. ‘공부하는 체육특기자’ 육성을 위한「체육특기

자 제도개선 방안」

교육부(2016). 학교체육주요업무계획.

권순용, 김종호, 조욱연, 임승엽(2012). 학생선수의 학습태도 및 학습능력 제고 방



- 83 -

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7(1), 663-674.

권영성(2002). 헌법이론과 헌법. 서울 : 법문사.

김동현(2011). 일반학생에서 학생선수로의 학교생활 적응과정. 한국스포츠교육학

회지 18(1), 71-90

김동현(2011). 일반학생에서 학생선수로의 학교생활 적응과정. 한국스포츠교육학

회지, 18(1), 71-90.

김동현, 윤양진(2010).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관제. 스포츠와 

법, 13(4), 57-81.

김동현, 윤양진(2010). 학습권보장제 도입에 대한 학교운동부 관계자의 인식. 한

국체육정책학회지, 1-16.

김동현, 윤양진(2011).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 과

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4(1), 107-128.

김무영, 조미혜(2004). 고등학교 비우수 학생선수의 고민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

회지, 11(2), 177-191.

김민수(2005).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학교생활 실태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상겸(2009). 학생선수의 인권과 일반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12(1), 11-36.

김상훈(2012). “일본의스포츠정책”, 스포츠과학. 스포츠과학연구소, Summer 119

호, 22-29.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Ⅰ. 서울: 문음사.

김재훈(2012).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학부모들에 관한 인식연구. 석사학위논문, 경

희대학교 대학원.

김재훈(2012).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학부모들에 관한 인식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김정호(2009).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학교생활 실태조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 교육대학원, 서울.

김정효, 남궁영호(2009). 엘리트스포츠에 대한 문화철학적 고찰. 한국체육철학회

지. 17(1). 83-100.

김종성, 김상범, 손환(2015). 학습권 보장제 운영에 따른 학생선수 문화의 변화에 



- 84 -

관한 조사. 한국체육과학회지, 24(2), 927-937.

김종성, 김상범, 손환(2015). 학습권 보장제와 연계된 학생선수 학습지원 포르그

램 활용방안. 한국체육학회지, 54(3), 265-273

김한나(2009). 문민 국민 참여정부 체육정책의 특성 비교. 석사학위논문, 서울여

자대학교 대학원.

남광우, 조욱상(2015). 공부하는 학생선수의 좌절과 성공. 코칭능력개발지 17(4)

95-107 13p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 뉴스레터 1호, 2015.05.28

류태호(2003). 학교체육 정책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

구

류태호(2005). 학원스포츠의 과제와 전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2), 91-108.

류태호(2006).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현실과 처우개선. 한국정책학회지 세미나 자

료 

류태호, 이주욱(2004). 운동선수의 학교생활과 문화. 한국체육학회지, 43(4),

371-392.

문화관광부(1998) 체육진흥정책평가회 자료 p.18

문화체육관광부(2004) 2003 체육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06) 2005 체육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07) 2006 체육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0) 2009 체육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0 체육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4 체육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5 체육백서. 서울 : 문화관광부

박혜경(2015). 학교운동부 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법, 제도적 과제. 대한교육법학

회, 27(1), 83-112.

백종수(2004). 중학교 운동선수들의 기초학력 수준 분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1(2), 231~243.

백종수(2004). 중학교 운동선수들의 수업 참여 실태 및 인식도 분석. 한국체육교

육학회지, 8(4), 77-91.



- 85 -

법제처(2013). 학교체육 진흥법. 법률 제 11690호.

송용관, 엄혁주, 신미진 (2010). 운동중도탈락 체육특기자들의 학교 학습경험에 

대한 이해; 학습권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신영균(2010). 대학운동선수들의 학습권 침해 인식과 개선방안. 한국체육교육학회

지, 15(2), 161-177.

신창훈(2012). 대학운동선수들의 학업문화 탐색.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

원, 전북.

심규훈(2007). 제5공화국 체육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

학원, 대전.

안주열(2003). 교육법과 교육기본권. 서울 : 청년사.

양건(2009). 헌법강의. 법문사, 656-657P.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사.

유명한(2006).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학교수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 실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충남.

유승우(2015). 이념성향에 따른 체육정책 방향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대

학원.

이경선(2009). “학교운동부 육성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

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경은(2015). 대학 운동선수 학습권에 대한 실무책임자의 인식탐색. 석사학위논

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상연, 안민석(2004).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에 대한 정책대안연구. 한국체육학

회지 43(3), 2004.5, 127-135.

이상희(2015). 학생선수가 바라본 일반학생에 대한 인식연구 : 교우관계를 중심으

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이세연(2013). 학습권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인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

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대전.

이양구(2013). 학습권 보장제와 연계된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 전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체육학회지, 52(4), 553-562.

이양구(2014).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운동부 선진화 육성정책의 성과 분석. 한국체

육학회지 53(4), 543-553.



- 86 -

이양구, 권형일(2013). 학습권 보장제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운영성과 탐색. 한국

체육학회지, 52(3), 527-538.

이양구, 유정애(2012).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식을 통해서 본 최저학력제 시행 

및 성과 평가.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8(3), 181-191.

이용식(2008). 신정부의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한국체육행정학회지, 11, 83-94.

이용식(2013). “학교운동부 주말리그제 발전방안”,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연구보고

서.

이용식(2015). 대학운동부 학습권 보장 및 학업증진 정책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

지, 13(2), 1-15.

이은정(2008). 학생운동선수 합숙소의 학업문화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

대학교 교육대학원.

이정래, 이범진, 권기남(2014). 정구선수들의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

학회지, 55(1), 407-419.

이제성(2016). ‘학습권 보장제’에 따른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및 수업참여 실태 분

석,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제성, 백종수(2016). 학습권 보장제에 따른 학생선수의 최저학력 수준 및 수업

참여 실태 분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1(1), 151-167.

이철웅, 정용철(2017). 학생선수와 은퇴선수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체

육학회지, 56(1). 275-286.

이혁기(2010).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의 함의와 실천적 과제.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경북.

이혁기(2011).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경험과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

지, 24(1), 1-24.

이혁기, 박창범, 임수원(2007).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 D중학교 축구부 사례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6(1), 181-191.

이혁기, 임수원(2010).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운동부 문화와 사회적 함의. 한국

스포츠사회학회지, 23(4), 85-105.

임번장(2010). 스포츠사회학개론. 서울; 레인보우북스.

임식, 허진석(2009). 제3공화국 스포츠-체육 정책 연구사의 비판적 검토. 한국스포

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2(1) 105-130P.



- 87 -

임용석(2013). 대학교 학생선수의 수업일상에 관한 질적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

대학교 교육대학원.

재민일보(2012).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온도 차'. 2012.06.28.

전유리(2008). 대학운동선수들의 수업참여 장애 요인 인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조병욱(2006). 중등학교 체육특기자 제도의 입안과 개선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17(4), 656-666.

조용환(2002). 질적연구 :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주병하, 곽은창, 배재현(2013). 중학교 일반학생들이 바라본 학생선수에 대한 인

식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0(3), 123-139.

최관용(2009). 학교 운동부 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스포츠교육학회 세미나

자료집, 95-114.

최승우(2011). 정책의지가 예산 결정 및 변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제17대 이명

박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을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 논문. 추계예술

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서울.

최유리, 이용국(2014). 학생운동선수의 학업에 대한 인식 차이. 학습자중심교과교

육학회, 15(6), 157-169.

추세진(2015). 태권도 사범의 역할갈등이 직무소진 및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kbs뉴스 2017.02.09. ‘제2의 정유라를 막아라’ 체육특기자 관리 ‘선진시스템’도입

한태룡(2008). 학생선수의 학업활동 실태조사 및 최저학력제 도입 타당성 연구.

서울: 체육과학연구원.

한태룡(2009). 학생선수의 학업활동 실태조사 및 최저학력제 도입 타당성 연구.

전국참교육실천대회 연구보고서. 108-130.

허창혁(2009). 학교체육: 대한민국에서 운동부로 산다는 것: 학교체육법에 바란다.

스포츠과학, 107, 83-89.

홍덕기, 류태호(2007). 인권으로 바라본 학생선수: 교육적 담론. 한국스포츠교육학

회지, 14(4), 131-154.

Creswell. J. W. (200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질적연구방법론

(조홍식 외 역). 서울: 학지사.



- 88 -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London; Sage.

Dempsey, C. W. (2002). President to president: The will to actproject, National

Collegiate Atheltic Association. Indianapolis, IN.

Denizen, N. K. (1989). Studies in Symbolic interaction. CT: JAI Press.

Denzin, K., & Lincoln, S. (2011).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CF:

SAGE.

Gerring, A. (2004). What is case study and What is it good f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8(2), 341-354.

Gibson, D. E. (2003).“Develop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Role Model

Cons-truals in Early, Middle, and Late Career Stages,” Organization

Science, 14(5), 591-610.

Hanson. E. M. (1996). Educational adminstration and Organizational Begavior.

Boston: Allyn and Bacon, Inc.

Leonard, W. M. (1980). A Sociological perspective of sport(1st ed). Minneapolis,

MN Burgess Publishing Co.

Lincoln, Y.,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fills, CA: sage.

Lugmann, N. (1984). Soziale System. Sugrkamp Verlag Frankfurt am Main.

Mallonee, S. A. (1996). NCAA Guide for the College-bound Student-athlets, 1996-97.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Overland Park, KS.

Nauta,M.M.,& Kokaly,M.L. (2001). Assessingrole modeling Fluences on

Students’ academic and vocarional decis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 81-99.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nd ed.).

Newbury park, CA: Sage.

Scherer,R.F.,& Adams,J.S.,& Carley,S.S (1989). “RoleModel Performance Effectson

Developmentol Entrepreneurial Career Preference”, Theoryand Practice,1, pp.

53-71.



Abstract

Exploring Experiences of Talented-Student-Athletes'

Academic and Training

Eol Le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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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student-athletes  who showed high marks in both athletic performance and academia 

and find ways to set up an environment that helps student athletes to overcome the 

barriers of current policies that limit pursuance of both academics and training. To 

reach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addressed: 

1) What are the perceptions and backgrounds of talented-student-athletes?

2) What experiences do talented-student-athletes encounter when combining school 

academics and athletic training? 

Eight retired talented-student-athletes, each whom were involved in different sport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The data was collected by utilizing multiple 

sources of literature reviews and conducting many in-depth interviews from January 

2017 to August 2017.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irst, 

talented-student-athletes had positive perceptions of school academics. Previous to 

entering institution as a full-time athlete, the research participants enjoyed sports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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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hobby. Such form of transition helped athletes to recognize their status as 

students and balance their hours in academia and training. Furthermore, participants 

sustaining a close interrelated relationship with their surroundings (teachers, parents, 

coaches) allowed the participants to have a positive perception about academics. 

Second, the research participants had various motivations to continue training and 

academics. Participants actively sought help from their friends and executed self-study 

sessions for the academic hours that they missed for the training. The outcome of 

such execution created a learning environment where their surroundings respected their 

motivations to try harder and allowed the participants to balance hours of studying 

and training. It was found that institutions requiring high levels of academic 

performances during admissions and participants wanting to overcome the common 

social stereotypes of student-athletes that they do not study acted as motivations to 

excel in both academia and sports as well. However, it was identified that there were 

practical difficulties that student-athletes had to overcome in the process of catching 

up with academics and athletic training. Student-athletes felt that they were lacking 

hours in both academia and training sessions which often resulted in great stress both 

mentally and physically. Furthermore, institutions and coaches emphasizing athletes’ 

performance left the research participants to feel limitated and isolated from their 

athletic team when they spent extra hours in studying. Moreover, the unstable 

employment of the school's athletic coach caused conflicts between the student-athletes 

and coaches which provoked a negative influence on the student's academics and 

performance. Future suggestion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research of student-athletes to the university level and after their college years. 

Second, student-athletes participating in different sports need to b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For further suggestions, changes and improvements in the system 

need to be taken in action for employing and evaluating coaches. Second, evaluations 

for student-athletes need to have higher criteria and colleges need to ac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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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athlete training so that students have the opportunity to apply for various 

colleges and universities. 

Student-Athlete, Talented Student-Athletes, Athlete Culture, 

Student number: 2015-2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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