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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

최     규     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본 연구는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을 구성, 운영하고 초등 학생선수들에게 나타난 교육적 변화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문제는 첫째,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

교운동부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 둘째,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이 초등 학생선수들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셋

째,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 조건

들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17개월

간 수행되었다. 또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교육적 열의가 높은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축구부를 연구의 주된 배경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24명으로 감독교사인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코치 3명, 학부모 4명, 담임교사

2명, 학생선수 14명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관

찰, 현지문서 및 시각적 자료, 감독교사 반성일지, 라이프스킬 훈련일지를 통

해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는 Strauss(1987)가 제안한 개방

적 코딩, 축 코딩, 선택적 코딩의 방식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다각도 분석, 연구 참여자의 검토, 동료 간 협의 절차를 거쳤으

며, 연구 윤리 준수에도 심려를 기울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학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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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은 새로운 시도에 대한 동

기 형성 그리고 새로운 시도와 관련한 방향성 및 실천가능성 탐색의 절차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목적은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통한 전인적 성장으로 설정하였고 초등학생으로서 균형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 스포츠에 대한 폭 넓은 시각을 가지는 것, 바람직한 학교운동부 활동 환

경을 마련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원리 및 주안점

은 영역·범위의 측면에서 포괄성을, 실천의 측면에서 통합성을, 단계의 측면에

서 계열성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

킬 함양을 지향하는 W. I. S. H.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구

성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라이프스킬 개발 간담회를 개최하였

고, 장소·시간 확보 등 실천의 장 마련에도 많은 신경을 쏟았다. 이와 함께 학

교관리자의 검토,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프로그램은 교육, 훈련, 휴게

실 환경조성 세 가지 차원에서 운영되었다. 라이프스킬 개발 교육은 목표수행

(Work well), 상호작용(Interact well), 문제처리(Solve well), 미래준비(Hope

well) 4가지 영역을 주제로 각 영역별 10차시 교육 총 40차시로 진행되었다.

교육 방법으로는 영상시청, 토의·토론, 역할극 등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었

다. 라이프스킬 개발 훈련에서도 위의 4가지 영역을 주요 소재로 다루었다.

그리고 라이프스킬 개발 분위기 조성, 간접경험 제공, 직접연습 부여, 반성의

장 마련의 코칭 방식으로 훈련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라이프스킬 개발

휴게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라이프스킬 개발 관련 소통의 증진,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휴게실 생활의 연결, 휴게실 생활 모습의 전이 촉진이 강조되었

다. 이처럼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과정은 서

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었기에,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선수 전인적 성장 지향

의 가치를 일관성 있게 추구해 나갈 수 있었다.

둘째, WISH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 학생선수들은 여러 라이프스킬을 함양

할 수 있었고, 이들의 라이프스킬 발휘 유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 초등

학생선수들은 목표수행, 상호작용, 문제처리, 미래준비 잘 하기 관련 라이프스

킬들을 함양하였다. 목표수행 잘 하기 라이프스킬로는 목표설정 및 계획실천

하기, 책임·역할 다하기, 자기관리 하기, 종합적사고 하기가 함양되었다. 상호

작용 잘 하기 라이프스킬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존중의 소통하기, 협력하

기, 배려하기가 함양되었다. 문제처리 잘 하기 라이프스킬로는 문제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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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문제 분석하기, 문제 해결하기, 반성하기가 함양되었다. 마지막으로 미래

준비 잘 하기 라이프스킬로는 자기이해 하기, 진로 탐색하기, 진로 디자인하

기, 장기계획 설계하기가 함양되었다. 이와 함께 초등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

킬 발휘 유형은 주변 권유형, 모범 실천형, 중도 이탈형, 지속 냉담형으로 나

타났다. 주변 권유형의 학생선수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라이프스킬 실천을 장

려하고 권유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모범 실천형의 학생선수들은 꾸준

한 자세로 라이프스킬을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도 이

탈형의 학생선수들은 초기에는 라이프스킬 실천에 적극적이었으나 점차 소홀

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속 냉담형의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

실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띄고 있었다. 특히, 주변 권유형

과 모범 실천형의 학생선수들은 전인적 발달로 나아가고 있으나 중도 이탈형

과 지속 냉담형의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 함양에 부족함을 드러내었다. 이

에 중도 이탈형과 지속 냉담형 학생선수들을 전인적 발달로 이끌기 위해서는

장기적 교육 관점을 바탕으로 한 학교운동부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논의해

볼 수 있었다.

셋째, 실제 현장에서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

기 위해서는 환경, 권한, 관계, 교육실천 측면의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라이프스킬 친화적 학교운동부 환경 조성, 학교운동부 운영 리더십의 공

유, 학생선수들과의 인간적 관계 맺음, 전이를 위한 총체적 교육 접근이 마련

되어야 한다. 우선, 라이프스킬 친화적 학교운동부 환경 조성으로 라이프스킬

을 응원하는 정책, 라이프스킬에 수용적인 초등학교 시기, 라이프스킬에 가까

워질 수 있는 학교운동부 휴게실 공간, 라이프스킬에 어우러지는 학교 공교육

체계 맥락이 갖추어져야 했다. 다음으로, 학교운동부 운영 리더십의 공유로는

코치중심에서 감독교사,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함께 운영해 나가는 모습 그리

고 학생선수들이 수동적인 교육 대상자에서 교육의 주체로 변화해 나가는 모

습이 강조되었다. 또한, 학생선수들과의 인간적 관계 맺음으로는 운동부 관련

행정업무보다 학생선수 대상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감독교사, 당장의 성과와

실적 보다 교육적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는 코치, 학생선수들에게 믿음과 신

뢰를 보여주는 학부모, 팀원과 하나가 되는 축구부 동료들, 학생선수들에게

긍정적 관심을 가져주는 담임교사 및 학급친구와 같은 양상이 요구되었다. 마

지막으로 전이를 위한 총체적 교육 접근으로는 라이프스킬 안내 및 동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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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라이프스킬 개발 활동, 라이프스킬 관련의 반성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했

다. 이상의 운영 조건 충족과 더불어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 등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은 교육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 내실화

해 나가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종합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라이프스킬 함양 프

로그램 개발과 실천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

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은 포괄성, 통합성, 계열성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고 이러한 구성 원리들은 환경, 리더십, 관계, 교육실천 측면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조건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둘째, 초등 학생선수들

의 라이프스킬 발휘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전인적 발달의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중도 이탈형과 지속 냉담형의 학생선수들에게는 장기적 교육의 관점을

바탕으로 학생선수 개개인 맞춤형 접근과 학교운동부 관계자들 간 교육적 상

호작용의 강화 접근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WISH 프

로그램에서는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의 교육적 네트워크 활성화가 강조되었

다. 이에,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은 코치 중심의 네트워크가 아닌 협력적 네트

워크 속에서 상호 관계를 맺어나가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학교운동부의 교

육적 운영 측면에서는 첫째, 학교운동부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운동부 운영은 감독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라이프스

킬과 같은 교육적 가치를 담은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필요하다. 후

속 연구 측면에서는 첫째,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다양한 접근 방식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라이프스킬 함양 및 발휘의 모습을 장기간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종목과 학교 급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킬 함

양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초등 학생선수, 학교운동부, 라이프스킬, 전인적 성장

학 번 : 2014-2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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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생활과 운동을 함께하던 저는 ‘미운 오리 새끼’였어요. 어린나이의 학생인데도 

운동부에서의 모든 활동은 기록단축 훈련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죠. 그런 것들

을 싫어하고 아쉬워했던 저는 운동부에서 ‘다른 곳에 관심 쏟는 아이’ 취급을 받

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배척한 것은 아니었지만, 온전한 동족이 될 수는 없

었죠. 그래서 학생선수 시절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2018. 2. 26. 국가대표 선수출신 지인과의 대화)

“저희 가족은 축구를 좋아하는 경상이 때문에 일부러 축구부가 있는 학교 근처로 

이사 왔어요. 그런데, 막상 경상이를 축구부에 넣으려니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하

게 되네요.”라는 학부모의 이야기에 나는 축구부를 담당하고 있는 감독교사이지

만, 선뜻 축구부를 권할 수 없었다.

                              (2018. 4. 8. 연구자의 학부모 상담일지)

나는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교사이다. 운동부 감독교사로서 운영계획

수립, 공문 처리, 활동비 관련 가정통신문 배부 및 정산 등의 행정을 주

된 업무로 한다. 이뿐만 아니라 운동부와 관련한 각종 위원회, 교육청 점

검 등으로 학교 관리자, 교육청 관계자, 코치, 학부모들과도 수시로 관계

를 맺으며 업무를 처리해 나간다. 하지만, 정작 학생선수와의 교육적 소

통 및 교류는 운동부 감독교사로서의 업무 맨 가장자리에 위치하였다.

학부모 한분이 학생의 축구부 입단 관련 고민을 상담과정에서 말씀하셨

을 때, 나는 축구부 입단을 쉽사리 권유할 수 없었다. 내가 관리·감독하

는 학교운동부였지만 학교운동부가 학생들에게 교육적 의미를 심어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국가대표 선수출신의

지인이 본인의 학생선수 시절을 ‘미운 오리 새끼’로 비유하며, 고충에 대

해 언급했던 게 오버랩 되었다. 나는 평소 성실하며, 친구들과 항상 밝은

표정으로 지내는 우리 반 학생도 축구부 생활을 통해 ‘미운 오리 새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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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

학교운동부는 교육적 활동·훈련을 기반으로 학생선수들의 전인적 성

장을 이끌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운동부 운영은 전인 교육의 맥락

에서 벗어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고문수, 2004; 김동아, 임수원, 이혁

기, 2012). 이러한 모습은 학교운동부의 역사적 맥락과 연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즉, 국가 주도 엘리트선수 육성체계 속에서 발전한 학교운동부

는 우수한 선수를 길러냄으로써 국위선양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

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조남용, 이영국, 2013; 최관용, 2009). 그리고

체육특기자 제도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등도 학교운동부가 시합에서의 승

리, 운동기량의 향상 슬로건만을 강조하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한

태룡, 2017).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은 시합 성적에 많

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학교운동부에서 여러 주체들은 스포츠를 매개로 다양한 방식의 관계

를 맺어 나가고 있다(전재희, 2018; Weinberg & Gould, 2007). 특히, 학

교운동부 운영을 주관하는 감독교사, 코치 및 학부모들은 학생선수들에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이 긍정적인 구조 속에서 교육적

상호작용을 맺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감독교사들은 학교

운동부와 관련된 법, 제도 속에서 효율적, 안정적 행정 처리를 위해 주로

씨름하고 있었으며 학교관리자, 코치, 학부모 등과의 관계 속에서 심리적

소진을 맞이하기도 했다(강지민, 박상봉, 2017; 박재정, 2014a; 이동성,

2011). 코치들은 경기실적 중심의 코치 평가 방식, 운동부 세계에서의 과

도한 경쟁문화 등에 부담을 안고 있었다(박명기, 2003; 전영한, 신기철,

2016). 이는 코치들이 학생선수 중심의 코칭을 통해 교육적 가치를 실현

하는데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부모들은 학생선수들

이 어떠한 모습으로 학교생활과 운동부생활을 함께 해나가도록 할 것인

지, 어떠한 성장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인지 갈팡질팡하며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었다(장유진, 제성준, 2019).

학교운동부의 가치는 외재적 차원과 내재적 차원 그리고 학생선수 개

인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외재적 차원은 사회·국가적 측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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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으로 다시 구분된다. 사회·국가적 측면에서 학교운동부 활동은 대표

선수 양성을 통해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 운동

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유인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형성 가능하게 하며

이와 함께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위선양을 이끌어 준다(고문수, 김무영,

2011; 김영갑, 2015; 안민석, 2002). 또한 강신욱(2005)은 학교 측면에서

학교운동부가 우수한 경기실적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자긍심 향상뿐만 아

니라 학교 내·외의 통합, 공동체 의식의 함양에 도움이 됨을 이야기하였

다. 이러한 학교운동부의 외재적 가치에만 초점을 둔 시각들은 승리지상

주의 문화 형성, 부정적인 교육·훈련 환경 조성 등으로 연결되었다. 즉,

기존의 학교운동부는 바람직한 스포츠 문화와 학생선수 개인에 대한 고

려 없이 뛰어난 경기력, 우수한 경기실적만을 강조함으로써 왜곡된 형태

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반면, 학교운동부의 내재적 가치는 운동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

미에 대해 주목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최의창(2010a)은 체육교과가

문화유산으로서 체육활동의 가치가 인정되기에 교과로서 정당화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학교운동부도 학생선수들이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녹아 들어있는 엘리트 스포츠 문화에 입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재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홍은숙, 2009). 그리고 개인적 차원

에서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들이 스포츠의 참된 가치를 경험하는 창구이

며, 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적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유생열, 박중길, 엄혁주, 2012; Wright, 2004). 즉, 학교운동부

는 학생선수들이 신체 영역뿐만 아니라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서의 발달

을 함께 추구해 나가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들

이 긍정적인 스포츠 문화를 경험하고,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적

절한 교육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

초등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은 ‘초등’과 ‘학생선수’의

두 가지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다. 우선, ‘초등’의 방향에서 살펴보면, 가

장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시기에 선수등록을 하고 학교운동부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한태룡, 정영린, 서희진, 2010).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부에



- 4 -

서의 경험은 학생선수들의 이후 삶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Bailey,

2006; McNamee, 2005; Talbot, 2001; Whitehead, 1990). 즉, 초등 학생선

수들의 운동부 생활은 이들의 중·고등학교 운동부 생활, 성인 선수로서

의 삶, 선수생활을 그만 둔 이후의 삶으로도 연결된다. 이와 같이 초등의

시기는 학생선수들에게 중요한 단계이며, 초등학교 운동부는 학생선수들

에게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운동부는 교육적 가치가

녹아 들어있는 엘리트 스포츠 문화를 처음 경험하게 해주는 교육의 장으

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초등 학생선수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학교운동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동부 생활을 통해 조화로운 발달과

전인적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박재정, 2015; 이대

형, 2012; Green, 2004).

다음으로 ‘학생선수’의 방향에서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살펴보기 위

해서는 학생선수 용어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학생선수’ 개념은 학생으

로서 선수생활을 병행해 나가는 자로, ‘선수’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

을 경계해야 한다. 학생선수를 ‘선수’ 프레임에 가두어 버리면 이들의 삶

은 신체기량 증진과 높은 경기력에만 몰두하게 된다(류태호, 2005; 조남

용, 이영국, 2013).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학생으로서

의 삶,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총체적으로 균형 맞추어야 한다(강유원, 강

덕모, 양홍열, 2011; 김한범, 권순용, 2018). 즉, 초등학교 운동부 생활은

학생선수들의 실제 생활 맥락 전체를 고려함으로써, 이들이 더 나은 삶

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어야 한다(강지민, 박상봉, 2018; 박

종국, 2008, 정재걸, 2003).

하지만, 기존의 교육적 접근 방법들은 학생선수들이 지니고 있는 문

제점 예방, 처방의 차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먼저 인권 영역에서

는 초등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부에서 신체·언어 등의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들의 삶이 인권 중심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하

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조광민 외, 2006; 홍덕기, 류태호, 2007). 다

음으로 학습권 영역에서는 운동, 시합에 대한 지나친 압박으로 인해 초

등 학생선수들이 학습에 소홀히 하는 점을 문제시하였고, 학습권 보장



- 5 -

및 최저학력제 적용을 언급하였다(박현권, 임수원, 2015; 이용국, 조욱상,

2013; 이학준, 2009). 이와 같이 학생선수들의 문제행동 개선만을 겨냥한

대처 방식들은 교육의 영역 및 범주를 결핍 부분에 대한 보충 기능으로

제한·한정하는 접근이다. 마지막으로 진학·진로 영역에서는 기존에는 운

동선수로의 성장방향에만 국한되어 있었음을 이야기하며, 진로교육 가이

드라인을 개발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이

끌어주어야 함을 언급하였다(이양구, 권형일, 2015; 손환, 홍은아, 2014).

하지만, 새롭게 제시된 접근방법도 학교운동부 생활이 학생선수들의 성

장에 근원적인 방향을 제안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리

고 이러한 교육적 접근에는 학생선수의 삶 자체를 직업 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편협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었다.

초등학교 운동부에서의 교육·훈련 및 생활환경은 학생선수의 삶을 바

탕으로 조성되어야 한다(송남석, 이종형, 2015a; Potrac & Cassidy, 2006;

Thompson, 2003). 즉, 운동부 지도자들은 학생선수들이 스포츠를 바탕으

로 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가르쳐야할 뿐만 아니라 생활 및 교

육 환경 조성에도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한다. 한편 초등학교 교육에서 교

사는 학생들의 생활과 앎의 세계를 고려하며, 성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준다(권동택, 2003; 박종국, 2004; Caswell

& Foshay, 1957). 본 연구자는 학교운동부의 감독교사 역할과 함께 초등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학생선수들의 실제 삶 맥락을 고려하여 교

육 및 생활지도 등을 이끌어나갈 수 있었다. 또한 이들과 함께함으로써

어떠한 방향으로 지도해야 학생선수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을지 심층적인 고민, 탐색을 할 수 있었다.

초등 학생선수의 성장 방향은 학업·운동의 기초, 공동체의 기초, 삶의

기초를 함양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김정효, 이해지, 2004). 첫째, 초

등 학생선수들은 학업·운동의 기초를 쌓아나가야 한다. 즉, 학교운동부

구성원으로서 학업과 운동을 함께 해나가는 생활이 주는 의미를 깨닫고,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엄태동, 2004; Wright, 2004). 둘

째, 초등 학생선수들은 공동체의 기초를 쌓아나가야 한다. 이는 학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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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생활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본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외부 세계

로 시선을 확장하며,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일

컫는다(유한구, 2006; 최의창, 2006; Gallahue, 1993; Pickup & Price,

2007). 셋째, 초등 학생선수들은 삶의 기초를 쌓아나가야 한다. 전인적

성장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 가치를 둔 교육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기 때

문에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부 생활의 제 영역에서 기초를 쌓아나감으로

써 성공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재

천, 2001; 권동택, 2004; Alexender, 1987). 이상의 교육 방향들은 학생선

수들의 실제 삶을 교육의 중심에 둔다는 점, 학생을 성장과 발달의 주체

로 인식한다는 점 등에서 전인적 청소년 발달 접근과 같은 맥락을 취하

고 있다.

초등 학생선수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서는 전인적 청소년 발달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인적 청소년 발달 관점은 청소

년을 ‘문제, 결함의 주체’가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자원’으로 바라

본다(김진호, 2006; Damon, 2004; Lerner et al., 2005). 이러한 시각에 따

르면 초등학교 운동부에서는 학생선수들의 문제행동 감소 보다 장점 및

역량 증진에 가치를 우선으로 하게 된다. 또한, 학생선수들은 학업, 운동,

공동체 생활 등에서 잠재력을 개발하고 보다 발전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지향하게 된다. 하지만, 학교운동부 참여가 학생선수들의 전인적 성

장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교육, 훈련 및 생활 측면에

대한 교육적 고민을 지속해야 한다(Eccles & Gootman, 2002; Gould &

Carson, 2008; Tamminen & Neely, 2016). 이에 Lerner(2004)와 Petitpas

외(2005)는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환경적 측면, 관계 맺음의 측

면, 라이프스킬 개발 등을 고려해야함을 언급하였다.

전인적 청소년 발달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제적 방안으로 라이

프스킬 개발·전이가 있다(이옥선, 2015; Carson, 2010; Larson, 2000). 라

이프스킬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기술로 스포

츠 맥락에서 배운 바를 다른 영역으로도 확장,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추

구한다(이옥선, 2012; 정용철, 류민정, 2009; Turnnidge, Côt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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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cock, 2014). 초등 학생선수들에게 라이프스킬 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학생선수들이 운동부에 국한되지 않고 교실, 가정, 사회 등의 맥락에서도

발전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교육적 의미와 가치

가 있다. 또한, 초등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킬 친화적 환경

조성은 교육적 접근 방식으로 적합하다. 스포츠 환경, 맥락은 라이프스킬

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장인데(Camiré & Kendellen, 2016;

Theokas et al., 2008), 학생선수들은 스포츠 관련 요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스포츠 세계와 상시 소통하며 생활한다. 그리고 초등 학생선

수는 그들만의 삶과 앎의 세계를 형성하는데(엄태동, 2003; Jess &

Collins, 2003; Thomas & Thomas, 2008), 라이프스킬은 초등 학생선수

들에게 신체, 인지, 사회, 심리적 영역에서 적절한 발달을 이끌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옥선, 2012; Danish et al., 2004).

본 연구는 종래의 연구들에서 접근했던 방식과는 색다르게 학교운동

부에 다가가고자 한다. 즉, 학생선수들에게 탁월한 기량만을 주입해야한

다는 시선, 학생선수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의 예방·처방을 우선해야한

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학교운동부가 학생선수들의 잠재력과 강점을 키워

주는 교육적 통로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한다(Fraser-Thomas, Côté &

Deakin, 2005; Weiss & Wiese-Bjornstal, 2009). 이를 통해 학교운동부

와 관련한 왜곡된 시선을 개선하고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부 생활을 통

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반을 쌓아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이

상의 연구 필요성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

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이 초등

학생선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프로그램 운영에 요구되는 조건

들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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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고 초등 학생선수들에게 나타난 교육적 변

화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초등 학생선수들의 생활환경 및 삶

맥락을 고려하여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하

고자 한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초등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 및 발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초등

학교 운동부 현장에서 학생선수들의 전인적 발달 가능성을 보여주고, 이

와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연구 문제

첫째,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가?

둘째,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이 초등 학생선수

들에게 미친 영향을 무엇인가?

셋째,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 조건들은 무엇인가?

4. 용어의 정의

◎ 전인적 발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전인적 발달 개념은 개인의 제 영역에서 총체

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 전인적 발달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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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가 지니고 있는 뛰어난 스포츠 기술·기량뿐만 아니라 스포츠 환경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역량 및 소양 등을 강점으로 인식하고, 학생선수

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 라이프스킬

라이프스킬은 개인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의

미한다(이옥선, 2015; Lee et al., 2017). 즉, 라이프스킬 개념은 학생선수

들이 학생으로서, 선수로서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을 기본으

로 한다. 특히 학생선수들이 교육, 훈련 및 생활에 최선을 다 할 뿐만 아

니라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

으로 대처하며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등 개인의 발전적 삶과

관련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

◎ 학교운동부

학교운동부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지칭한다. 학교운동부는 비록 정규 교육과정의 범주 밖에 위치하고 있으

나, 학교체육진흥법에 의거하고 학교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관계자들이 교육영역을 담당하는 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이다.

5.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연구자가 운동부 감독교사로서 맡고 있는 학생선수

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의 정규체육수업, 학교스포츠클

럽 등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의 단체 스포츠 종목 학생선수들을 대상으

로 하였기 때문에 개인 스포츠 종목의 학생선수 또는 중·고등학교 학생

선수들로 대상을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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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교운동부

가. 학교운동부의 이해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를 주축으로 하여 운영되는 운동부를 일컫는다

(문화체육관광부, 2017). 학교영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운동부는

교육적 맥락의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선수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류태호, 2005; 이대형, 2012). 학생들은 일련의 교육활동을 통해 교

육의 내재적 가치를 인식하고(이홍우, 2010; Dewey, 1938; Peters, 1966),

그것을 바탕으로 개인의 총체적 삶을 형성하는 실천전통으로 입문해야

한다(홍은숙, 2009).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선수들에게 학교운동부 활동은

스포츠의 내재적 가치를 깨닫게 되는 통로이며, 이들의 발전적 삶을 위

한 교육적 연결고리이다(고문수, 김무영, 2011; 최의창, 2010a; Wright,

2004).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에서의 바람직한 교육 및 긍정적 경험을

통해 조화로운 발달, 전인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Zimmer, 2004).

하지만 고문수(2004), 이명선 외(2008), 임용석, 류태호, 이규일(2010)

의 연구에서는 학교운동부가 학교교육의 취지와 동떨어져 운영되고 있음

을 지적한다. 또한 이혁기(2009)는 학교운동부의 모습 및 영역을 <그림

1>과 같이 제시하며, 학교운동부에 학교체육과 전문체육의 성격이 혼재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즉, 학교운동부가 학교라는 교육공간에서 이

루어지고 있지만, 전문체육과 흡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문제시 하였

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전문체육을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으

로 규정한다. 이러한 엘리트스포츠 영역에서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가장 중요시 한다.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 생활을 통해 엘리트스포츠의

부정적인 면을 접하게 되고 결국 승리지상주의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

는 전문체육의 문화에 스며들게 된다(김선희, 2009; Siedentop,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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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교운동부의 영역(이혁기, 2009, P.11)

나. 학교운동부의 역사적 배경 및 현황

학교운동부는 국가 주도의 엘리트선수 육성 정책과 함께 성장해왔다

(김한범, 권순용, 2018; 조남용, 이영국, 2013). 안민석(2002)은 국가 주도

의 엘리트체육이 발전할 수 있었던 까닭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이야기

하였다. 국제경기에서 엘리트 선수들의 우수한 경기력은 첫째,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국위선양에 기여할 수 있었다. 둘째, 국민들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었다. 정부는 스포츠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끌

어 올렸으며, 정치 외의 영역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다. 셋째, 스포

츠는 체제우월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남한과 북한의

선수들은 각 체제를 대표하여 스포츠 경기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학교운동부는 엘리트선수를 키워내는 중심축으

로 자리 잡게 되었다(이대형, 2012; 최관용, 2009). 특히, 1962년에 제정

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전문체육 영역을 포함한 각종 체육정책 추진의 근

거가 되었다. 그리고 1966년에는 태릉선수촌이 설립되었고, 1972년에는

체육특기자 제도가 도입되었다. 체육특기자 제도는 높은 운동기량을 갖

춘 학생선수들에게 학업 성적과 관계없이 상급학교 진학에 혜택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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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한태룡 외, 2011). 체육 특기자 제도와 함께 전국소년체육대회

도 경쟁중심의 학교운동부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박성기, 권기

남, 2018; 빙원철, 장윤선, 2011). 1972년부터 전국체육대회와 분리되어

제 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시·도간 과

열된 경쟁을 야기하였고, 학생선수들을 지나치게 혹사시키는 등 여러 문

제가 발생하여 1989년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선수 육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생겨나 1992년 부활하게 되었고 현

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육성된 우수한 엘리트선수들은 국위선양 및

한국체육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김영갑, 2015). 그러나 체육특기자

제도 및 전국소년체육대회는 학교운동부가 탈교육적 맥락으로 운영되는

데 근본요인으로 작용하였다(한태룡, 2017). 체육특기자 제도가 높은 운

동수준의 학생선수들에게 상급학교 진학 시 주는 혜택 그리고 전국소년

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으로 인해 받게 되는 이익 등은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이 시합에서의 승리, 운동기량 향상의 가치만을 추구해 나가는

데 촉매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까닭으로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인권 및

진학 등의 문제는 수시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수영선수 장희진의 태릉선수촌 입촌 거부로 인한 국가대

표 자격박탈 사건, 2003년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숙소 화재사건 등 학교

운동부의 폐해가 드러나게 되면서 학교운동부의 정상화를 위해 각종 방

안들이 마련되고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학생선수들의 학사관리가 강화되었다. 최저학력제 도입을 통해 학

생선수들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였으며, 시합 참가 횟수를 제한함으로

써 이들의 수업 결손은 최소화되었다. 그리고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

해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운동부지도자 대상 인권 관련 연수 강

화, 학생선수 대상 주기적인 상담 및 체계적 관리 등이 실행되었다. 이뿐

만 아니라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 대책, 상시 합숙훈련 근절, 학

교운동부 비리 관련 징계 강화, 청렴한 학교운동부를 위한 운영 예산의

투명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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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학교운동부는 4,476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학교의 38.7%에 해당한다. 그리고 학생선수는 전체 학생의 1.5%인

66,634명이 등록되어 있다. 초등학교 운동부는 1,678교이며 학생선수는

21,153명으로 집계된다<표 1 참조>.

표 1. 2016년 학교운동부 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17, p.216 수정)

(단위 : 교, 팀, 명)  

학교

급별
학교 수

학교

운동부

전체학생 

수

학생선수 

수

학교운동부 수(팀) 전체코치 수

(전임+일반)남 여 계

초 6,001 1,678 1,707,788 21,153 1,761 901 2,662 1,893

중 3,209 1,683 1,473,773 23,831 1,828 869 2,697 2,345

고 2,353 1,115 1,411,160 21,650 1,362 622 1,984 1,802

합계 11,563 4,476 4,592,721 66,634 4,951 2,392 7,343 6,040

다. 학교운동부의 구조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은 스포츠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매개로 상호의존

적 관계를 맺고 있다(전재희, 2018; Carron et al., 2005; Woods, 1998).

감독교사, 코치,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에 함께 소속되어 있으며, 시합에

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 목적달성을 위해 구성원

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우수한 스포츠 기술을 바탕으로 끊임

없이 상호작용 한다. 학부모, 학교 관리자 등도 학교 운동부 구성원들이

시합 및 대회에서 최상의 운동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

협력의 구조 속에 있다. 즉, 학교운동부는 여러 관계자들이 시합에서의

승리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집단 구조 특징을 보이고 있

다(전영한, 신기철, 2016; Weinberg & Gould, 2007).

강신복(2003)은 학생, 학부모, 코치, 교육 행정기관 등이 수요자, 공급

자, 관리자의 관계에 놓여있음을 이야기하였다<그림 2 참조>. 학생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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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수요자의 위치에 있으며, 학교운동부는 이들에게 희망하는 상급

학교로의 진학, 직업 선수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된다. 감독 및 코

치, 각 스포츠 종목 단체들은 공급자의 위치에 있으며 기량이 출중한 선

수를 키워냄으로써 스포츠 종목의 발전 및 자신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학교와 지역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은 관리자의 위

치에 있으며 소년체전, 전국체전 등에서 단위학교 및 지역의 실적, 위신

을 위해 학교운동부를 편성, 운영한다.

그림 2. 학교운동부의 구조(강신복, 2003, p.12 수정)

이혁기(2009)는 기능주의 관점과 갈등주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학교운

동부 구조를 분석하였다. 기능주의 관점에서는 학교운동부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 경험을 통해 리더십, 대인관계, 인내

심, 협동심, 경쟁성 등을 학습하고 학교 대표로서 그들 스스로에 대해 자

부심을 느끼게 된다(Galipeau & Trudel, 2006; Spreitzer, 1995). 그리고

학교운동부는 감독교사, 코치 등의 학교운동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및 기타 학교소속 인원들에게 애교심을 심어주며, 건강한 학교문화

생산에 큰 역할은 한다. 반면 갈등주의 관점에서는 학교운동부를 부정적

으로 바라보았다. 학교운동부에서는 학교교육을 간과하며 스포츠 기술능

력을 최우선으로 중시한다. 학생선수들은 ‘선 학생, 후 선수’가 아닌 ‘선

선수, 후 학생’으로 역할학습하게 되며 학생으로서 능동적 자아추구의 권

리 등을 상실하게 된다(김동현, 2011). 그리고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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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친 승리·능률 지향주의는 부적절한 경쟁 및 인간소외를 등을 초래하였

다(제성준, 손천택, 2018).

오연풍(2004)은 학교운동부 체계, 구조를 5가지의 방향으로 분석하였

다. 첫째, 운동부 육성주체로서의 학교이다. 학교 내적으로는 감독교사,

체육부장, 교감, 교장의 직제를 통해 행정, 관리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리

고 학교 외적으로는 관할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감독·지원을 받는 시스

템이다. 둘째, 선수자원 보유체로서의 학교이다. 학교에는 선수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연령대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원활한 선수수

급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셋째, 체육프로그램 운영 주체로서의 학교이다.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가운데 운동에 소질이 있는 학생을 학생선수

로 선발, 훈련시키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다. 넷째, 지도자 보유 주체로서

의 학교이다. 학교운동부는 감독교사와 코치에게 학생선수들의 지도 및

훈련 등을 포함한 운동부 운영의 전체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다섯

째, 시설 보유 주체로서의 학교이다. 학교는 다수의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는 이 시설들을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구

조적 특징으로 인해 학교는 운동부의 육성주체가 될 수 있었다.

관계자들이 학교운동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운동부는 엘리트

스포츠의 관점에서 이해되기도, 교육의 관점에서 이해되기도 한다(류태

호, 2005). 즉, 학교운동부는 엘리트스포츠의 성격과 교육적 성격이 중첩

되어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 지금의 학교운동부는 1등 지상주의, 승리

제일주의 분위기가 만연하다(이용식, 2012; 임새미, 2014). 그리고 학생선

수, 학부모,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불합

리하고 비교육적인 운영형태가 자행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학생선수들

의 성장에 장해가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 발전에도 한계 요소로 작용하

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은 올바른 교육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인교육으로서의 학교운동부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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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학교운동부 관련 선행연구

학교운동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스포츠 종목 자체의 맥락뿐만 아니

라 학생선수들의 생활 및 교육 관련 제반요소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김정효, 남궁영호, 2009). 학교운동부에서는 학생선수를 중심으로 감독교

사와 코치가 이들의 교육을 함께 담당하고 있다. 특히, Potrac &

Cassidy(2006)는 교육자가 학생의 발달 및 교육환경 조성에 상당한 영향

력을 미치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즉, 감독교사와 코치는 학교운동부 운영

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운동부 지도자들은 학생선수들이 스포츠를 통

해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

다(송남석, 이종형, 2015a; Shields & Bredemeier, 2001; Thompson,

2003). 그리고 학생선수들은 지도자들의 교육을 통해 전인적 성장을 위

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배워나가야 한다.

학교운동부의 긍정적 문화 조성은 팀 구성원의 태도 그리고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유생열, 박중길, 엄혁주, 2012;

Kidman, 2001; Martens, 2004; Woods, 1998). 즉, 학교운동부의 문화, 분

위기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느냐, 다른 관련자들과 어떠한

상호관계를 맺어 나가느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동부의 구조적 환경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구성원들의 경

험 및 인식 그리고 교육적 상호작용 방식 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1) 감독교사 중심의 연구

학교운동부 감독교사는 운동부 업무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다. 황관식, 이종형(2011)은 운동부 업무를 계획과 운영실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감독교사들은 문서적 계획, 실천적 계획, 즉흥적 계획에 의

거하여 학교운동부를 이끌어나가고 있었다. 운영과정에서는 전문가, 관리

자,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감독교사들은 전문가로서 학생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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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교육하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연구하는 전문성을 발휘

한다. 그리고 관리자로서 행정업무, 선수 관리 및 운동부 관련자들과 친

밀한 관계형성을 함께 해나간다. 마지막으로 봉사자로서 개인의 삶을 희

생하며 학생선수들의 지도에 힘을 쓰고 있다. 즉, 감독교사들이 운동부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감독교사의 부담감, 어려움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성

기, 권기남(2018)과 박성기, 김성훈, 이안수(2012)는 감독교사가 운동부

업무과정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역할갈등을 근거 이론적 방법으로 접근

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감독교사들이 놓여있는 맥락적 상황들을 면

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 이들의 고충과 관련된 요소로는 업무에 대한 부

담, 학생관리, 성적에 대한 압박, 적적한 보상의 부재, 운동부 관련자들과

관계맺음의 어려움 등이 거론되었다. 김지선, 이근모(2015)는 운동부운영

관련 법·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이야기 하였다. 교사는 정책의 실행 주체

임과 동시에 정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기도 하다. 하지만, 감독교사들은

현장 운동부 운영시스템 관련 다양한 측면에서 갈등, 당혹감을 경험하고

있었다(권민정, 2013; 우지만, 김중형, 2016).

박재정(2014a)은 초등학교 운동부맥락에서 감독교사들의 업무를 ‘계획

하고 실행하기’와 ‘관리하고 결재하기’ 두 유형으로 나누었다. ‘계획하고

실행하기’는 대회참가, 운영관리, 훈련지도, 선수지원 등의 업무가 있었

다. 그리고 ‘관리하고 결재하기’는 코치관리, 운동부 시설·용품 관리 등의

업무로 분류할 수 있었다. 담임 및 다양한 업무를 중복으로 맡게 되는

초등교사의 특성으로 인해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교사는 업무의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강지민, 박상봉(2017) 또한 초등학교의

초임 여교사가 축구부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존감 하락과 심리적 소진,

비체계적이며 모순된 운동부 운영구조 등을 경험하게 됨을 이야기하였

다. 그리고 해당 운동 종목 및 스포츠 세계에 대한 지식· 소양의 함양이

중요하며 관리자, 학부모 등 운동부 관련자들과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필

요함을 함께 제시하였다(이동성, 2011).

운동부 지도과정에서 감독교사가 갖게 되는 긍정적인 인식을 다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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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다음과 같다. 최덕묵(2016)은 감독교사들이 운동부 운영을 통해 다

양한 교육적 의미를 경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감독교사들은 교사 이외

또 다른 지도자 삶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으며 교사 자신의 장점을 부

각시킬 수 있었고 특히 교수·학습 관련 지도법 활용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과 고민을 이해하는 경험을 함께할 수

있었다. 이종형, 황관식(2011)은 감독교사들의 운동부 운영관련 인식이

가치 인식, 신념 확립, 의지 실현, 운영 및 반성, 자아실현의 5단계로 발

전함을 언급하며 이를 감독교사의 ‘인식 진화’로 지칭하였다. 즉, 감독교

사들은 운동부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감독교사와 학생선수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종학(2017)은 감독교사와 학생선수의 상호작용이 학생선수들의 학교생

활 및 운동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통해 감독교

사가 학생선수에게 올바른 교육적 접근법으로 다가가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임성철, 원영신(2012)은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습을 병행

해 나가야함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감독교사의 노

력은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적 향상과 더불어 운동 경기력 발전, 긍정적인

생활태도 등으로 이어졌다. 송남석, 이종형(2015b)은 감독교사가 코치와

함께 학생선수들의 인권보호 및 스포츠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을 담아내었다. 인권 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감독교사는 학생선

수와 수평적인 관계적 태도를 지향하였으며, 상담 및 고민경청 등의 방

식으로 소통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감독교사 관련 선행연구는 운동부 운영에서

겪게 되는 감독교사의 고충, 운동부 지도과정에서 감독교사가 갖게 되는

긍정적 인식, 감독교사와 학생선수의 교육적 상호작용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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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감독교사 관련 선행연구

순번 저자 연도 제목

1 박성기, 권기남 2018
체육고등학교 운동부 감독교사의 교직생활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2 강지민, 박상봉 2017 초등학교 초임 여교사의 운동부 지도 경험과 의미 

3 박종학 2017
학교운동부 감독교사와 학생선수 간 상호작용과 

학교생활적응 및 운동몰입 간의 관계

4 우지만, 김중형 2016 중등 운동부 담당교사의 당혹감 경험 및 대처전략 탐색 

5 최덕묵 2016
학교운동부 감독교사의 긍정적 삶의 경험과 가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6 송남석, 이종형 2015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스포츠인권 신장을 위한 수행 역할 과제

7 김지선, 이근모 2015
학교체육진흥법에 대한 체육교사의 인식 

- 학교 운동부 운영을 중심으로 -

8 박재정 2014 초등학교 체육부장의 1년 업무 돌아보기 

9 권민정 2013
중학교 여자 체육교사가 경험한 축구부 감독수행 어려움에 

관한 셀프 연구 

10 박성기 등 3인 2012
중등 체육교사의 운동부 담당에 따른 역할갈등의 근거 

이론적 접근 

11 임성철, 원영신 2012
체육교사 운동부 감독의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 

실천과정 

12 이동성 2011 자문화기술지를 통한 초등학교 운동부 지도경험 분석 

13 이종형, 황관식 2011
체육고등학교 운동부 감독교사의 운동부 운영인식에 

대한 사례연구 

14 황관식, 이종형 2011
체육고등학교 운동부 운영의 계획과 실제에 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2) 코치 중심의 연구

코치는 학생선수들에게 최상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주기 위해

(Crisfield et al., 2003; Cross & Lyle, 1999), 감독교사와 함께 고민하며

운동부 업무를 계획·운영한다. 운동부지도자로서 감독교사와의 긍정적·



- 20 -

협력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함께 근무하는 과정에서 코치와

감독교사의 갈등은 종종 발생한다. 조건상(2015)은 코치들이 감독교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들을 주목하며, 그 현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

다. 첫째, 코치와 감독교사는 서로 배타적이며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었다. 둘째, 운동부에서의 지위체계는 이들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촉매

제가 되었다. 코치와 감독교사의 모호한 이원적 지위체계는 운동부 운영

에 혼란을 가져왔다. 셋째, 이들은 상대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운동부와 관련하여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에,

대립하는 장면이 발생하였다.

학교운동부의 코치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감독교사와의 갈등에 국한

된 것이 아니었다. 전영한, 신기철(2016)은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의 직업

적 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코치는 과중한 업무, 학교장·감독교사의

눈치로 인해 힘들어하였다. 그리고 학생선수들의 지도 및 수급에 스트레

스를 받고 있었으며, 계약직 신분과 낮은 보수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

다.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박명기(2003)는 코치들이 운동부 지도에 불만

을 표하고 있는 주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운동부에 대한 가치폄하의

인식, 학업성적 위주의 교육풍토 등을 이유로 학생선수의 확보가 어렵다

는 점, 운동부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부족한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스포츠 세계의 과도한 경쟁문화와 열악한 운동 환경, 경제적 보상의 부

족 등이 함께 분석되었다. 임새미(2014)는 코치가 과도한 업무를 떠안고

있으며, 대회 성적에 의해 급여 및 재계약이 결정되는 점 등을 이야기하

였다. 특히, 대회 성적에 대한 압박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인권 및 비

리문제와 직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코치들이 학생선

수 중심의 코칭을 통한 교육적 가치의 실현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

다(김승재, 이지형, 2016; 성창훈, 홍준희, 최은규, 2004).

코치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 학교운동부의 구조적 모순 해결을 위해

김동현, 윤양진(2011)과 빙원철, 장윤선(2011)은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먼저, 경기실적 중심의 코치 평가 방식이 변화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당장의 경기실적을 중시하는 지도환경은 학교운동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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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지상주의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이것은 무리한 훈련, 비

교육적 지도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평가는 코치가 학생선수

의 다양한 측면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지도하였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다

음으로, 코치의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특히, 코치의 업무대비

낮은 급여는 재정지원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학교운동부 코치들의 처우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코치

의 고용안정, 지위보장과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하였다. 코치들이

비정규직 위치에서 근무하며 고용 불안을 느끼는 환경은 학생선수들의

교육·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 마

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김승재, 박인서(2017)는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통해 코치

관련 학교운동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코치가 운동부 지

도과정에서 자긍심을 느끼게 되는 요인은 본인이 지니고 있는 강점 및

지도과정에서 발휘한 덕목 때문이 아니라 경기의 결과, 학생선수들의 실

적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선

수들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해나가는 코칭 분위기 조성이 우선되어야 함

을 알 수 있었다(Kidman & Davis, 2007). 이러한 학교운동부 정상화에

대한 인식은 구성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의 의식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결국 코치의 긍정적인 직업적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

강신녀, 류태호(2013)는 코치의 바람직한 교육철학 정립이 학교운동부

시스템 개선의 선결과제로 보았다. 코치들은 학생선수들이 학교생활과

운동부생활을 함께 해나감으로써 학업과 운동에 대해 바람직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즉, 코치는 교육자로서 올바른 가치

관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특히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삶의 태도 등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코치는 학생선수들을 가르치는

스포츠 교육 전문인이며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능, 심성적 자질 등의 전

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Cushion, 2006; Lawson, 1984). 특히, 김선희

(2009)는 코치가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함양, 실천할 수 있도록 코치

교육에서 기법적 자질과 심법적 자질의 내용을 함께 다룰 것을 역설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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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치의 전문성 향상은 경기지도능력에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학

교운동부 운영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김대광, 2007; 이용식, 허

인, 2009).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코치 관련 선행연구는 코치들이 겪고 있는

고충,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로 범주화 될 수 있었다. 특히, 선

진화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 제도적 개선, 사회적 의식의 변화, 운동

부 지도자 대상 교육의 중요성 등이 거론되었다.

표 3. 코치 관련 선행연구

순번 저자 연도 제목

1 김승재, 박인서 2017 스피노자의 사상으로 본 어느 코치의 삶

2 김승재, 이지형 2016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업불안정성이 직무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3 전영한, 신기철 2016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의 직업적 삶에 대한 연구 

4 조건상 2015 학교운동부 지도자간 갈등에 관한 연구

5 임새미 2014
중 ·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의 관점에서 본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6 강신녀, 류태호 2013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삶과 교육 

7 김동현, 윤양진 2011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 과제

8 빙원철, 장윤선 2011
학교 스포츠 운동부 지도자의 직업문화와 구조적 현실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9 김선희 2009 누가 좋은 코치인가?: 이상적인 코치의 자질

10 이용식, 허인 2009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기지도능력 실태 및 정책지원 방안

11 김대광 2007 학교체육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12 성창훈 등 3인 2004
소년 스포츠 코치들이 지각하는 긍정적 코칭의 구성요소 

및 장애요인

13 박명기 2003
초등학교 운동부 코치들의 직무만족도 및 역할수행 

갈등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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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운동부 제반사항 관련 연구

학교운동부 관련 선행연구에서는 왜곡된 운동부 운영모습과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룬 것들이 대다수였다. 교육적 가치가 배제된 운동부

운영 모습을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명왕성(2017)은 학교운동부 합숙

훈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그간의 시대적, 국가적, 정책적 상황이 학교

운동부의 합숙훈련 체계를 정당화 시켰다고 보았다. 특히 합숙소는 운동

부만의 폐쇄적인 문화형성,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인권·행복권 침해 등으

로 이어졌다. 박재우, 김동학(2016)은 학교운동부 문화에 내재된 권력관

계를 분석함으로써 현실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학부모는 지

도자, 학생선수와 함께 학교운동부 운영의 주관자로서 후원회비 지원 및

학생선수들의 운동, 공부 그리고 학생선수들의 성장환경 조성 등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권력관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김지태, 홍

미화, 2017; 박재정, 2014b; 장유진, 제성준, 2019). 지도자 중심의 학교운

동부 권력구조는 억압적인 분위기, 그릇된 운동부 운영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지도자, 학생, 학부모의 수평적 관계 분위기가 마련되어

야 한다.

학교운동부 구성원인 감독교사 및 코치가 바라보는 운동부 관련 연구

는 다음과 같다. 김역찬, 이종형(2014)은 지도자 대상 운동부의 재정적

측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특히, 학부모에게 후원회비의 부담을 지

우는 것은 학생선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

며, 재정 지원의 확대를 요구하였다.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화, 효율화

등을 위해 학교운동부가 자체의 맥락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

을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운동부의 각

주관자들이 함께 의논하고, 계획 및 운영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박재정, 2014b). 송남석, 이종형(2015a)은

운동부 지도자들이 인권 친화적 학교운동부 운영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학생선수들의 인성함양 지도, 동기부

여를 통한 자율적인 운동 참여, 생활기술 함양 지도, 학습 환경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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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학교운동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김역

찬, 이종형(2015)은 지도자 및 학부모, 학생선수들의 부담경감 필요성과

함께 감독교사, 코치 대상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들의 교육적 가치관

확립과 학교운동부 코칭 전문성 향상을 제안하였다. 이양구(2013)는 학

생선수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습권 보장을 통한 학습역량 증진, 체

육특기자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특히, 학생선

수들의 진로·학업 문제는 학생선수 수급과 직결되기에 지속적인 질적 시

스템 개선이 요구된다(김동아, 임수원, 이혁기, 2012). 우승호, 진연경

(2018)은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학생선수 육성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즉, 학교운동부

의 가치와 목적을 우수선수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를 통한 더 나은 삶 영위에 두어야 한다(고문수, 김무영,

2011). 그리고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은 학생선수를 ‘선수’가 아닌 ‘학생’으

로서의 바라보아야 함을 말하였다(조남용, 이영국, 2013). 이는 학생선수

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학교운동부, 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운동부

로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하다(류태호, 2005; 박재

정, 2015; 이대형, 2012).

이상의 연구들은 운영상의 문제, 시스템적 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운동

부의 여러 측면에서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학교운

동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해져 있으며, 운동부의 교육적 정체성

또한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 개인측면, 학교측면,

사회·국가 측면 등에서 교육적 순기능의 가능성을 함께 품고 있다(강신

욱, 2005). 따라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바람직

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학교운동부 운영 및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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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학교운동부 제반사항 관련 선행연구

순번 저자 연도 제목

1 장유진, 제성준 2019
중도탈락 위기 학생선수 학부모들의 일상 경험 탐색: 

고등학교 레슬링부에 관한 사례연구

2 우승호, 진연경 2018 우리나라 학생선수 육성환경의 변천과정 및 발전방안 탐색

3 김지태, 홍미화 2017 학생선수 학부모의 지출 세부요인 및 중요도 분석

4 명왕성 2017 학원 스포츠 합숙훈련 체계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현 주소 

5 박재우, 김동학 2016 학교운동부 문화에 내재된 권력관계와 정책 대안 

6 김역찬, 이종형 2015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식으로 본 학교운동부 운영의 

효율화 방안

7 박재정 2015 초등학교 학생선수를 위한 전인교육 사례연구

8 송남석, 이종형 2015
선수인권 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감독교사와 

전임코치의 인식

9 김역찬, 이종형 2014
학부모후원금 지원과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한 

감독교사와 전임코치의 인식

10 박재정 2014 초등학교 축구부 운영 예산의 원천과 특징 

11 이양구 2013
학습권 보장제와 연계된 중,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제도의 개선 방안 

12 조남용, 이영국 2013
국가주도 학생선수 육성제도의 개념과 현실을 토대로 한 

개선방향 탐색 

13 김동아 등 3인 2012
비인기 종목 초등학교 엘리트스포츠 학생선수 수급 

문제와 과제 

14 이대형 2012 교육의 장으로서 학교운동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탐색 

15 고문수, 김무영 2011 학교운동부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발전 과제 

16 강신욱 2005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순기능에 대한 연구

17 류태호 2005 학원스포츠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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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 학생선수

가. 초등 학생선수의 이해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 생활을 통해 학생으로서의 삶, 운동선수로서

의 삶을 복합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강유원, 강덕모, 양홍열, 2011; 이대

형, 2012). 학생선수들의 바람직한 생활·성장을 위해서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정체성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김한

범, 권순용, 2018). 박재정(2013)과 전영한, 신기철(2015)은 학교운동부에

처음 입문하는 단계인 초등 학생선수들의 생활 모습을 주목하여 살펴보

았다. 초등 학생선수들은 전문스포츠 성격이 강한 학교운동부 문화를 경

험하며, 일반학생들과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학교운동부

입문부터 운동부에서의 훈련과 시합출전 과정, 학업 관련 부문 그리고

상급학교로의 진학 등은 일반학생이 학교생활 중 경험하는 것들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에 학생선수와 일반학생들은 서로를 다른 존재로 인식

하였으며, 학교생활을 함께해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주병하,

곽은창, 배재현, 2013).

초등 학생선수들은 또래친구 및 선·후배들과 운동하는 그 자체에 흥

미를 느끼며 학교운동부 생활을 시작한다(박도경, 박현권, 전원재, 2016).

하지만, 학생선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운동부 생활에 적응의 어려움, 주

위 시선의 변화로 인한 고충 등을 겪는다(김동현, 2011; 박원길, 임수원,

2003). 김무영, 조미혜(2004)가 이야기 한 것처럼 많은 학생선수들은 본

인의 운동능력 뒤떨어짐뿐만 아니라 학업능력 부족, 교실에서의 소외 등

을 고민하고 있었다. 또한 지나친 위계적 서열 관계를 중시하는 학교운

동부 문화는 신체·언어·정신적 폭력으로 연결되기도 하였으며, 학생선수

들은 강압,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정경환, 원영신, 이주연,

2018; 정봉현, 김하영, 2017). 이는 훌륭한 스포츠 인으로 성장을 갈망하

며 학교운동부 생활을 시작한 학생선수들이 중도에 운동을 그만두는 주

요 요인으로 거론되기도 하였다(이규일, 허창혁, 류태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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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학생선수들에게 학교운동부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발판,

더 나은 삶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야한다(강지민, 박상봉, 2018). 류태

호(2005)는 전문스포츠의 영역과 교육의 영역이 중복되어 있는 학교운동

부가 한층 더 성장하기 위해 <표 5>의 방향으로 학생선수들을 지도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운동 단선구조 모습을 띈 현재의 학교운동부를 개선하

기 위해 교육적 운영 방안을 지속 고민해야 한다(임용석, 류태호, 이규

일, 2010; Thompson, 2003). 그리고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부 생활을 통

해 긍정적인 경험 및 성장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선수 중심의 학

교운동부 환경과 교육·훈련 기반마련이 필요하다(임용석, 한만석, 김준성,

2014; Nakamura, 1996).

표 5. 학교운동부 비전(류태호, 2005, p.100)

학교운동부 비전 방 향

교육적 목적의 달성

Achievement of educational objective

 - 운동과 수업 병행

 - 인간성 계발

 - 민주적 사회인 양성

운동특기의 계발

Development of athletic speciality

 - 운동 참여의 재미와 즐거움

 - 합리적 훈련방식

 - 개인의 적성에 맞는 운동특기 계발

스포츠의 본질 추구

Pursuit of the spirit of sport

 - 도전과 성취감

 - 페어플레이 정신

 - 스포츠맨십

참여폭의 확대

Enlargement of the 

extent of participation

 - 학생중심

 - 개방적 형태의 운동부 활성

 - 전 국민의 스포츠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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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선수 관리·감독을 위한 기존의 접근

학교체육진흥법(2013. 1. 27. 시행)에서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

하는 학생을 ‘학생선수’ 용어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명시되기 전까지 학

생선수는 선수학생, 운동선수, 운동부원, 운동부 학생 등의 용어와 혼용

되었다(류태호, 2005). 학생선수 용어 자체가 선수보다 학생으로서의 생

활을 우선시 하는 개념이며, 운동 경기·시합보다 학교에서의 생활과 학

생으로서 받게 되는 교육을 먼저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학생선수

들의 교육과 훈련, 삶에서는 왜곡된 학교운동부 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김동현, 2011; 박재우, 김동학, 2016; 우승호, 진연경, 2018; 조광민

외, 2006).

학생선수들의 열악한 환경, 인권 침해적 모습은 2000년대 들어 이슈로

떠올랐다. 학교운동부 실태와 관련하여 KBS 시사기획 ‘쌈’은 ‘죄송합니

다. 운동부입니다.’와 ‘스포츠 성폭력에 관한 인권보고서’를 방영하였고,

학교운동부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국가인권위원회,

대한체육회, 체육과학연구원(現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등에서는 학생선

수들의 인권 실태 및 향상 방안을 조사·연구하며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

을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는 학생선수 처우개선, 학원체육정상

화 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학교운동부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반적인 운영 사항 점검·

보완과 관련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교육·체육 분야 정부 부처에서는 2005

년 『학교체육 혁신방안』, 2009년 『학교운동부 정상화 대책』, 2010년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 2013년 『스포츠 폭력 근

절 대책』 등을 발표하였다. 행정기관 주도의 각종 대책들은 학교운동부

의 그릇된 운영 형태를 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학

생선수들의 학교운동부 생활이 교육환경의 맥락에 벗어나지 않도록 관

리·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교육부(2018)는 『학교체육 활성

화 추진 기본계획』의 하위항목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지원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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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도모하였고 다음의

세부 사항들을 추진하였다.

첫째, 학생선수 학사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대회 및 훈련 참

가는 수업일수의 1/3까지 허용되었으며, 학생선수들이 정규 수업을 모두

이수한 후 훈련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학습권 보장

을 위한 최저학력제를 시행하였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과목을 적용교과로 채택하였다. 최저학력의 기준은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해당교과별 평균성적 50%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학생선수들의 학습역량 및 신체·정신적 발달을 위해 상시 합숙훈련

근절을 제시하였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자격기준을 완화

하였다.

둘째,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리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인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대상으

로 인권교육을 시행하였고 (성)폭력 근절·도핑 방지 등을 위한 각종 조

치들을 마련하였다. 학생선수들의 성장에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매우 중

요한 요소이기에(강신녀, 류태호, 2013; 박종학, 2017; Day, 2002), 운동부

지도자 선발 자격기준을 이전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였다. 그리고 인성 중

심의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도자들의 역량 배양을 위해 운동부 지도자

대상 연수·교육을 강화하였다.

셋째, 학교운동부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 과정의 투명화를

지향하였다. 운동부 지도자 평가에 있어 입상실적 위주 평가를 지양하고

복무태도 및 학생선수의 성장을 위한 노력, 운동부 운영 성과 등을 종합

적으로 평정하는 방향을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등의 지역에

서는 학교운동부 지도자 계약 해지 조항에 전국대회 입상실적 항목을 삭

제하였다. 또한 운동부 비리 관련 징계를 강화하였고, 입시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의 명확화를 상급학교 기관에 요구하였다.

이상의 교육부 지침과 함께 각 시·도 교육청은 매년 학교운동부 업무 매

뉴얼 및 운영 길라잡이 등의 가이드라인을 단위학교에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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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력 및 성관련 문제로부터의 보호

학생선수 대상 폭력·성관련 문제는 수시로 메스컴에 등장한다. 학생선

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조광민 외, 2006)는 상당수의 초등 학생선수들이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의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학

생선수들은 폭력의 주된 가해자인 선배, 지도자들과 지속적으로 상호작

용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있다(정봉현, 김하영, 2017). 이는 학생선수 개인

적으로는 정서·심리상의 문제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부정적인 학교운동

부, 스포츠 문화 형성 등으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정철호(2012)는 체

벌을 관대하게 여기는 왜곡된 학교운동부 문화에 대해 지적하였다. 학교

운동부 관계자들은 경기력 향상과 팀 화합 등의 명목 아래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을 묵인하였고 학생선수들을 수직적 생활체계 속으로 밀어 넣

었다. 이러한 교육 풍토 속에서 학생선수들은 그릇된 스포츠 문화를 관

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정경환, 원영신, 이주연(2018)은 학생선수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학생선수들에게 가혹한 폭력은 일상이

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운동부 내 위계 서열의 변동으로 한때 피

해자였던 학생선수가 가해자로 바뀌기도 하였으며, 폭력의 악순환은 지

속되었다. 학생, 학부모, 코치 어느 누구도 폭력의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

로 나서지 못하였다. 학생선수들은 폭력사안에 대해 저항할 수 없는 구

조 속에서 생활하였으며,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진로와 학생선수로서의

삶에 대한 걱정 때문에 폭력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간과하였다.

코치들의 계약·고용은 학생선수들의 시합성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그들은 폭력을 성과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다. 즉, 학생선수들의 폭력

문제는 학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인물들이 함께 관계되어 있었

으며,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문제였다(권순용 외,

2011).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부정적인 학교운동부 환경·분위기를 지속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홍덕기, 류태호(2007)는 반인권적 구조 속에 놓여있는 학생선수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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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분법적 시간’, ‘고립된 섬’, ‘위계적-억압적 관계맺음’, ‘승자독식’으

로 해석하였다. 학생선수들은 정규수업 시간표와 훈련 시간표가 혼합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다. 또한

일반학생들의 학교생활 중심에는 교실이 있지만, 학생선수들은 숙식공간

인 합숙소와 훈련장인 운동장 및 체육관을 중심으로 생활하였다. 특히,

합숙소는 운동부만의 폐쇄적인 닫힌 공간, 교육과 단절된 반인권적 공간

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장유진, 손천택, 2008). 그리고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부에서 경험한 위계적-억압적 관계맺음, 승자독식의 구조는 스

포츠계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선수의 삶을 인

권 중심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학생선수들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생으로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수로서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환경

의 개선이 요구된다.

학생선수들의 인권 침해 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2013)

는 운동부 관계자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스포츠 폭력 근절대

책』을 발표하였다. 정책의 방향은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공정하

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 폭력 예방활동 강화로 설정하였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10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피해선수 보호 및 지원 강화

를 위해 스포츠인 권익센터의 상담·신고 기능 보강, 현장 밀착형 상담과

교육 확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등을 이야기하였다. 또

한,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징계기준 정비 및 엄격한

적용, 징계기구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폭력방지 실태 평가를 통한 스포

츠계의 윤리성 증진이 제안되었다. 마지막으로 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

해 폭력 지도자 체육현장에서 배제, 선수 지도 우수모델 개발·보급, 인성

강조의 학교운동부 정착, 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 등이 거론되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2018)도 각 단위학교 운동부의 인권 친화적 문화 조

성을 위해 학생선수 및 지도자 인권교육 확대, 학생선수 대상 지속상담

을 통한 관리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폭력행위·성관련 문제 발생

시 처리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용하였다. 이외에도 학생선수들의 상



- 32 -

시합숙 훈련을 지속 금지하였다.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및 교육부 등 각

종 입법·행정기관들은 합숙소 생활이 학생선수들의 인권 침해를 증폭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며, 각 학교급 별로 합숙소를 폐쇄 또

는 한시적·조건부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즉, 학교운동부 합숙소는 학

생선수들이 숙식을 하는 공간이 아닌 운동 전·후 휴식시간 동안 편안하

게 쉴 수 있는 건전한 휴게실 공간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김성우,

임현주, 2013; 장유진, 손천택, 2008).

이상의 연구 및 정책들은 학생선수의 폭력, 성관련 문제 피해를 근절

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적 방안 마련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행해졌다(김두현, 최선화, 2011). 학생선수 대상 폭력과 성관련

문제를 예방·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정책이 수립되었다.

물론, 각 기관들의 하향식 접근방법, 부정적 사태에 대한 규제방법들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의 운동부 체계 및 학생선

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중요하다. 그리고 관계자 모두 긍정적인 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때 학교운동부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습권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학교운동부 소속의 학생선수도 일반 학생들

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교육 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강구

민, 2010). 하지만, 학생선수들의 삶에서 학습권은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

었다(김동현, 2011; 박도경, 박현권, 전원재, 2016; 박원길, 임수원, 2003).

이에 대해 이학준(2009)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학생

선수들이 학업을 충실히 해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학생선수들이

운동만 하는 기계가 아니라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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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육체적 훈련만을 강요하는 기존 학교운동부 프레임은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선수들은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되며 발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태룡 외(2008)는 학생선수의 학업활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저학력제 도입이 타당함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

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2010)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학생선수들이 기준에 미달될 시, 학력증진 프로그

램 참여를 의무화하였고 시합 출전은 금지되었다.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

원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학습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었다. 또한, 각종 제도

및 환경을 개선하였다. 학기 중 전국 토너먼트 대회는 폐지되고 주말리

그대회로 전환되었으며, 연간 참가할 수 있는 시합 수를 제한하였다. 학

습여건 조성을 위해 상시 합숙훈련은 금지되었고 휴게실 내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자격기준 엄격화 및 교육 강화를 통해

학교운동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였다.

학생선수들은 시합,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최고의 목표로 여기며 훈

련중심의 학교생활을 한다(곽은창, 김용규, 주병하, 2011; 김진필, 2018).

하지만, 훈련의 절대적인 시간이 많다고 해서 우수한 운동 성적, 높은 경

기력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었다(김언호 외, 2017; 이쌍철, 2018). 즉,

경기력 향상에 필요한 일정 시간 이상의 훈련양은 운동 성적 향상에 반

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함께해 나갈 때 운동 시합성적과 경기력이 더욱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이용국, 조욱상, 2013).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에 대한 담론을 공고화하기 위해 실제 사례

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정유진(2017)은 학생선수들이 공

부와 운동을 병행하면서 훈련의 수동자에서 의욕적인 능동자로, 학교의

주변인에서 거듭나는 학생으로, 일상에서의 미성숙자에서 성찰하는 학생

선수로 변화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명왕성, 원영신, 조성원(2015)은

교육부에서 실시한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의 결과 학생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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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학생 및 지도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정규수업 및 학교의 다

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학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

으로 변화하게 되었음을 주목하였다. 그리고 학생선수들이 초·중·고등학

교 과정에서 연계성 있게 학업을 병행하는 시스템의 마련과 학생선수들

의 입시제도 개선을 제안하였다. 김홍석, 류태호, 최진숙(2009)은 학생선

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때 운동의 즐거움, 학업의 자신감, 학생으

로서의 소속감을 느끼게 됨을 이야기하였다. 학습권이 보장된 학생선수

들의 세부적인 특성은 <그림 3>에 잘 드러난다.

그림 3. 학업과 운동을 병행했을 때의 특성(김홍석, 류태호, 최진숙, p.154)

초등 학생선수들을 바탕으로 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현권, 임수원

(2015)은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최저학력제를 적용하고 있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학생선수 선발 시 그들의 학업성적을 반영하였고,

학생선수들이 학교생활 전반에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학부모 및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의 성적을 철저하게 관리하였고, 특히 최

저학력 기준을 미달한 학생은 보충학습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최저학력

기준 통과를 위한 시험과 보충학습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보였

기에, 학생선수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즉, 학생선수들은 본인의 학습수준에 적합한 학습 프로그램, 학교운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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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습참여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이양구, 홍희정, 2017). 서장원(2014)은 초등학교

야구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육을 시행하였다. 독서교육을 통해 학

생선수들은 독서를 생활화, 습관화하게 되었으며, 해당 종목에 대한 안목

함양, 스포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최의창, 2010b). 또한, 독

서는 학생선수들의 기초학습 능력 신장 및 인지발달, 자아성찰 등에 도

움이 되었다.

이상의 연구 및 정책 외에도 중도탈락 학생선수 관점에서 학습권 보

호 제도의 당위성을 다룬 내용(이규일, 허창혁, 류태호, 2011; 임용석, 한

만석, 김준성, 2014),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호 일환으로 시행된 주말리

그제도 관련 내용(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2008;

권오성, 김수정, 이충영, 2015; 이용식 외, 2013) 등이 있었다. 학생선수들

의 성장 과정에서 학업적인 측면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학습하는 것들은 학교 밖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 밑바탕

이 되기 때문이다. 학업과 운동을 함께해 나감으로써 학생선수들은 그들

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나아갈 힘을 기르게 되며, 이는 학교운동부 문

화, 구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다(이혁기, 임

수원, 2010).

3) 진학 및 진로 설계

대부분의 학생선수 진학, 진로 체계는 ‘운동선수’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학교운동부 지도자, 학부모

등은 ‘운동선수로 성장하기’ 프레임에 갇혀, 운동 기량 향상에만 매진하

고 있는 형국이다(권민정, 유정애, 2014; 유정애, 2014; 이연규, 유정애,

이현석, 2017). 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2018년 ‘공부하는 운동선수, 운동하

는 일반학생’ 슬로건을 내세운 학교체육진흥회가 출범하였다. 학업을 꾸

준히 함으로써 학생 신분인 학생선수들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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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역량을 습득하게 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갖춰야 할 소양을 함양하

게 된다. 그리고 일반학생은 폭 넓은 운동기회를 통해 자신의 적성·소질

을 탐색하고 체육계열, 엘리트스포츠로의 진로를 모색할 수 있다. 이는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의 연계를 통해 학생선수 수급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일각의 연구(오연풍, 2004; 이용식, 조기희, 2017; 이창

섭, 황성하, 2018)와 맥을 같이 한다. 학교운동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은 이 같은 흐름들은 학생선수 대상 기존 진학제도 및 진로체계 개선

의 필요성을 요청하였다.

체육특기자제도는 뛰어난 경기력과 운동 기량을 갖춘 학생선수에게

상급학교 진학의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초·중·고·대학에 이르는 연계적

우수선수 양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학생선

수가 지니고 있는 운동 자질을 효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

는 것이다. 하지만, 체육특기자 제도는 점차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운

동만 잘하면 상급학교 진학과 사회적 성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퇴색되

었다. 이양구(2013)는 학생선수들의 학습권보호를 위해 체육특기자 제도

가 개선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객관적인 선발 기준 마련과 함께 체육

특기자 지원 자격에서 경기실적 반영 비율은 줄이고 학습역량과 정규수

업 이수율 반영 추가를 제안하였다. 교육부(2018)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서 2021년부터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

신 성적 반영이 의무화됨을 공지하며 학생선수의 학교생활 정상화, 학업

충실을 요구하였다.

학생선수들은 부상, 운동에 대한 흥미감소, 경기성적 부진 등의 변수

가 있어 그들이 꿈꾸던 운동선수로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다(차은주, 김영재, 2012). 이양구, 권형일(2015)은 학생선수가 진출 가

능한 체육·스포츠 산업 내 진로 유형을 연구형, 교육형, 지도형, 치료형,

사무형, 현장형 6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학생선수들이 진로선택에서 직

업 환경 특성과 함께 흥미와 적성 등 학생 개개인의 성격적인 요인을 함

께 고려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또한, 학생선수들은 운동선수로의 진

로와 함께 체육계열에서 다양한 분야의 진로 탐색 및 준비를 함께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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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었다(유정애, 방신웅, 권형일, 2016).

서상혁, 서재복, 김주호(2013)는 초등 학생선수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

에 따라 진로에 대한 고민과 태도 등이 상이함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학

생선수들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은 이들의 인지, 행동, 정서적 측

면의 발달에 효과가 있다(한시완, 2016). 인지적 발달에서는 자신과 직업

에 대한 이해, 가치인식, 목표의식을 행동적 발달에서는 진로에 대한 정

보 탐색, 적극적 정보 수집, 학업수행을 정서적 발달에서는 정서안정과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손환, 홍은아(2014)는

학생선수 대상 진로교육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

해 학생선수 진로교육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으며, 다양한 진로 가능성을 열어 둔 듀얼커리어 개념 도입을 주창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 및 체육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학생선수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구상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들은 단순히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주는 직업교육이 아니라 나중에 성장하여 보다 제대로 된 진로선

택을 할 수 있는 자질,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최의창,

2017). 권민정, 유정애, 전선혜(2013)는 진로 계발 역량을 자기이해, 진로

정보탐색, 진로의사결정을 포함한 개념으로 규정하며, 학생선수들의 진로

계발 역량 수준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생 선수들의 진로 계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진로교육 환경 조성과 교육 내용 개발을 촉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정애, 차은주(2016)는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안내해줄 수 있는 ‘학생선수 핵심 역량 요소 및 역량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는 학생선수들이 학생 및 선수로서 해야 하는 규범적 역

할 등을 담고 있으며, 학생선수 역량강화에도 활용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차은주, 손환(2017)은 학생선수 핵심역량 진단 검사지 개발을 통해 학생

선수의 운동과 학업성취 판단의 준거를 마련하였다.

이상의 내용들은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새로운



- 38 -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즉,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부 편향

적 생활로 인해 운동선수로서의 성장에만 국한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과정에서 운동선수 및 다양한 진로를 함

께 모색하고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

야 한다. 이처럼 현재 학생선수 진학·진로 시스템의 개선과 발전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야하며, 학생선수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뿌리가 될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다. 초등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적 담론

초등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의 삶과 앎의 세계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

다(권동택, 2003; Caswell & Foshay, 1957). 초등학생은 성인 또는 중·고

등학생의 축소 모델이 아니라 이들과는 다른 삶, 앎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존재이다(엄태동, 2003; Dewey, 1952; Jess & Collins, 2003;

Thomas & Thomas, 2008). 즉, 초등교육은 초등학생들의 성장 원리를

존중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의미를 풍부하게 해줄 책무성을 지닌다. 특

히, 박종국(2004)은 초등교육을 전인적 발달과 삶의 준비를 위한 교육이

라 규정하며, 학생 발달적 측면과 사회적 실제로의 안내를 함께 고려해

야 함을 언급하였다. 초등학교 운동부 소속의 학생선수들 또한 초등교육

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에 맞추어 성장해 나가야 한다. 김정효, 이해지

(2004)가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 학생선수 대상의 교육은 학업·운동의

기초, 공동체의 기초, 삶의 기초를 쌓아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첫째, 초등 학생선수들은 학업·운동의 기초에 충실해야 한다. 한태룡,

정영린, 서희진(2010)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생활을 시작하는 학생선수는

초등학교 시기가 가장 많다. 특히, 초등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에 처음으

로 입문하게 되는데, 그들이 갖게 되는 학교운동부에 대한 이미지는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Bailey, 2006; McNamee, 2005; Tal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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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Whitehead, 1990). 이 같은 초등학교 운동부의 중요성과 함께 초등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 생활을 통해 가치있는 삶의 세계로 입문해야

한다(최의창, 2010; Oakeshott, 1967). 초등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운동을

함께 하는 생활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주

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엄태동, 2004; Wright, 2004). 학생으로

서 학업에 충실히 하여 기초소양을 배양함과 동시에, 학교운동부원으로

서 뛰어난 신체기량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운동소양 함양하는 것을 지향

해야 한다.

최의창(2018)은 운동소양을 스포츠를 하고 알고 느낄 수 있는 종합적

자질로 바라보며, 기능과 체력의 능소양, 지식과 판단의 지소양, 정서와

인성의 심소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전문체육에 첫 발걸음

을 내딛은 초등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스

포츠의 총체적인 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의 맥락, 성장 단계 등을 고려했을 때 초등 학생선수들이 스포츠의

일부분인 신체기량 증진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학

생들의 관심을 높은 경기력에만 쏟도록 하는 것은 학생선수들의 삶을 선

수로서의 삶으로 한정짓는 것이며, 이는 전체적 생활의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박종국, 2008; 정재걸, 2003). 즉, 학생선수들이 스포츠의 총

체적인 면과 관련하여 가지게 되는 흥미, 호기심, 관심 등을 고려할 때

(유생열, 박중길, 엄혁주, 2012; 유승희, 2000; Raymond, 1998; Wright,

2004), Whitehead(1967)가 교육의 리듬에서 언급한 ‘낭만의 단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초등 학생선수들은 공동체의 기초에 충실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교육의 근본이며, 자기 이해의 장이 되어야 한다(김희용, 2000; 유한구,

2006). 학생들은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확장하

고, 사회규범을 익히게 된다(Gallahue, 1993; Pickup & Price, 2007). 학

교운동부의 각종 훈련 및 교육활동 등은 학생선수들이 해당 운동 그리고

본인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야 한다(최의

창, 2006). 즉, 학교운동부에서의 스포츠 활동은 단순하게 움직이고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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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운동과 본인의 삶을 성찰하고 발전해 나

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Hassmen, Koivula & Uutela, 2000; Rink &

Hall, 2008). 운동과 연계하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른 사람과의 성숙한 관계 맺음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학생선수들은 다양한 인원들과 여러 시·공간적 맥락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김역찬, 이종형, 2015; 전재희, 2018; Renshaw, 2010). 학교운동부에

서 학생선수들은 체육관, 운동장, 휴게실 등의 공간에서 동료, 선·후배들

과 함께 교육·훈련을 받으며, 휴식시간을 보낸다. 또한 대회, 시합에서는

심판, 상대편의 선수 및 지도자 등과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학생신분으

로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학교생활을 해나간

다. Clifford & Feezell(2010)은 학생선수들이 스포츠 인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 5가지를 이야기하였다. 상대팀, 동료 및 같은 팀, 심판, 경기, 선수

와 코치 사이 존중은 학생선수들이 스포츠에 참여할 때 필수적으로 지켜

야 할 스포츠맨십이자 기본규범이었다. 학교운동부에서 다양한 인원들과

의 긍정적인 관계맺음은 일상생활로 전이되기도 하였다(Mulvihill et al.,

2000; Sloan, 2010).

셋째, 초등 학생선수들은 삶의 기초에 충실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학

생들의 신체적, 지적, 정의적, 사회적, 도덕적인 제 영역의 조화로운 발

달, 전인적 성장을 추구한다(고재천, 2001). 전인적 성장은 삶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루어 낼 수 있기에, 교육의 중심에

학생들의 실제 삶 맥락을 위치시켜야 한다(권동택, 2004; 박종국, 2004;

Alexender, 1987). 즉, 초등 학생선수들의 전인적 성장은 수업, 훈련, 휴

식 등 생활 전반적인 맥락을 다양한 교육적 측면과 연계함으로써 이루어

낼 수 있다. 실제 생활현장을 반영한 교육은 학생들의 삶의 준비를 위한

교육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교육의 효과는 삶으로 전이되어 나타

난다. 특히, 학교운동부원으로서 경험한 환경적 맥락과 실천한 기술들은

라이프스킬로 발현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기도 한다

(Petitpas et al., 2005; Smith & Smoll, 2002; Weiss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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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운동부는 학생선수들의 삶이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운영되어야 한다(이대형, 2012; 최미애, 2011; Cassidy et al., 2009).

스포츠 활동 및 환경 등은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측면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한 교육 소재로서 가치가 있다(Bailey, 2006; Martinek & Hellison,

1997, Miller et al., 1997). 특히, 학교운동부는 특정 스포츠 종목을 매개

로 구성된 집합이며, 학생선수 신분으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

의 장이다. 학생선수들은 스포츠 맥락, 운동부 구조 및 환경, 운동부원으

로서의 상황 등을 경험하고 다양한 측면들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는

학생선수들의 학교, 가정 등 학교운동부 밖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Danish & Nellen, 1997; Gould & Carson, 2008). 즉, 학교운동

부는 학생선수들의 삶을 기반으로 라이프스킬을 개발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전인적 청소년 발달과 라이프스킬

가. 전인적 청소년 발달

1) 전인적 청소년 발달의 이해

전인적 청소년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은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강점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Dzewaltowski &

Rosenkranz, 2014; Lee, Kim & Kim, 2012; Lerner et al., 2005). 전인적

청소년 발달 접근에서 청소년은 ‘문제, 결함의 주체’가 아닌 ‘전인적 성장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인식된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보다 장점, 역량을 증진하는 데 교육적 가치를 우선으로

한다. 즉, 전인적 청소년 발달 접근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적 접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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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정현우, 2017; Damon, 2004; Eccles & Gootman, 2002; Roth et

al., 1998). 이는 개인의 결핍요소 보다 장점, 가능성 등을 주목한다는 점

에서 긍정 심리학과 개념적 기반을 공유하고 있다(Gould & Carson,

2008; Holt, 2016).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Martin Seligman(2002)은 기존의 심리학이 정신

질환 치료,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 등에만 치중하였음을 지적하며 삶의

긍정적 가치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긍정심

리학과 유사한 개념인 Posttraumatic growth(외상 후 성장, Tedeschi &

Calhoun, 2004), Adversarial growh(역경을 통한 성장, Joseph & Linley,

2005), Resilience(회복탄력성, Fletcher & Sarkar, 2013) 등은 부정적인

증상과 성장·발달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차원으로 놓여

있다고 본다. 하지만, 부정적 경험이 반드시 개인의 성장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부정적 경험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긍정적 재해석, 장점

발견 등의 과정은 긍정적 심리변화의 기제로 작용하였으며, 개인 성장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였다(Tamminen & Neely, 2016). 이상의 개념들은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은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 의해서

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Côté, Strachan & Fraser-Thomas, 2008;

Petitpas, Giges & Danish, 1999). Bronfenbrenner(2005)는 생태학적 이

론을 통해 학생들의 발달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접근을 제시하였

다. 특히, PPCT모델(Process-Person-Context-Time)을 바탕으로 학생들

의 복잡한 발달·성장 과정을 구체화하였다. Overton(2015)의 관계 발달

적 체계(Relational Developmental Systems) 이론도 개인과 환경이 상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주목한다. 호의적인 환경·분위기, 주변과 긍정적인

관계맺음 등의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전인적 성장에 밑바탕이 되었다

(Eccles & Gootman, 2002; Ettekal et al., 2016). 전인적 청소년 발달 접

근은 이상의 이론들을 기반으로 학생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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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rner 외(2015)는 학생들이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 행

동의 예방뿐만 아니라 건강, 행복감 증진 등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

였다. 특히 전인적 발달의 모습으로 역량(competence), 자신감

(confidence), 인성(character), 사회성(connection), 배려심(caring)을 기르

게 되는 점을 언급하였다. 학생들은 5개의 ‘C’로 시작하는 각 영역을 함

양함으로써 가정, 동료, 지역사회 등에 공헌(contribution)을 할 수 있었

다<그림 4 참조>. 즉, 6 ‘C’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성장은 5 ‘C’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설정(Damon, 2008;

Danish & Nellen, 1997), 회복탄력성(Masten, 2014), 다양한 내적·외적

역량(Benson, 1997; Scales & Leffert, 2004) 등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림 4. 전인적 청소년 발달의 5 ‘C’ 모형 (Lerner et al., 2015)

2) 초등 학생선수와 전인적 청소년 발달

스포츠는 학생들의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발달을 이끄는 힘을 지니

고 있다(이옥선, 2012; Martinek & Lee, 2012; Weiss et al., 2013).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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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서의 신체 활동, 스포츠 자체의 맥락, 환경 및 관련요소 등은 학

생들이 전인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교육적 통로가 된다. 하지만,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은 보장되지 않았다(Gould &

Carson, 2008; Tamminen & Neely, 2016; Theokas et al., 2008). 따라서

학생선수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해 이들이 접하게 되는 스포츠 활동,

맥락·환경 등은 교육적 고민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Eccles &

Gootman, 2002; Larson, 2000; Weiss & Wiese-Bjornstal, 2009).

Lerner(2004)는 학생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이야

기하였다. 첫째 지속적인 긍정적 관계 맺음, 둘째 라이프스킬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의 장, 셋째 라이프스킬 실행 및 참여를 전인적 청소년 발

달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보았다. Petitpas 외(2005)는 스포츠 활동 프

로그램 계획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네 가지 요소를 언급하였다. 첫째,

신체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내재적으로 동기부여 된 활동의 참

여이다(Context). 둘째, 멘토의 보살핌·지도, 긍정적인 교우관계 등의 외

적 지원이다(External Assets). 셋째,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중요

한 기술, 내적 역량의 학습이다(Internal Assets). 마지막으로 활동에 대

한 다차원적, 장기적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Research and

Evaluation). 이상의 지침들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교육적 접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외에도 Bailey & Morley(2006)는 재능 발달 모델(Models of Talent

Development)을 통해 학생의 발달은 타고난 능력과 사회적 학습의 상호

작용 과정임을 설명하였다. 즉, 학생선수의 성장을 위해 그들의 개인적

요소와 교육, 훈련 및 학교운동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Balyi, Way & Higgs(2013)는 장기적 선수 발달

(Long-Term Athlete Development)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학교운동부가

학생선수들을 잠재력 계발 및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로 이끌어 주어야 함

을 언급하였다. Côté & Hancock(2016)는 스포츠 참여 발달 모델

(Developmental Model of Sport Participation)과 이와 관련된 7가지 기

본 전제를 함께 소개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부가 학생선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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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 즉, 경기력(Performance), 참여(Participation), 개인적 성장(Personal

development) 발달을 위해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초등학교 운동부는 학생선수들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환경

으로 나아가야 한다(류태호, 2005; 박재정, 2015; Cassidy et al., 2009;

Martens, 2004). Bailey(2008)가 스포츠의 가치를 4가지 차원으로 분석하

였듯이, 스포츠 환경을 주요 현장으로 두고 있는 초등학교 운동부가 나

아갈 방향 또한 동일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능적 차원에서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들의 역량 발달을 이끌어주어야 한다. 둘째, 관계

적 차원에서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들의 팀워크, 소속감을 높여주고 학

생선수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

다. 셋째, 공간적 차원에서 학교운동부는 사회적, 경제적 배경 등이 다양

한 학생선수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권력적 차원에서 학교운

동부는 학생선수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주체적이며 책임감 있는

인물로 성장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앞에서 다루었던 네 가지 측면은

<그림 5>와 같이 도식화 될 수 있다.

그림 5. 학교운동부 운영 지향점 (Bailey, 2008, p.88 재구성)

초등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 집단에 처음으로 소속되어, 학생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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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들에게 학교운동부는 학생신분이면서 전문

스포츠 영역 활동을 함께 하는 통로이자 교육현장이다. 그리고 학교운동

부에서 경험하는 신체 활동과 스포츠 관련 맥락 및 환경 등은 학생선수

들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된다(Fraser-Thomas, Côté & Deakin, 2005;

Gould, 2016; Weiss & Wiese-Bjornstal, 2009). 학생선수들의 성장은 스

포츠 상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로도 확장되어야 한다

(Gould & Carson, 2008; Lee & Martinek, 20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Holt, Deal & Smyth(2016)는 라이프스킬을 전인적 청소년 발달 접근의

핵심으로 여기고, 스포츠를 통한 전인적 청소년 발달 과정을 다음과 같

이 설명하였다<그림 6 참조>. 첫째, 전인적 청소년 발달은 생태·환경 체

계 및 개인 특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 전인적 청소년 발달 분위기·

풍조는 묵시적(implicit),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은 명시적(explicit) 과정을

통해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전인적 청소년 발달의 결과는 개

인 그리고 사회, 환경 체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이 과정은 순환구조

를 이루게 된다.

그림 6. 스포츠를 통한 전인적 청소년 발달 모형
(Holt, Deal & Smyth, 2016, p.2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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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이프스킬(Life Skill)

1) 라이프스킬의 이해

라이프스킬은 전인적 청소년 발달 구현을 위한 실제적 교육 방안이다

(이옥선, 2015; Carson, 2010; Larson, 2000; Lee et al., 2017). 이러한 라

이프스킬 교육의 장으로 스포츠 및 신체활동 중심의 환경은 매우 적합하

다. 스포츠는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 참여, 집중 등을 이끌어내는 효과적

인 장치이며, 학생들은 스포츠 참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해 나

갈 수 있기 때문이다(Holt & Sehn, 2008). 또한, 스포츠와 일상생활 환경

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스포츠 맥락에서 학생들이 습득한 여러 삶의 기

술들은 일상생활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Camiré &

Kendellen, 2016; Theokas et al., 2008).

라이프스킬의 정의는 개인적·사회적 필요, 교육적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었다. WHO(1999)는 라이프스킬을 5가지의 항목으로 제시

하였다. 첫째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력, 둘째 창의적, 비판적 사고력, 셋째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기술, 넷째 자아인식과 공감, 다섯째 감정 및 스트

레스 대처능력이 언급되었다. Danish 외(2004)는 라이프스킬을 각 개인

이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라이프스킬을 행동적 측면, 인지적 측면, 사회적 측면, 개인성찰

측면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볼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이옥선(2012)은

라이프스킬을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이웃 등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성

공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술로 보았으며 실천성, 실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라이프스킬의 의미가 다양하게 규정되는

것은 라이프스킬 개발·교육의 현장 또한 단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복잡하

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Hodge, Danish & Martin, 2012).

스포츠를 통한 라이프스킬 개발은 역점으로 두고 있는 기술·역량, 활

동 종목, 참여기간 및 환경 등의 측면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

고 있었다(Danish & Nellen, 1997; Theokas et al., 2008). 특히, G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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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son(2008)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정서적 측면 및 라이프스킬의 개

발 수준을 <그림 7>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였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학생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어떠한 성장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나쁘

거나 위험한 행동을 멀리하게 되었다. 두 번째 수준에서 학생들은 코치,

선배 등 긍정적 역할모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였다. 세 번째

수준에서 학생들은 체계적으로 계획된 라이프스킬 개발 교육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학생들은 앞의 세 수준을 기반으로 ‘실

제 생활로의 전이 과정’에 집중하였다.

그림 7. 스포츠를 통한 사회·정서적 측면 및 라이프스킬 개발 수준
(Gould & Carson, 2008, p.73)

라이프스킬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는 기술이다

(임태희, 장창용, 2017; 정용철, 류민정, 2009; Camiré & Kendellen,

2016). 학생들이 스포츠 상황에서 학습·경험한 라이프스킬은 최종적으로

전이과정을 통해 삶의 다른 영역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현된다. 즉, 라

이프스킬의 전이는 스포츠 참여를 통해 배운 것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시

키는 개념이며, 라이프스킬 개발 과정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Theokas et al., 2008; Turnnidge, Côté & Hancock, 2014).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라이프스킬의 전이에 대해 주목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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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프스킬 ‘전이(transfer)’

학생들은 신체활동 및 스포츠 관련 환경에서의 생활 등을 통해 라이

프스킬을 함양하게 된다. 스포츠 맥락에서 개발된 라이프스킬은 여러 생

활 영역으로 전이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전이 과정은 자동적으

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접근, 조처를 통해 나타났다

(Danish & Nellen, 1997; Gould, 2016; Holt, Deal & Smyth, 2016). 이에

따라 라이프스킬의 전이 과정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여러 연구들

은 타 학문분야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분석 렌즈로 활용하거나, 세부적

인 단계 및 특징적인 요소에 주목하였다.

먼저, Hodge, Danish & Martin(2012)은 자기결정이론의 하위이론 기

본욕구이론(Basic Needs Theory)을 라이프스킬 개발·전이와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라이프스킬 개발·전이의 총체적인 과정에 대

한 이해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라이프스킬 교육과 동기유발 분위

기 조성을 통해 자발성(Autonomy), 역량(Competence), 관계성

(Relatedness)의 기본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고, 이것은 학생들

의 심리적 만족과 라이프스킬의 전이를 이끌어내었다<그림 8 참조>. 그

리고 기본 심리적 욕구의 내면화가 심화될수록 더욱 다양한 맥락에서 라

이프스킬의 전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 기본욕구이론(BNT) 기반 라이프스킬 개발·전이 모형
(Hodge et al., 2012, p.11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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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 Martinek(2013)은 전이과정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

Bronfenbrenner(2005)의 생물생태학 이론을 활용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

였다<그림 9 참조>. 학생 발달은 개인적, 맥락적, 생태계적 요인의 상호

작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는 Process-Person-Context-Time

(PPCT) 모형으로 형상화되었다. 특히, PPCT 모형에서 근접작용

(Proximal process)은 개인, 환경, 시간 요소 등의 영향을 받았으며, 발달

의 핵심 기제였다. 근접작용의 효과는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먼

저 프로그램 내 효과로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여 태도, 행동 및 인식 등

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가 확대되어 전이

가 발생하였고, 프로그램 활동의 가치는 프로그램 밖에서도 발현되었다.

즉, 프로그램 영역을 벗어나 일상의 다양한 맥락에서 성장의 모습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의 생물생태학적 가치 전이 모형
(Lee & Martinek, 2013, p.303 수정)

Gould & Carson(2008)은 스포츠를 통한 라이프스킬 교수 및 습득의

과정을 <그림 10>과 같이 단계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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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적역량 및 외적자산의 측면을 주목하였다. 학생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은 라이프스킬 개발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Holt, Deal &

Smyth, 2016; Lerner et al., 2015).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스포츠

경험을 통해 라이프스킬 개발해 나가는 모습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지도

자의 특성, 라이프스킬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교수전략은 학생들의 스포

츠 경험에 주요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스

포츠 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결과를 살펴보았다.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

생들은 라이프스킬을 개발하였고, 이는 학생들의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영역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가치 왜곡된 스포츠 경험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즉,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

스포츠 활동은 교육적 접근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Tamminen & Neely, 2016; Weiss & Wiese-Bjornstal, 2009).

마지막 단계에서는 스포츠 경험을 통해 습득한 라이프스킬이 삶의 영역

으로 전이되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전이되는 상황의 유

사성, 전이와 관련된 과거 경험, 학생들의 가치신념 측면 등이 라이프스

킬의 전이 유무 및 수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언급되었다.

그림 10. 스포츠를 통한 라이프스킬 코칭 모델 (Gould & Carson, 2008, p.6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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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nidge, Côté & Hancock(2014)는 전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을 명

시적 접근(Explicit Approach)과 묵시적 접근(Implicit Approach)으로 이

분화하여 설명하였다. 명시적 접근에서 교수자는 학생들의 전이과정을

이끌어내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 즉, 교수자는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

에서 습득한 라이프스킬을 일상생활 맥락과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수 있

도록 교육하고, 그것에 대해 반성의 과정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반면, 묵

시적 접근에서는 전이를 위한 교수과정의 필요성을 소극적으로 인식한

다. 스포츠에서 습득한 기술과 가치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과 유사한

맥락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전이는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고 보았다.

오히려, 학생들이 그들의 발달과정에서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Bean 외(2018)는 라이프스킬 개발·전이 과정에서 명시적 접근과

묵시적 접근이 분절된 개념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놓여있음을 이야기하였

다. 라이프스킬의 개발·전이에 대한 교육적 접근은 6단계로 나누어진다

<그림 11 참조>. 1, 2 단계에서는 스포츠 환경의 적절한 구조화 및 긍정

적 분위기 조성의 묵시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3 ~ 6 단계에서는

토의 및 연습을 통한 명시적 접근의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를 추구하였

다. 높은 단계의 교육적 접근은 하위 단계의 기준이 충족될 때 더욱 긍

정적인 효과를 보이게 되었다. 또한, 지도자의 교육철학은 학생들의 라이

프스킬 개발 및 전이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일부의 연구가 학교 체육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라이프스

킬 습득과정을 규명하고 있었다. 김동식(2012)은 라이프스킬의 습득 과

정을 가치인식과 공유 – 가치실천의 어려움 경험과 극복 – 가치의 내

면화 – 라이프스킬의 발현의 단계들로 보았다. 그리고 라이프스킬의 습

득은 완료가 아닌 새로운 진행을 뜻하는 것이며, 습득 과정이 반복적으

로 순환하게 되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강지웅, 박용남(2017)은 라이프스

킬의 습득이 라이프스킬 만나기 – 라이프스킬 마주하기 – 라이프스킬

과 친해지기 – 라이프스킬 돌아보기 – 라이프스킬 하나 되기의 다섯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라이프스킬의 습득은 학생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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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뿐만 아니라 체육수업, 스포츠 및 교사 등 학생 외부 요인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었다.

그림 11.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명시적/묵시적 접근의 연속성)
(Bean et al., 2018, p.459 수정)

3) 초등 학생선수와 라이프스킬

운동기술 체득만을 강요하는 단편적 훈련중심의 학교운동부 생활은

학생선수들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수, 2004; 이혁기, 임수원, 2010; Bailey, 2006). 반면 라이프스킬은 학생

선수들의 신체, 인지, 사회, 심리적 발달을 함께 이끌어주고 이들이 성공

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다(이옥선, 2012; Danish

et al., 2004). 즉, 라이프스킬 친화적 학교운동부는 초등 학생선수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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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

여러 연구자들은 라이프스킬 관련 교육환경 조성의 가치를 인식하고, 라

이프스킬 개발과 전이를 위한 교육적 방향을 탐색하였으며 다양한 프로

그램들을 고안·적용해 나갔다.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은 맞춤형 교수전략, 프로그램 실행 및 환경

조성 등 다양한 교육적 장치 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발·전이된다(임

태희, 장창용, 2017; Hellison, 2011; Lee & Martinek, 2013). Theokas 외

(2008)는 라이프스킬 전이를 높이기 위한 다음의 교육적 방안을 이야기

하였다. 전이가 일어날 환경과 유사한 활동 환경의 조성, 전이를 연습·반

성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의 프로그

램 참여 등은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을 습득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으

로 인식되었다. Martinek & Lee(2012)는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전이

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가치 인식 및 내재화, 학교 구성원들의 지원, 전이를 위한 일련

의 전략이 언급되었다. 특히,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교육 주관자들 간의

협력, 긍정적 지지·지원 분위기 조성, 멘토의 활용이 있었다. Camiré &

Kendellen(2016)는 교사, 코치가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적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스포츠 밖의 환경에서 라이프스킬을 적용해 나가는 것을 추천하

였다. 그리고 학생선수들이 토의과정을 통해 그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전

이 과정을 반성하고 내면화해 나가는 것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라이프스킬의 교육적 전략은 체육, 스포츠와 관련한 다양한 프

로그램 개발, 실천에 적용되었다. 우선, 국내에서는 Hellison(2011)의 개

인적, 사회적 책임감 교수모형을 수업 환경 및 맥락에 맞게 변형하고, 이

를 라이프스킬 교육의 모델로 활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최흥섭

(2008)은 초등학생들이 책임감 모형의 체육수업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체

육수업뿐만 아니라 교실, 학교, 가정생활에서도 실천하는 모습을 주목하

였다. 라이프스킬 전이는 학생들의 흥미를 기반으로 한 체육 수업일 때,

학생이 수업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옥선(2014)은 책임감 모형을 한국의 체육 수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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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개발, 적용하였다. 특히, 라이프스킬의 전이가

신체활동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체육저널, 일기 작

성 등 전이를 위한 실천적 아이디어도 함께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기희

(2014)는 초등학교 현장에 적합한 책임감 수업모형의 7단계를 이야기하

였다. 7단계 중 마지막 실천다짐의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막연한 전이

를 요구하기보다 구체적인 실천의 예를 제시해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옥선(2015, 2016)과 Lee 외(2017)는 방과 후 학교 체

육활동의 맥락에서 라이프스킬 개발 프로그램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특

히 즐김(Playing well), 연계(Connecting well), 대응(Coping well), 성장

(Dreaming well)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중요성을 강조하였

다. 이와 함께 라이프스킬 개발 프로그램의 실행과정과 결과를 연계하여

살펴봄으로써 프로그램 운영 관련 실천적 아이디어들을 도출하였다. 몇

몇 연구들은 정과체육 및 방과 후 학교 수업 맥락이 아닌 특정 스포츠

종목 영역에서의 라이프스킬 개발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였다. 예를 들어

골프(정용철, 류민정, 2009), 태권도(정예수, 2010), 승마(공경희, 2014), 테

니스(최기훈, 류태호, 정용철, 2016), 검도(강태성 외, 2017) 등의 스포츠

종목에서 라이프스킬 개발·전이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 및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한편,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한 국외의 체육,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Martinek, Schilling & Johnson(2001)은 학생들이 책임감

수업 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Project effort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신체활동과 멘토링 등의 종합적인 경험을 통해 책

임감 가치를 함양하였고, 교실에서도 다양한 라이프스킬을 실천할 수 있

었다. Hellison(2011)은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모형의 대안적 실행 방안

으로 코칭 클럽(Coaching Club)을 제시하였다. 팀 스포츠를 매개로 한

코칭 클럽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은 코칭 경험을 할 수 있었고 타인 존

중, 리더십, 배려 등의 라이프스킬을 함양할 수 있었다. 그리고

Walsh(2008)는 TPSR의 접근 중 하나인 Coaching Club에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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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ves 이론을 접목한 커리어 클럽(Career Club) 프로그램을 고안하였

다. 커리어 클럽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현가능한 미래에 대해 반성적인

논의를 하는 등 의미 있는 진로탐색을 할 수 있었다.

또한, Danish(1996)의 GOAL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목표설정 능력과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난관 대처 능력 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

었다. 그리고 GOAL 프로그램을 토대로 한 Danish 외(2004)의 SUPER

프로그램은 농구, 축구, 골프, 럭비, 배구 종목에서 학생선수들이 목표설

정, 문제해결, 긍정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18개의 모듈로 구

성·운영 되었다. Petitpas 외(2004)는 미식축구 학생선수들이 Play It

Smart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킬을 습득

하게 된 점에 주목하였다. 이 밖에 Weiss 외(2013)는 골프 종목에서 학

생들이 The First Tee 프로그램을 통해 대인관계 및 자기관리 능력 등

의 라이프스킬을 개발·전이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라이프스킬 개발·전이의 다양한 교육적 접근들은 초등

학교 운동부의 교육 및 지도 방향에 실제적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수 있

다. 초등학교 운동부는 학생선수들이 단기간에 운동기량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학생선수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강지민, 박상봉, 2018; 최미애, 2011;

Green, 2004).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부에서의 교육 및 생활은 학생선수

들의 일상생활, 삶, 문화 환경 등과 유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Lee & Martinek, 2009).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의 운영에 주목한다.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학

생선수들이 학생으로서의 삶과 선수로서의 삶 사이 적절한 균형을 맞추

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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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함

으로써 초등 학생선수들에게 나타난 교육적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질적 연구는 이론적

렌즈를 활용하여 연구문제를 설계하고, 삶의 과정에서 개인 및 집단이

경험하는 다양한 현상과 그 의미를 탐구하는 연구 영역이다(Creswell,

2007). 이러한 성격의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강조하는 학

교운동부 모습을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조망하고, 학생선수들의 라이

프스킬 개발·습득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 해석’할 수 있었다(강진숙,

2016; Bogdan & Biklen, 1998).

질적 연구의 설계는 연구자가 본인이 제기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 자

료와 증거를 모으고, 분석·탐구해 나가는 과정과 관련한 계획이다(Ragin,

1994). 연구자는 연구 문제 설정의 단계부터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단

계까지 연구의 총체적 과정에 깊숙이 관계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가 배경으로 두는 패러다임은 연구의 근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패러다임은 연구자의 행동을 안내하는 기본 신념체계이며 연구자

의 세계관, 인식, 철학적 가정들을 담아내고 있다(Creswell, 2007; Denzin

& Lincoln, 2011). 즉, 연구자들이 어떠한 철학적 배경을 지니고 있느냐

에 따라 그들이 접하는 세계에 대한 태도 및 관점은 다양한 모습을 띄게

된다. 이는 곧 연구의 전반적 방향 및 흐름과도 연결된다.

본 연구는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회구성주

의 패러다임에서 연구자는 연구자 본인 및 연구 참여자가 활동하는 세계

에 대해 해석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경험 및 인식에 대한 주관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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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추구한다(곽영순, 2009; Creswell, 2007). 본 연구

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인 학생선수와 직·간접적으로 교육적 상호작용

을 맺게 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주목한다는 점, 연구 참여자의 삶을

다양한 시선으로 해석·이해한다는 점 그리고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습득 모습을 학교운동부의 맥락에서 바라본다는 점 등에서 사회구

성주의 패러다임과 같은 흐름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주

요 연구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는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현장·맥

락에서 단독 사례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주목하거나 여러 사례들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Merriam, 2009; Yin, 2009). 특

히, Bromley(1986)는 사례 연구에서 특정한 상황 및 환경을 살펴보기 위

해 생태학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 학생선수

‘사람 그 자체’가 아닌 라이프스킬 교육·훈련 기반의 학교운동부 생활을

하는 학생선수에 초점을 둠으로써, ‘특정한 상황 맥락 속의 사람’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추구하였다(강진숙, 2016).

또한, 본 연구는 실행연구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실행연구는 연구자

가 삶의 과정 중 가지게 된 문제 사안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과 소통하

며, 개선해 나가는 것을 추구한다(김영천, 이현철, 2017; 조용환, 2015;

Stringer, 2004; Hodge, Danish & Martin, 2012). 즉, 실행연구는 개선·발

전을 지향하며, 참여·협력적 특성을 보이고 있고 체계적 실행을 추구하

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교사인 연구자가 학교운동

부 현장의 맥락 ‘안’에서 학생선수 대상 교육·훈련·생활지도 관련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반성적 탐구활동을 통해 현장 ‘안’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는 점에서 실행연구 방식이 적합하였다(최의창, 1998).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세상, 학문, 연구 참여자와 다차원적으로 관

계를 맺고 있다(조용환, 2004). 본 연구에서는 학교운동부 감독교사로 근

무하는 연구자가 스포츠교육학 학문체계를 바탕으로 학생선수와 교육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들이 생활하는 일상적인 삶에 주목

하고, 이들이 삶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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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학교운동부 운영에 새

로운 통찰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지향하였다(김영천, 2016). 이상의 연구

패러다임과 논리에 따라 연구 절차 및 단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17개월 간 진행되었다.

연구 단계는 계획, 실행, 결과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 단계(2018년 10월 ~ 2019년 2월)이다. 본 연구자는 교육

현장에서 경험하고 인식하게 된 바를 토대로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

즉, 연구자는 학교운동부 감독교사로서 학생선수들의 교육, 훈련, 생활

측면에 관심을 쏟았으며, 연구 주제는 이들의 성장·발달을 위한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도출되었다.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연구 주제 영역을 연구 문제로 구체화하여 발전시켰다. 이와 함께 문헌

분석을 통해 학생선수들을 위한 적절한 교육적 접근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스포츠교육학 전공 대학교수 및 연구원, 학교운동부 현장

지도자들의 조언을 받아 학교운동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학생

선수 교육·지도 관련 세부적인 방안 등을 강구하였다. 또한, 학생선수들

의 성장·발달 모습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는 학생

선수뿐만 아니라 학생선수들에게 교육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감독교

사, 담임교사, 코치, 학부모를 함께 포함하였다.

둘째, 실행 단계(2019년 3월 ~ 10월)이다. 우선, 자료 수집을 위해 학

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여러 측면들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담임교사, 코

치, 학부모 등 학생선수와 교육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원들과 심층면담

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현지문서, 감독교사 반성일지

및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수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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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가 함의하는 메시지, 의미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분석을 실행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자료가 나타내는 주제에 대해 특정한 명칭

을 부여하는 코딩 작업을 수행하였다(김영천, 정상원, 2017). 마지막으로,

분석한 자료를 연구 현장의 맥락에 비추어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생성해내는 자료 해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결과 단계(2019년 11월 ~ 2020년 2월)이다. 본 연구의 기본철학

및 추구하는 방향 등을 고려하며 도출된 수집-분석-해석의 자료를 구조

화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세부적인 연구 수행 절차 및 단계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연구 수행 절차 및 단계

2. 연구 환경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한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가 이루어지는 라스초등학교는 1978년에 개교하였고, 약

1,800명의 전교생, 총 60개의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 주변에는 아

파트와 고급빌라가 밀집해 있고, 생활편의·문화·의료 등의 여러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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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들이 분포해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경제적 수준 및 교육적 열의

는 높은 편이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습부문을 강조하고 학생들이 다

양한 영역에서 경험해 보는 것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들

이 학업성적 향상을 위해 사교육에 매진하는 모습, 다양한 예체능 활동

에 참여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축구부는 라스초등학교 개교 20주년 되던 해인

1997년에 창단되었다. 강남·서초 교육청 관할 내 축구부 운영 초등학교

가 2개인 점, 학생선수 활동을 학교운동부가 아닌 클럽에서도 할 수 있

게 된 점, 지역 특성 상 학생 및 학부모들이 축구 외 아이스하키, 골프,

수영, 야구 등 다양한 종목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점 등으로 인해 라스

초등학교 축구부 학생선수 인원은 그다지 많지 않다. 매년 평균 15~20

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6학년 9명, 5학년 6명, 4학년 2명, 3

학년 1명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선수 수급은 대부분 본교의

방과 후 활동에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운동부 운영에는 학교 내부 인원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체육소위원회, 선수관리위원회 등에 참여함으

로써 축구부 운영 관련 전반적인 내용들을 학교관리자, 감독교사 및 코

치들과 협의하고 함께 결정하였다. 또한, 라스초등학교 축구부 운영은 수

익자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교육행정기관, 구청 그리고 학교차

원에서 지원해주는 일부 금액이 있지만, 대부분은 학부모 후원회비로부

터 축구부 예산이 운용되었다. 예산지출은 주로 일반코치 인건비 항목에

서 행해졌고, 이외에도 학생선수들의 간식비, 휴게실 방역비 및 가스비

등에서 이루어졌다.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라스초등학교 축

구부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학기 중 학생선수들의 훈련은 정

규 수업을 마친 후 15:00 ~ 21:00에 이루어졌으며,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매주 수요일 13:50 ~ 15:20에 시행되었다. 그리고

방학에는 별도의 일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라스초등학교 축구부 교육·훈련 환경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초등학교

축구 경기장 규격의 본교 운동장에서 통상적으로 정규훈련이 진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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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간혹 학교 행사 또는 일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사정 등으로 인해

운동장 사용이 힘들 경우, 학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지역 내 종합

운동장으로 나가기도 하였다. 또한 우천, 미세먼지 등 기상상황으로 인해

실외 훈련이 어려울 경우 본교 실내 체육관에서도 훈련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때때로 학교 오케스트라와 시간이 겹칠 경우에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실외 운동장에서 훈련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학생선수들

은 오후 훈련시작 전 유니폼을 갈아입기 위해, 훈련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축구부 휴게실 공간을 활용하였다. 축구부

휴게실은 예전에는 생활관으로 활용되었으나, 기숙·합숙이 금지된 이후

일시적 휴식 공간으로만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축구부 휴게실은 라스초등학교 내에 존재하지만 축구부

관계자가 아니면 접근하기 힘든 공간이며, 이들만의 환경·맥락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장소이다<그림 13 참조>.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실 운동장

학교 체육관 축구부 휴게실

그림 13. 라스초등학교 축구부 학생선수의 교육·훈련 시설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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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로서의 나

연구자의 개인 생애사는 질적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질적

연구자는 스스로 연구도구가 되어 연구 현장에 들어가게 된다(곽영순,

2009; Pezalla, Pettigrew & Miller-Day, 2012). 그리고 연구 현장과 상호

작용을 하며, 연구 질문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

을 수행한다. 즉,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특정한 관점, 인식, 현재 삶에 많

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연구자가 어떠한

삶을 거쳐 왔는지 되돌아보는 것은 연구자가 지니고 있는 시각 및 문제

접근 방식의 근원과 배경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자는 학생

선수 주변 관계인, 스포츠교육학 전공 대학원생,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교

사의 측면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봄으로써 연구자가 지니고 있는 정체성을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었다.

1) 학생선수 주변 관계인으로서의 나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내 옆에는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 경험을 지

니고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었다. 내가 졸업한 대구 W 중학교에는 유

도부가 있었다. 중학교 1학년 3월 중순 쯤으로 기억한다. 키가 조그마하

고 덩치도 작은 옆 반의 유도부 친구가 1학년에서 주먹이 가장 센 걸로

알려진 거구의 친구와 복도에서 싸우고 그 학생을 때려눕힌 사건이 있었

다. 이후 유도부 친구는 항상 복도에서 의기양양해 하며, 어깨가 올라가

있었다. 어린 마음에 유도를 하는 그 친구가 멋있어서인지 나는 친구들

과 종종 학교 일과시간 후 유도 훈련장에 찾아가 유도부 사람들을 구경

했다. 하얀 유도복을 입고 모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유도장

의 구석진 곳에서는 그 친구를 포함해 2~3명이 줄곧 지도자에게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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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중 듣고 있었다. 그 장면을 목격할 때마다 친구가 교실과 복도에서와

는 상반되게 유도장에서 항상 풀죽은 모습으로 지내는 게 이해되었고 한

편으로 친구를 포함해 전체 유도부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리고 약 4개월 후 1학기 기말고사 칠 때 쯤, 그 친구는 유도부를 그만두

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W 중학교 졸업 후, 나는 축구부가 있는 대구 R 고등학교로 진학하였

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는 축구부를 그만 둔 친구가 있었다. 축

구부 생활 중에는 얼굴을 거의 볼 수 없어 서먹했었지만, 그만 둔 후에

는 친구들과 함께 교실 생활을 하였고 수업도 같이 들었다. 그런데 친구

는 수업시간이며 심지어 시험 치르는 시간에도 항상 엎드려 잠을 청하였

기에, 같은 반 친구로서 그 학생이 무기력하게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유일하게 체육시간만큼은 활발히 참여했던 걸로 기억

한다. 한번은 체육시간 때 함께 축구를 했었는데, 축구부 출신이어서인지

몸싸움이 엄청 좋았고 공을 정말 잘 다루어서 감탄 했었다. 체육 시간을

마치고 매점에 갔다 오면서 그 친구에게 왜 축구부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그 친구는 나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축구실력이

부족하고 축구부 생활이 힘들어서’라고 대답하였고, 더 이상 축구부 생활

및 경험에 대한 이야기 꺼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였다. 체육시간에 축

구를 하던 모습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었기에 나는 그 친구의 답

변 내용과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모습에 의아해 했었다.

성인이 되어 다양한 종목의 학생선수 출신들과 만나고 교류하게 되었

다. 취미로 시작한 유도를 약 8년간 수련하면서, 학부 동아리로 배구를

약 2년간 접하면서 여러 선수출신들에게 지도를 받았고 이들이 예전에

겪었던 다양한 고충들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태권도 학생선수 출신인

군 동기가 운동부 생활과 군인의 삶을 비교하며 학교운동부 생활의 힘들

었던 점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지나온 삶에 좀 더 공감할 수 있었다. 대

학원에서도 베드민턴·수영·축구·핸드볼을 전문으로 했던 선·후배들로부

터 다양한 일화를 들을 수 있었다. 이들의 멋진 퍼포먼스, 화려한 선수

경력 뒤에는 비인권적인 훈련, 선·후배 간 그리고 지도자·학생 간 그릇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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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맺음, 왜곡된 교육관 및 스포츠 문화 등이 농축되어 있었다.

이상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학생선수들의 열악하고 부정

적인 학교운동부 생활에 대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학생

선수들이 학교운동부에 의미를 찾고 교육적 가치를 발견해나갈 수 있도

록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스포츠교육학 전공 대학원생으로서의 나

교육대학에서 4년간의 예비교사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했고, 임용

시험도 한 번에 합격했기에 나는 뛰어나진 않을지라도 부족함은 없는 교

사로 교직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자신하였다. 하지만, 실제 교육현장에

들어왔더니 나는 여러 상황·장면들에서 막막함,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와 함께 나 자신의 미흡함을 채워나가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게 되었

다. 한편, 선배교사에게 나의 교직생활에 대한 고민을 상담 받았을 때,

선배는 삶과 학문, 교육현장에 대한 통찰력, 이해력 등을 지속해서 쌓아

나가는 것이 앞으로 교사로서 생활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학원을 권유해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교사로서 좀 더 성장하고 깊은

배움을 찾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였다.

나는 대학원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며, 학생들 다수가 선호하는 교과

인 체육 내 스포츠교육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스포츠교육학을 바탕으로

교육의 제 영역에 대해 두 교수님, 여러 석·박사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

하고 소통하며 배워나가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교육이 전인교육의 발판

이 될 수 있다는 교수님들의 가르침에 공감하여 스포츠교육학을 깊이 있

게 탐색하고 이를 실천적·실제적 영역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

고 있다. 나는 교수님들의 지도를 통해 전인 교육에 대한 신념을 형성하

였고, 스포츠 세계에서 전문체육 및 학생선수의 지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학교운동부 감독교사를 맡

고 있으며 관련 경험을 많이 한 대학원 선배들과 꾸준히 이야기를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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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언을 들음으로써 운동부 감독교사로서의 책무, 지도철학 등을 발전

시켜 나갈 수 있었다. 특히, 나는 교육현장에서 맡고 있는 초등학교 운동

부를 행정적으로 문제없이 운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학생선수들을

교육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지속 고민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자는 연구자가 전공하고 있는 스포츠교육학의 가치

를 인식하고 다양한 교육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스포츠교육학을

연구하는 동료들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학생선수들의 성장 방향, 교

육의 지향점 등을 더욱 구체화하여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

3) 초등학교 운동부 감독교사로서의 나

약 40개월간 군 복무를 마치고 복직한 학교에서 내가 처음으로 맡게

된 업무는 축구부이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복직 후 첫 회식에서 운동부

업무가 결코 쉽지 않기에 나에게 맡기게 되었다면서, 책임감 가지고 잘

운영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내가 담임으로 맡

고 있는 학생이 축구부에 입단을 하고 축구를 위해 타 시·도에서 전학

오는 학생들을 다수 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축구부에 더욱 애

정을 가지고 관심을 쏟게 되었다. 하지만, 감독교사로 맡게 된 축구부 또

한 내가 이전에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학교운동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학생선수들은 축구부 훈련을 위해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학생선수

들의 삶 전체가 훈련을 통한 기술 습득, 전술 연습에만 매몰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나는 학교운동부의 행정 업무 테두리에서 벗어

나 학생선수들의 교육·훈련·생활현장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다.

학교운동부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감독교사였지만 처음에 나는 축구

부 학생선수들의 삶 현장으로 가까이 들어갈 수 없었다. 지금까지 감독

교사 직책을 맡았던 선생님들은 업무의 과중함,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운

동부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기피했었다. 그리고 학부모 및 기타 관계자

들도 학교운동부가 교사의 교육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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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밖에 있는 것으로 인식했었다. 이 같은 관습, 인식뿐만 아니라 학생

선수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이들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코치도 감독교

사의 교육적 접근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코치는 감독교사인 나를

축구부 운영에서 검열, 규제하는 사람, 본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며 불편해 하였다. 또한 내가 축구부의 행정 지원 역할을 넘어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감독교사이지만 운동부 학

생선수들의 실제 생활 맥락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한계를 안타까워하였

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였다.

일단 나는 매일 축구부 훈련 현장에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코치에게

지속적으로 다가가며 필요한 것은 없는지 도와주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였다. 어느 날, 코치는 내가 초등교사이기에 전 교과영역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학습이 부족한 학생선수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줄 수

는 없는지 부탁하였다. 나는 코치의 부탁을 기꺼이 승낙했으며, 학생선수

들의 학습 보충을 위해 매일 아침 08:20~08:50 특별 수업을 해나가게 되

었다. 이러한 과정 등을 바탕으로 코치와 나는 교육적 소통을 더욱 자주

하게 되었고, 상대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으며 서로의 교육·지도 철학을

존중하게 되었다. 이윽고 나는 코치에게 학생선수들의 교육적 성장을 위

해 기존의 축구부 훈련을 넘어 새로운 교육·운영 방향이 필요함을 설득

하였다. 나의 프로그램에 대해 코치의 첫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고민함으로써 코치 또한 변화의 필요

성을 인지하게 되었고 개선·발전 방안에 대해 점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게 되었다.

나는 학생선수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인사를 나누었으며 그들의 이야

기를 가까이에서 듣고자 노력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으로 감독교사인 나

와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학생선수들도 나를 좀 더 친숙하게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시합이 개최되면 장소가 서울이든 지방이든 학생선수들

과 함께 하려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시합에 동행하는 여러 학부모들과

래포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 초등교사로서 학생선수들의 제 영역에 관

심을 쏟고 있었기에 학부모들과 학생선수들의 성장, 발달과 관련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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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감독교사로서 학생 및 학부모

의 의견을 축구부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나는 이들로부터 신뢰를 얻

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실제 학교운동부 운영을 통해 관계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고 교육적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이에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감독교사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특

성을 바탕으로 코치, 학생선수, 학부모 등과 서로 교육적 가치관, 믿음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며 연구해 나갔다.

나.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접근 및 관계 형성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과 래포를 형성하고, 이들의

내부자적 시각 및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느냐는 연구 성과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김영천, 2016; Creswell, 2007).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자를 처음 마주한 순간 그의 정체, 사고방식, 접근 의도 등을 궁금해 한

다(조영달, 2015a; Spradley, 1979).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자와 관계를 맺

으며 받게 되는 느낌, 인상에 따라 연구자를 이해하고 판단한다. 연구 참

여자가 연구자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경우 참여자들은 그들의 경험 및 삶

을 보다 열린 자세로 보여주겠지만 반면, 연구자를 불편하게 여기고 부

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예민한 태도를 보이

게 되고 꺼려할 확률이 높다. 즉,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자를 어떻게 인식

하느냐에 따라 연구자는 연구 현장 속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입구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 대한 접근 및 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많은 신경을 썼다. 학교운동부 연구를 위해서는 ‘문지기

(gatekeeper)’인 코치를 설득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었다(곽영순, 2009;

조영달, 2015a; Bogdan & Biklen, 1998). 운동부 감독교사로서 연구자는

코치에게 연구가 필요한 이유, 연구 내용 및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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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에 대해 먼저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로 인해 축구부 훈련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학생선수들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을 꾸준히 이야기하였다. 처음에는 연구자의

계획 및 이야기에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공식적인 회의

및 사적인 만남 자리에서 축구부 운영·지도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

통함으로써, 코치는 점점 연구자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연구를 추진하

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학부모 및 학생선수들 대상으로 연구 관련 전반

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학부모 및 학생선수들은 본 연구자의 감

독교사로서의 책임감, 체육 분야에서의 전문성 등을 신뢰하였고 연구과

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연구자는 평소 축구부원들이 훈

련할 때 이들과 운동장에서 자주 시간을 보냈었다. 그리고 시합이 개최

될 경우 서울 시내뿐만 아니라 타·시도로도 이들과 동행하였으며, 시합

기간 동안 함께 생활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학부모 및 학생선수들에게

축구부 감독교사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켰다. 또한, 연구자가 국내 최고

대학에서 스포츠교육과 관련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연구의 필요 및

실행을 설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설득과정을 거쳐

연구자는 본 연구의 문제에 부합하고 중심현상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참여자를 목적성 있게(purposeful sampling) 선정하였다(Creswell,

2007; Patton, 2002).

마지막으로, 학생선수들의 담임교사 또한 목적성 있는 샘플링 방식으

로 선정하였다. 축구부 학생선수를 담임으로 맡고 있는 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 총체적인 과정 및 내용 등을 안내해주었다. 그 중에서 본

연구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연구자와 학생선수 지도 관련 교육적 가치

관이 상통한 분을 연구 참여 대상으로 선택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자는

참여자가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 모습을 교실 맥락 속에서 통찰

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서 발현되는 라이프스킬 예시 사례들을 알

려주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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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 참여자 정보

구분 이름(학년) 특징

 1 감독교사 최규현 연구자 본인

 2

코치

(3명)

이제응 라스 초등학교 근무경력 8년 차(K대 축구부, 상무-프로 선수 경력)

 3 박승지 라스 초등학교 근무경력 1년 차(K대 축구부, 前 K대 코치 경력)

 4 김호성 라스 초등학교 근무경력 6개월 차(약 9년간 N초등학교 코치 경력)

 5

학부모

(4명)

권수혁(6) 학부모 후원회장(영관급 장교이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 휴직 中 / 권기순 父)

 6 김미정(6) 학부모 후원회 총무(교내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 / 김우건 母)

 7 이현지(6) 학부모 후원회 감사
(미국에서의 학창시절을 보냈으며 교육에 대한 열린시각 / 이진승, 이헌승 母)

 8 박배준(6) 일반 학부모(사업가이며 자녀의 학업부문에 관심이 많음 / 박우건 父)

 9 담임교사

(2명)

조영혜(6) 교사경력 4년 차(학생선수 담임 3년, 학생들과의 적극적 소통 / 권기순 담임)

10 안정우(6) 교사경력 2년 차(학생선수 담임 2년, 학급 생활지도에 열정적 / 박우건 담임)

11

학생선수

(14명)

권기순(6) 축구 전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축구부 생활하는 것을 즐거워 함(CB / 3년차)

12 김윤태(6) 교우관계가 좋으며, 학급 내 신망이 두터움(CB / 2년차) 

13 박우건(6) 진중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성실함(LB / 1년차)

14 이경상(6) 운동을 할 때는 승부욕이 강하지만, 평소 동생을 잘 보살피며 심성이 고운 학생임(LM / 2년차)

15 이빈승(6)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지만, 특유의 밝은 성향으로 교우관계가 원활함(FW / 1년차)

16 강준민(6) 장난기가 많으며, 후배들에 비해 기량이 기량이 부족한 점을 속상해 함(FW / 1년차)

17 이진승(6) 잦은 부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매사에 사려 깊은 성향임(RB / 2년차) 

18 이헌승(6) 마른 체격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스피드에는 자신감이 있음(LM / 2년차)

19 정진우(6) 포지션 특성으로 인해 본인의 고민을 함께 공감해 줄 친구가 없는 점을 아쉬워 함(GK / 3년차)

20 김리승(5) 축구 기능이 매우 뛰어나고, 매사에 긍정적임(FW / 3년차)

21 강원재(5) 인근 학교에서 축구를 위해 라스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음. 학업성적이 우수함(CM / 1년차)

22 이진서(5) 타 지역에서 전학 왔지만 축구부 생활에 보람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있음(LM / 1년차)

23 장윤환(5) 본인의 학업성적이 학급 내 친구들에 비해 부족한 점에 걱정이 있음(CM / 1년차)

24 이재성(5) 축구 실력은 뛰어나지만, 담임교사 및 학급친구들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음(CM / 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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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현장 및

연구 참여자와 다차원적으로 상호 관련을 맺으며 정보를 수집·획득하는

활동이다(Creswell, 2007).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과 학생선수들의 성장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

담, 관찰, 현지문서 및 시각적 자료, 감독교사 반성일지, 학생선수 라이프

스킬 훈련일지 등을 활용하였다<그림 14 참조>.

그림 14. 자료 수집 방법

가. 심층면담

심층면담은 연구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이해를 심화

하는 데 목적이 있는 연구방법이다(Bogdan & Biklen, 1998; Lincoln &

Guba, 1985). 심층면담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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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관점, 경험, 느낌 등에 주목하고, 참여자와 직접적인 의사

교환을 해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삶을 총

체적,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Smith & Sparkes, 2017). 하지

만, 곽영순(2009)이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이야기의 깊이와 수준은 연구자의 질문 방식 및 역량 등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면담 내용 및 태도, 자세 등을

지속적으로 고민하였고 철저히 준비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김영천(2016)이 언급한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머리’를

갖추기 위해 성찰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따뜻한 가슴을 통해 연구 대상

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들어주는 자세를 갖추고, 냉철한 머리를 통해 연

구 문제에 항상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본 연구자는 미리 구성한 구

조화된 질문과 함께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는 반 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준비·시행하였다(Patton, 2002; Smith & Sparkes, 2017). 반 구조화된 면

담을 통해 연구자는 면담과정에서의 맥락 및 상황을 반영하며 자료 수집

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고,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좀 더 풍부하게 이

끌어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축구부 코치, 학부모, 담임교사, 학생선수 총 23명을

대상으로 약 60분씩 1회 심층면담 하였다. 특히, 학생선수의 경우 그룹

인터뷰를 1회 추가 진행하였다. 학생선수들은 그룹 내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관점 및 새로운 아이디어에 자극받았고, 개인별 면담에서는 이야

기하지 못했던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다(김영천, 2016). 이외에도 면담 내

용 중 유의미한 것을 발견하거나 후속 질문이 생기게 될 경우 연구 참여

자들에게 추가 면담을 요청하였다. 심층면담의 과정은 연구자가 담임으

로 맡고 있는 교실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보이스레코더를 활용하

여 연구자 및 참여자의 대화내용을 모두 녹음하였고 이와 동시에 필드노

트 작성을 통해 면담의 전반적인 과정에 반성적 자세를 취하였다(조영

달, 2015b; Smith & Sparkes, 2017).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면담 내용은

<표 7~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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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심층면담 주요내용(코치)

범주 내용

연구 

참여자의 

배경

-코치님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코치님의 초·중·고·대학생 선수 시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선수 시절 학교운동부 생활에서 좋았던 점과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나요?

-선수 시절에 겼었던 지도자/선후배와의 관계 그리고 일반적인 학교생활은 어떠했나요?

-선수 시절에 만났던 지도자 중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코치님이 선수 생활을 마치고 코치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치님께서 지니고 있는 운동부 및 학생선수에 대한 지도철학은 어떠한가요?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

-다른 학교운동부, 클럽과 비교해 저희 학교운동부의 운영 모습은 어떠한가요?

-코치님께서 생각하시는 라이프스킬 개념을 정의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라이프스킬 개념 자체에 대한 첫 이미지는 어떠했나요?

-코치님께서는 라이프스킬을 훈련에 어떻게 담아내었나요? (구체적 장면과 연계해서)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 운영 과정 중 어렵거나 힘들었던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 운영 과정 중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운영초반 / 현재시점)

효과

-학생선수들은 어떠한 성장모습을 보였나요? (훈련 장면에서, 생활 모습 및 태도 등에서)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 운영이 학생선수들의 기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학생선수 개개인의 차원이 아닌, 학교운동부 전체 문화에 가져온 변화가 있을까요?

-이외에도 학생 개인 또는 라스 축구부 전체에게 칭찬하고 싶은 점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코치님에게 도움이 되었거나, 코치님이 발전하게 

 되었다고 느끼거나 혹은 반성하게 된 부분이 있을까요?

요인

-학생선수들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라이프스킬 함양 축구부 훈련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라이프스킬 함양 축구부 훈련을 지도하는 데 방해 되었던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라이프스킬 함양 축구부 훈련을 지도하는 데 방해 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타

-학교운동부 관련 감독교사, 담임교사, 학부모, 학생 등과 주로 어떠한 내용으로 상담하시나요?

-향후에도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을 지속할 생각이신가요?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코치님의 총체적인 평가와 반성은 어떠한가요?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어떠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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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심층면담 주요내용(학생선수)

범주 내용

연구 

참여자의 

배경

-나에게 축구란 (            )다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축구를 전문적으로 시작하게 된 시기 및 이유는 무엇인가요?

-축구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이전의 경험(클럽, 방과 후 활동 등)은 어떠한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축구 관련 경험은 무엇인가요? (축구부 전 / 축구부 활동에서)

-축구를 통해서 배우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축구부 학생선수로서의 생활모습, 하루일과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까요?

-축구부 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나요?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

-다른 곳과 비교하여 라스초등학교 축구부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한 라이프스킬에 대해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한 수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선생님에게 라이프스킬을 어떠한 방식으로 배웠나요?

-코치님과 훈련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코치님에게 라이프스킬을 어떠한 방식으로 배웠나요?

-축구부 휴게실에서의 생활은 어떠한가요? 라이프스킬을 어떠한 방식으로 배웠나요?

효과

-축구부 생활이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축구부 생활을 통해 개발하게 된 라이프스킬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라이프스킬은 라스초등학교 축구부 팀 전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이 되었나요?

-라이프스킬은 여러분들의 축구 실력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나요?

-라이프스킬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태도, 인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나요?

-라이프스킬은 여러분들의 (축구부생활/ 교실생활/ 일상생활)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나요?

-여러분들의 생활에 라이프스킬이 미친 영향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라이프 스킬 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요인

-선생님/코치님/부모님의 가르침(행동, 말 등)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라이프스킬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라이프스킬을 개발하는 데 방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라이프스킬을 개발하는 데 방해 되었던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타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들의 총체적 평가, 반성은 어떠한가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라이프스킬을 배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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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심층면담 주요내용(학부모)

범주 내용

연구 

참여자의 

배경

-학부모님은 평소에 스포츠를 즐기시나요?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부모님은 학창시절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학부모님은 어떠한 계기로 자녀가 학교운동부 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학생선수의 학부모로서 어려운 점 또는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학생선수로서의 삶, 그 과정에서의 학업성적, 학교생활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이 학교운동부 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성장과 발전을 얻기를 바라시나요?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

-다른 외부 클럽이나 팀과 라스초등학교 축구부를 비교하면 어떠한가요?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라스초등학교의 운동부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학부모님께서는 라이프스킬을 어떻게 이해, 해석하고 계신가요?

-학교 회의 참석, 학생들의 이야기 그리고 직접 눈으로 보신 것을 토대로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점 / 아쉬운 점)

효과

-라이프스킬 함양의 학교운동부 생활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축구기량, 축구에 대한 태도, 축구부생활, 학교생활 태도, 교우관계 등)

-라이프스킬은 자녀의 일상 가정생활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나요?

 (성격 및 정서, 생활습관 및 자세, 가족을 대하는 태도 등)

-라이프스킬은 자녀의 가정 외의 영역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나요?

-자녀가 대견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또는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 

- 학부모님께서 학생을 보고 배우게 된 점이나, 반성하게 된 점이 있나요?

요인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에 도움이 되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독·담임교사·코치·학부모 측면, 운동부, 학급생활 및 일상생활 환경적 측면 등)

-(위의 괄호 내용)이 라이프스킬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가정환경의 맥락이 라이프스킬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이프스킬을 개발하는 데 방해 되었던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라이프스킬을 개발하는 데 방해 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타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 조언,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해서도 계속 학교운동부 생활을 지속하기를 바라시나요?

-상급학교에서도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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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심층면담 주요내용(담임교사)

나. 관찰

관찰은 연구자가 연구 현장에서 일어나는 연구 대상의 행동 및 상호

관계들을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행위이다(조영달, 2015b; Thorpe &

Olive, 2017). 특히, 연구자는 Gold(1958)가 언급한 것처럼 관찰하게 되는

범주 내용

연구 

참여자의 

배경

-선생님은 평소에 스포츠를 즐기시나요? 스포츠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생님은 학창시절에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교사생활을 하며 선생님께서 가지게 된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요?

-학급에 학생선수가 있음으로 인해 좋은 점과 겪게 되는 어려움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선생님의 학생선수의 학교운동부 생활 및 성장 관련 교육관은 어떻게 되나요?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

-라스초등학교 축구부 운영에 대해 선생님께서 알고 있으신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현재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생님께서 이해, 해석하는 라이프스킬은 어떻게 되나요?

효과

-학교생활 및 교실 맥락에서 보이는 학생선수들만의 장점, 특색은 무엇이 있나요?

-라이프스킬 함양의 학교운동부 생활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학기 초와 비교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수업 태도, 학습부문, 급우관계, 선생님에 대한 

 자세 및 예의범절, 체육시간, 쉬는 시간에서의 모습 등)은 어떠한가요?

-학교생활 및 교실 맥락 외의 영역에서 라이프스킬의 발현되는 모습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요인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에 도움이 되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감독·담임교사·코치·학부모 측면, 운동부, 학급생활 및 일상생활 환경적 측면 등)

-(위의 괄호 내용)이 라이프스킬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학교생활, 교실 환경의 맥락이 라이프스킬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이프스킬을 개발하는 데 방해 되었던 부분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라이프스킬을 개발하는 데 방해 되었던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타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 방향에 대해 조언, 제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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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태도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연구

자는 관찰 현장에서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온전한 관찰자(Complete

Observer)’와 유사한 역할부터 ‘내부 참여자(Complete Participant)’의 역

할 범주까지 각각 다른 위치에서 관찰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낯선 것을 친숙하게, 친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기 위해 본인의 관찰 태

도 및 자세를 지속적으로 반성·성찰하였다(곽영순, 2009; Thorpe &

Olive, 2017).

본 연구에서는 학생선수들의 교육·훈련·일상생활과 라이프스킬 영역

의 발달 모습을 주된 관찰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자는 감독교사 본인의

학생선수 대상 라이프스킬 교육 현장과 코치의 훈련지도 과정, 학생선수

들의 축구부 휴게실 생활을 각각 5회씩 관찰하였다. 그리고 필드노트 작

성을 통해 관찰 결과를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 장면, 중요하다고 인식한 부분을 함께 담아내었다

(조영달, 2015b; Creswell, 2007)<그림 15 참조>. 또, 연구자의 주관성이

낳게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드노트 작성 시 지속적으로 반성적

사고를 하였다(Tjora, 2006). 이는 관찰 연구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관찰기록지

2019 년    월    일    요일 

관찰 현장 : 훈련 / 교육 프로그램 / 휴게실 / 교실 / 기타(          )           

  <필드노트>

시간 관찰 내용 관찰 분석

  <기타사항>

그림 15. 관찰기록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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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지문서 및 시각적 자료

현지문서는 연구현장, 연구문제 등 연구의 제반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거나 관련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문서 자료를 지칭한다(김영천, 2016;

Merriam, 2009). 본 연구에서는 라스초등학교 축구부 연간운영계획, 연

간·월간·일일 훈련계획, 라이프스킬 개발 프로그램 교육 자료, 축구부 휴

게실 게시물, 학생선수 담당 담임 선생님들의 상담일지 등을 현지문서로

수집하였다<그림 16 참조>. 그리고 본 연구자는 현지문서뿐만 아니라

동영상, 사진 등의 시각적 자료도 함께 활용하였다. 학생선수들의 축구부

활동 및 생활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냄으로써 이들의 성장 모습과 환경

등을 현장 맥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Banks, 2007). 이러한 현지문

서 및 시각적 자료들은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서 직면하게 되는 시간적,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김영천, 2016).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자료

학생선수 활동지

그림 16. 수집된 현지문서 및 시각적 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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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독교사 반성일지

연구자의 일지에는 연구 현장에 대한 단순 기술을 넘어 연구 전체과

정에 대한 반성이 녹아 들어있다(김영천, 2016). 즉, 반성일지는 연구자의

경험, 느낌, 가치관 등이 반영되어 있는 기록물이며 연구자의 총체적인

고찰을 담아내고 있다. Day(2017)에 따르면, 연구자의 반성일지는 종적

인 데이터가 연계성 있게 축적된다는 점, 연구 현장을 생동감 있게 반영

한다는 점, 연구 참여자들의 관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다

는 점 등에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라스초등학교 축구부 감독교

사로서 연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하며, 반성일지를 꾸준히 작성하였

다. 반성일지에는 라이프스킬을 강조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새

롭게 알게 된 점, 느낀 점 그리고 아쉬웠던 부분 및 그 부분의 개선을

위한 고민 등을 기록하였다<그림 17 참조>. 이를 통해 연구자는 연구현

장에서의 상호작용을 다양하고 의미 있는 해석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축구부 운영 반성일지

2019 년    월    일    요일 

  <라이프스킬 함양 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점 >

  <라이프스킬 함양 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느낀 점 >

  <라이프스킬 함양 운동부 프로그램에 추후 반영할 점>

그림 17. 감독교사 반성일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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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본 연구에서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 개발과 전이의 촉진을 위해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였다. 학생선수들은 감독교사와의 수업, 축구부 훈

련 시간 등에서 개발한 라이프스킬을 주제로 매주 3회 일지를 작성하였

다<그림 18 참조>. 라이프스킬 일지 작성을 통해 학생선수들은 수업 및

훈련 현장에서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그것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실천

다짐 등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자는 라이프스킬 일지

작성 지침 및 방식 등의 수립을 위해 학생선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

었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다. 그리고 일지 작성의 모범적 사례

및 라이프스킬 개발·전이의 우수 사례의 경우, 해당학생에게 먼저 동의

를 구한 후 다른 학생들에게 소개해주었다. 이를 통해 축구부에 라이프

스킬 친화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자는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작성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다양

한 맥락에서 라이프스킬 개발·전이를 확장해 나가도록 지도하였다.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년            월            일            요일

<주요 훈련 내용>

 

실천다짐 한 라이프스킬 실천 유·무

◉ 지난 훈련일지에서 다짐한 ( ex 자기관리 ) 라이프스킬 실천 성공 / 부족했습니다.

<훈련장면에 대한 그림>  <그림에 대한 설명> 

<개인 추가 훈련> 

<라이프스킬 시각에서 본 팀 훈련, 개인 추가 훈련 반성>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실천할 라이프스킬에 대한 다짐> 

그림 18.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양식



- 81 -

5. 자료 분석 및 해석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의 매개체가

된다(조용환, 2004). 즉, 연구자는 자신의 특성, 학문적 관점, 문화적 배경

등을 기반으로 한 복합적 렌즈를 활용하여 연구관련 자료들을 받아들이

고 이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Wolcott(1994)은 자료 분석 및

해석의 과정을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가 보게(see)하고, 연구자가 아는

것을 독자가 알게(know)하며,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

(understand)하도록 이끄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Patton(2002)은 ‘연

구자가 자료를 순서 있게 정리하고, 거대한 정보를 압축적인 자료로 변

환하여 결국 자료 속에서 유형과 주제를 발견해 나가는 작업’이라 정의

하였다. 이처럼 연구 자료의 분석 및 해석은 연구자가 고차원적 사고를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로부터 의미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이라 규정할 수

있다.

전사(transcribe) 작업은 추후 분석 및 해석이 용이하도록 원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하는 과정이다(김영천, 정상

원, 2017). 이는 질적 자료의 분석·해석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전사 작업 시, 의미가 왜곡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또한 전사 자료는 자료 형태, 현장의 환경·맥락, 대상,

날짜, 회차로 부호화하여 <표 11>과 같이 정리·관리 하였다. 그리고 수

집, 전사된 질적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 문제와 관련한 분석·

해석적 민감성을 높이고,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찾아 나갈 수 있

었다(김영천, 2016). 이와 더불어 반성·성찰을 담은 분석적 메모를 꾸준

히 작성, 검토하면서 연구 초점을 정련하였고 새로운 통찰과 이해의 길

로 나아갈 수 있었다(Merriam, 2009; Srivastava & Hopwood, 2009). 본

연구에서는 반복적 자료 읽기 및 분석적 메모 작성을 연속·순환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절차들과 동시에 본 연구자는 자료 분석 및 해석의 핵심 요소

인 코딩을 함께 진행하였다. 코딩이란 자료로부터 개념을 도출하고,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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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자료의 부호화 기준

자료 형태 현장의 환경·맥락 대상 날짜 회차

심층면담 In 훈련 Tr 담임교사 Ht

yymmdd n

관찰 Ob
수업 

프로그램
Pr 코치 Co

현지문서 Dc(tx/av/jp) 교실생활 Cl 학부모 Pr

감독교사/
학생선수 

일지
Di(te/sn)

휴게실
생활

Lo 학생선수 Sn

있는 진술로 범주화하거나 진술에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다(김영천, 정상

원, 2017; Creswell, 2007). 본 연구에서는 Strauss(1987)가 제안한 개방적

코딩(open coding), 축 코딩(axial coding), 선택적 코딩(selective coding)

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먼저, 개방적 코딩에서는 면밀한 자료 검토를 통

해 의미상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이름을 붙이고 범주화하는 분석

작업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축 코딩에서는 개방적 코딩에서 도출된 범

주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축이 되는 주요 범주와 그 하위 범주들을 연결

시킴으로써 범주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적 코딩

에서는 앞의 두 단계에서 다루었던 범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통합·

정교화 하였다. 이러한 코딩 과정 속에서 연구자는 Ryan &

Benard(2003)이 언급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실천해 나갔다. 즉, 본 연구자

는 코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 및 표현에 주목하였고, 연

구 참여자들의 표현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또한 범주 간 유사점, 차

이점에도 관심을 쏟으며 분석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과정이 ‘자료의 변환(transform)’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자료의 초월(transcend)’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구와의 소통 및 내면

적 성찰을 꾸준히 해야 한다(곽영순, 2009; Wolcott, 1994). 이에 따라 본

연구자는 수집한 자료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초등 학생선수와 라이프스킬 습득 관련 지니고 있던 시각, 가치관, 학문

적 관점 등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는 본인의 이야기가 보다 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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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차원에서 널리 이해될 수 있도록 텍스트를 구성, 조직, 표현하는데 심

려를 기울였다(조용환, 1999; Denzin, 2011).

6. 연구의 진실성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이야기가 타당한지, 연구의 질은 믿을만한

지 가늠하기 위해 ‘연구의 진실성(trustworthiness)’ 개념에 주목한다. 본

연구자는 스스로 ‘악마의 옹호자(devil’s advocate)’가 되어 연구과정의

신빙성과 진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을 던졌고 비판적 성찰의 시각

을 견지하였다(조영달, 2015b; Lincoln & Guba, 1985). 이와 함께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전략으로 다각도 분석, 연구 참여자의 검

토, 동료 간 협의를 활용하였다.

첫째, 다각도 분석(triangulation)을 수행하였다. 다각도 분석은 삼각검

증이라는 용어로도 불리며,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접근이다(김영

천, 2016; Patton, 2002). 연구 대상에 대한 탐색과 이해는 한 가지 방법

에 의존하기보다 여러 가지 방법이나 자료가 활용될 때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도 올라가게 된다(곽영순, 2009; Thurmond, 200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치, 학부모, 담임교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과

여러 맥락 속에서의 학생선수 관찰을 주된 자료 수집 방법으로 하였으며

현지문서 및 시각자료, 감독교사 반성일지,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

지의 확인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검토(memeber checking) 작업을 하였다. 이 과

정은 연구자가 도출한 임의적 분석과 결론 등을 연구 참여자에게 공유함

으로써,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상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곽영순, 2009; Merriam, 2009).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의도,

생각 및 환경 등을 얼마나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했는지 참여자가 확

인·평가해 보는 것은 연구 결과의 신뢰도 증진으로 연결되었다(김영천,

2016). 이에 본 연구자는 자료 수집, 분석 및 해석의 과정에서 의미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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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발견할 경우,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을

하였고 의미를 명확화 하였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의 해석상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셋째, 동료 간 협의(peer briefing) 과정을 실시하였다. 즉, 동료를 연

구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1인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방법적, 해석적,

절차적 오류를 줄이려 노력하였다(김영천, 2016; Creswell, 2007). 이에

본 연구자는 스포츠교육학 전공의 지도교수 및 같은 연구실 동료들과 수

시로 협의하며 연구를 발전시켜 나갔다. 특히, 질적 연구 경험이 풍부한

지도교수 및 박사 과정 연구원으로부터 연구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

을 많이 받았다. 이러한 과정들은 연구자가 연구자 개인의 주관성에 매

몰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었다.

7. 연구의 윤리

질적 연구자들은 기존의 연구 패러다임이 윤리 측면에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연구 윤리 문화 형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김영천,

2016). 즉,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복지와 안녕을 윤리적으로 고려하면서

연구를 수행해 나가야 한다. 연구자가 연구 윤리 규범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참여자들은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되거나, 물리적·심리적 위험

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연구 윤리 교육인

CITI(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 프로그램을 2018년

8월 18일 이수하였다. 그리고 지도교수 및 동료들과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한 관련협의를 수시로 하였으며, 다음의 사항들을 실천해 나갔다.

우선,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인 운동부 코치, 학부모, 학생선수 및

담임교사뿐만 아니라 연구 현장의 관리자인 교장선생님에게 연구의 취지

와 목적, 연구진행 관련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구 참

여자로부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허락을 서면으로 받았다.

이와 함께 원하는 경우 언제든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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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연구 참여를 중도에 그만둘지라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이야기 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 감

독교사로서의 권력을 부적절하게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는 연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연구 이외

의 목적을 위해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그리고 연

구 참여자들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성명은 가명으로 부호화하였

으며, 사진 등의 자료에서는 개개인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였다. 또

한, 수집된 모든 자료들은 잠금 장치가 있는 서류함과 암호화된 개인용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상의 연구 계획들은 연구자가 속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서 검증, 승인을 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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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결과는 연구문제의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첫째,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이 구성, 운영되는 과정을 구체적

으로 기술하였다. 둘째, 교육적 가치를 담은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초등 학생선수가 함양한 라이프스킬 내용들을 성격에 따라 분류,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발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

다. 셋째,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 조건들에 대해 심

층적으로 탐색하였다.

1.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방식

가. 구성 준비과정

본 프로그램 구성 준비과정은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의 새로운 시도에

대한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 학생선수들은 기존의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서로 다른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각 관계자들이 느끼고 있는 학교운동부의 아쉬운 점, 부족한 점을 공론

화하고 함께 이야기해봄으로써 기존 체계의 문제점을 좀 더 명확하게 파

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발판으로 감독교사뿐만 아니라 코치, 학

부모, 학생선수들 모두 기존의 학교운동부 운영 방식에 변화가 필요함을

공감하게 되었다. 변화에 대한 동기가 형성된 후, 운동부 관계 인원들은

새로운 시도의 방향성 및 실천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감독

교사, 코치, 학부모, 학생선수들은 서로의 교육적 가치관을 공유하였고,

그것을 새로운 프로그램에 녹여내었을 때, 기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는지, 학생선수들의 교육적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등을 고찰하였다.

이와 함께 운동부 관계자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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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지는 않는지,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적용 가능

한지 등을 여러 측면에서 탐색하였다.

1) 새로운 시도에 대한 동기 형성: 문제점 인식과 소통

학생선수에 대한 기존의 접근들은 운동부 현장 밖에서 만들어진 정책

과 대책 방안들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데 집중했었다. 또한 교육부, 교

육청 등과 같은 상급기관에서 어떠한 조치들을 하달하면 단위 학교에서

는 요구된 바를 그대로 수용하고 준수하려는 모습을 띄고 있었다. 학교

운동부에서의 외부적, 하향식 접근은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과 대처에는

효율적이었으나 구성원들의 필요를 반영하고 학교운동부의 지향점,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의 구성

준비과정에서는 학교운동부 실제 구성원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아쉬

운 점 파악을 우선으로 하였다.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은 축구부에서 무슨 일 하세요?

(이진승 학생선수와의 대화, 2018년 5월 4일)

6학년 축구부 학생과 학급 내 다른 친구의 다툼이 있었다. 코치는 해당 학생에게 학급 

내 다툼에 대한 벌로 훈련시간 내내 운동장을 돌게끔 시켰다. 그리고 나머지 축구부원들

에게 학급 내에서 사고치지 않을 것을 경고하였다. 곧 이어 바로 훈련을 진행해 나갔는데,  

전체적으로 강압적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다. 나는 운동부를 담당하고 있지만, 학생선수의 

지도와 관련해서는 어디에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학생선수 지도 장면 속에서 나는 축구부

의 ‘교사’가 아니라 단지, 축구부의 ‘행정·관리 직원’ 같다는 느낌이 든다.

(감독교사 일지, 2018년 7월 4일)

2학기 학부모 상담주간 전, 우리 반 학생들과 차례대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그 중 1학기 

때 축구부에 들어간 경상이는 ‘나중에 커서 축구 선수가 될 것이니, 학교에서는 축구만 했

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에, 교실에서의 생활 및 학업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는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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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다며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경상이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이번 상담만으로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독교사 일지, 2018년 9월 10일)

축구부원들은 축구부 활동에 오랜 시간을 쏟고 있다. 축구부 활동에서의 좋은 경험들이 학

생선수들의 일상생활에 긍정적 성장의 모습들로 연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감독교사 일지, 2018년 10월 2일)

본 연구자는 감독교사로서 기존의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에 대해 회의

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선수와 지도자, 코칭에 대한 다양한 도서를 읽

고, 운동부와 관련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면서 감독교사로서

의 학교운동부 운영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하였다. 지속적인 고찰

과정을 통해 학생선수의 올바른 성장방향에 대한 나만의 교육관이 싹트

게 되었다. 특히, ‘축구부 활동을 통해 긍정적 성장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학생선수의 일상생활로도 확장된다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점점 확고

해졌다. 또 스포츠 교육 맥락에서 학생선수들은 어떠한 교육과 코칭을

받아야하고, 교육자들은 학생선수들에게 어떠한 교육적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았다. 하지만, 기존 운영 방식의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는 나의 교육관을 펼칠 수 없기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학교운

동부의 중심축에 있는 코치, 학부모, 학생선수는 지금까지의 운영 내용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해결 방향을 고

민해보고 싶었다.

요즘은 학교운동부에서 지도하는 게 클럽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온갖 규

제를 다 하거든요. 우리 지도자들도 주기적으로 교육청에 불려 들어가서 연수 들어야 하고

요. 아이들도 의무적으로 선수인권 보호 관련 영상을 시청하거나 어떠한 교육을 받는 것 같

은데, 그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그게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시간 낭비만 하는 것은 아닌지... 

(김호성 코치와의 대화, 2018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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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지도와 관련해 학부모님께서 저와 이야기 나누지 않은 부분을 학생들에게 말씀하거나 

주입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아이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혼란을 느끼게 되어 

지도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축구가 팀을 이루어서 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런데 학부

모님들 중에서 종종 본인의 아이만 챙기는 장면이 보일 때 아쉬워요.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내 아이와 함께 뛰고 있는 동료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팀 전체적으로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이제응 코치와의 대화, 2018년 8월 10일)

코치의 경우 학생선수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교육 프로그램 및 조치

내용들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최근 학생선수가 운동부 생활에서 겪게 되

는 불합리한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

라 상급 행정기관에서는 단위 학교에 단편적인 조치 사항들을 제공하고

실시를 요구하였다. 운동부 지도자로서 학교운동부의 부정적인 면들을

개선, 완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도입과 환경 조성에는 공감을 하였

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

다. 즉, 단위 학교 및 해당 학생선수의 여건, 특성 등의 고려 없이 교육

적 조치들이 시행되었으며, 보여주기 식의 실시만을 강조하였기에 실효

성을 거두기 힘들다고 바라보고 있었다.

또한, 수요자 위치의 학부모들이 운동부 지도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서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결국 학생선수들의 성장에 부정

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경우 학생선수들은

부모님과 지도자의 서로 다른 교육 관점, 방식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

하였고 지도과정에 의구심을 품었으며, 배움에 전념할 수 없었다

(Kidman & Hanrahan, 2011). 그리고 코치는 학부모들 간 학생선수 성

장 관련 내용을 서로 공유하거나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되면, 선수 개개인

뿐만 아니라 팀 전체적으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코치는 학부모들의 적극적 협력이 학생선수들

의 긍정적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라 이야기하며, 기존에는 그러하지 못했

음을 아쉬워하였다.

지금 당장은 우건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부에 등록하고 운동을 시키고 있지만, 향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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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가 걱정이에요. 운동부 생활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프로선수로 가지 못할 수도 있잖

아요. 선수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향의 길도 함께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리고 애들 관련하여 코치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은데, 운동부 지도자와 소통할 기회가 

거의 없어 아쉬워요. 

(박우건 아버님과의 대화, 2018년 9월 20일)

학부모는 단지 자녀가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선수를 장래희망으로 꿈

꾸고 있기 때문에 학생선수로 축구부 활동하는 것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도에 그만두게 될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고, 축구선수로의

통로 또한 매우 좁기에 자녀의 진로 부문을 염려스러워 하였다. 또한, 운

동부의 폐쇄적인 구조를 극복하고, 학생선수 성장과 관련하여 지도자와

활발한 소통을 희망하였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기존 체계 속에서 소통의

벽에 가로막혀, 혼자서 끙끙대고 있는 점을 아쉬워하였다.

축구부 학생들과 오늘 면담을 하였다. 학생들의 마음 속 이야기에서 도출된 문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축구부원 학생들은 코치가 무서워 어떠한 게 궁금해도 질문

하기 어렵다고 한다. 둘째, 같은 학년끼리는 친하지만, 선·후배들과는 서먹한 사이로 지내게 

된다고 이야기 하였다. 셋째, 고학년 학생들이 저학년 학생에게 비도덕적인 행동을 가르쳐

주거나 보여줄 때가 있다고 한다. 

(감독교사 일지, 2018년 6월 12일)

학생선수들은 운동부 내 관계 맺음과 관련하여 고충을 많이 토로하였

다. 엄격한 분위기, 지나친 수직적 위계구조로 인해 지도자와 이야기 나

누는 것을 힘들어하였다. 또한, 여러 학년이 모여 함께 훈련을 받고 휴게

실에서 생활을 해나가고 있지만 타 학년 축구부원 간에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고 서로 대할 때 불편해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축구부의 전체

적인 분위기로 소수 인원들이 각각 여러 집단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눈

에 띄었으며, 원래부터 친했던 동료들끼리만 뭉치려는 게 점점 심해졌다.

특히, 고학년 축구부 학생들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이게 될 때 다른 무

리의 축구부원들은 이를 제재하기 보다는 웃고 넘기며 저학년 학생들에

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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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교사 직책의 본 연구자는 운동부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운

동부와 관련한 여러 상황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나만의 문제의식

을 명확히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코치, 학부모, 학생선수가 인식하고 있

는 기존 운동부의 아쉬운 점, 부족한 점에 대해 수차례 이야기 나눔으로

써 한계점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 각 관계자들이 제기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구부에서 이

루어지는 교육과 코칭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둘째, 축구부 지도자-학생

선수의 관계, 지도자-학부모의 관계 그리고 학생선수들 간에 협력적, 긍

정적 소통이 요구된다.

2) 새로운 시도의 방향성 및 실천가능성 탐색

변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동기는 새로운 방향으로 무엇인가를 추진하

는 데 핵심요소로 작용한다(Fullan, 2016). 하지만, 그 동기가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 교육적 가치관을 공유함으로써 변화를

향한 방향성을 명확히 해야 하고, 실제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과

정도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래서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 학생선수

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개최하였다. 논의의 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문

제인식 및 소통의 단계에서 도출해낸 문제 개선방안들을 주요 소재로 다

루었다. 이와 함께 각 관계자들이 새로운 시도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

고 있는지, 프로그램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내고 싶은지 그리고 프로그램

을 어떻게 구성하고 싶어 하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여 훈련시간을 과다하게 빼앗게 되면 곤란합니다.

·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더욱 열정적으로 축구부 훈련에 참여하고 축구부

 생활에서도 매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선생님이 하고 싶어 하는 교육에 대해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게 된다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저도 도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코치 의견), 2018년 10월 25일)



- 92 -

코치는 우선,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해 훈련시간에 지장이 생

기게 될까 걱정하였다. 이에, 새로운 교육을 추가적으로 운영하게 되더라

도 기존의 훈련시간 보장을 약속하였다. 또한 코치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학생선수들의 전반적인 훈련 태도 및 삶의 모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를 바랐다. 즉, 학생선수들이 축구부 훈련과 시합은 물론 이들의 생활 영

역에서도 발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은 코치와 협의를 통해 계획, 운

영하기로 하였다. 감독교사 및 코치가 공통된 방향의 교육적 가치관으로

나아갈 때,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부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코치가 새로운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프로그램을 조직하

는 데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 코치님께서 진행하시는 축구 기술, 전술 훈련에 무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 교육에서 축구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축구 외적인 내용도 함께 다루어 졌으면 합니다.

 학생들의 인성 부분을 함양하는 것과 함께 학업에 대한 바람직한 인식, 진로에 대한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코치님께서 학부모,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학부모

 들과 함께하는 회의가 열리지만 코치님의 일방적인 통보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코치님을 무서워해서 말을 잘 못 걸게 된다고 합니다.  

(주요 논의 내용(학부모 의견), 2018년 10월 25일)

학교운동부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은 업무의 추진, 진행 과정에 큰 영

향력을 차지한다. 또한, 본 연구자가 감독교사로 있는 학교운동부 예산의

대부분은 학부모 수익자 부담금에서 충당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운동부

운영 및 외재적 여건 조성에 학부모들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

문에 새로운 프로그램 계획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구하고 설명,

설득하는 절차는 필수적이었다. 논의의 장에서 학부모들과 이야기한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자는 학부모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학생선수들의 축구부

훈련에 방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학생선수들에게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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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 향상’의 가치는 그들이 꿈을 향해 달려 나가는 밑거름이자, 축

구부 생활을 시작한 그리고 지속할 수 있었던 동기이다. 감독교사인 본

연구자 또한 학부모와 학생선수들의 이 같은 생각에 공감하였기에, 새로

운 프로그램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불식시키

는 데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은 학생선수들의 인성,

학업, 진로 등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학부모들은 학생선수들의 진로를 축구선수로 한정시키

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열어 두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좋은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희망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운동부 내 소통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였다. 학부모들은 운

동부에서의 소통 방식이 일방향의 통보에서 양방향의 의견교환 형태로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들이 코치와 상호 연결된

분위기 속에서 축구부 생활을 해나가기를 기대하였다.

· 축구를 잘 하고, 잘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즐겁게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우리 00초 축구팀만의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축구 외 다른 부분으로도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받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학생선수 의견), 2018년 10월 25일)

학생선수들은 축구에 대한 열의가 매우 높았다. 본인의 축구 기량을

높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강하게 드러냈고, 또한 축구를 더욱 넓고 깊이

있게 향유하고 싶어 했다. 즉, 학생선수들에게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행

위로서의 축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습과 형태의 축구가 가능함을 살펴

볼 수 있었다(최의창, 2006). 또한, 축구가 단체 스포츠임에 따라 축구부

원들이 팀 단위의 특성에 주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에 개개인 중심의 활동뿐만 아니라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는 다

양한 활동들이 녹아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선수들은

각 학급에서 뛰어난 신체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도

우수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고 있었다. 이에, 새로운 프로그램은 축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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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험한 것들이 체육시간뿐만 아니라 타 교과 수업시간, 쉬는 시간

등에서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으로 발현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코치, 학부모, 학생선수들과 다양한 맥락 속에서 지속적

으로 래포를 쌓아왔다. 훈련·시합장에서 축구부와 관련한 이야기부터 일

상의 개인사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주고받아 왔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은 더욱 깊어졌다. 또한, 서면이나 SNS 등을 활용

하여 관계자들과 꾸준히 소통했고 감독교사로서 운동부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해온 것도 신뢰감을 심어 주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

한 노력이 뒷받침 되었기에 본 연구자는 학교운동부 현장에 깊숙이 들어

갈 수 있었고 운동부 관계자들과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 개선방

향, 제안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각 관계자들은 축구부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경험이 학생선수들의 일

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운동부 현장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학생선수

들의 라이프스킬 개발 관련 목소리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고 본 연구자 또한 라이프스킬 개발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공감하였기

에 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하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운동부 생활은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라이프

스킬 ‘중심적’ 학교운동부가 아닌 라이프스킬 ‘친화적’ 학교운동부 프로그

램으로 구성 계획하게 되었다.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 축구훈련 과정에서 코치님께서 라이프스킬 개발과 관련한 코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축구부에서의 배움과 일상생활 사이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라이프스킬 개발 환경을 조성

 해주고 싶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감독교사), 2018년 10월 25일)

우선, 본 연구자는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학생선수

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라이프스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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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서는 라이프스킬에 대한 가치 인식, 전이를 위한 연습과 반성 등

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Bean et al., 2018; Gould & Carson, 2008;

Turnnidge, Côté & Hancock, 2014). 즉,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에 대

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 그것을 실제에서 실천하게

끔 이끌어주는 활동 등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학생

선수들이 축구부의 훈련 및 생활에서 배우거나 느꼈던 것을 일상생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라이프스킬 개발 특별 교육 시행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들의 훈련에도 개선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학생

선수들과 많은 시간을 마주하는 코치가 라이프스킬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는 이 프로그램의 실행과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본 연

구자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이 프로그램이

학생선수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점을 계속하여 설득하였다. 하지만, 코

치가 학생선수 시절 받았던 코칭과 운동부 지도자로서 지금까지 행했던

코칭은 라이프스킬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의 코칭

에 라이프스킬을 담아낼 수 있을지 우려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라이

프스킬 코칭은 축구 기술, 전술 훈련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

는 점을 이야기 하였으며, 코칭에 라이프스킬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들은 본 연구자와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의견을 나누었다.

마지막으로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촉구하였

다. 축구부 휴게실에서 학생선수들은 코치, 학부모, 동료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다. 이들은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을 연습하고 반성하는

데 도움주고, 궁극적으로 학생선수들의 전인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원들이다. 그리고 휴게실은 스포츠와 일상생활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을 실천하는 데 친

숙한 환경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들은 운동부 휴게실이 라이프스킬 친

화적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할 당위성을 이야기 해준다(Holt, Deal &

Smyth, 2016; Martinek & Lee, 2012; Theokas et al., 2008). 이처럼 감

독교사, 코치, 학부모들은 교육, 훈련, 휴게실 환경을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교육적 장치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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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적과 목표

프로그램의 목적은 교육의 계획과 실천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을

일컫는다(손충기, 2012; 이성호, 2004). 앞 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학교 운동부 맥락 속에서 각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변화 필요 부분, 개선의 방향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학교운동

부 구성원이거나 깊이 관여된 인원 모두를 대상으로 확인함으로써 프로

그램의 출발점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거나 실제 현장의 맥락과 동떨어

져 있지 않게끔 하였다(Kaufman, 1972).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

은 프로그램 목적을 수립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 학생선수들

이 학교운동부 생활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함양함으로써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의 목표는 가치 규범적 성격의 목적을 구체적, 실제적 수준

으로 나타낸 것이다(이성호, 2004). 즉, 목표는 축구부 학생선수 대상으로

한 실제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 학생선수들에게 어떠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하고 어떠한 학습경험을 강조해야 하는지 등을 제

시하는 항목이다. 이러한 특성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소경희

(2017)는 학습자, 교과, 사회 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초등학생으로서의 균형적 성장, 스포츠에 대한 폭 넓

은 시각 형성, 사회적 분위기에 따른 바람직한 스포츠 환경 조성 세 가

지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의 목표를 정립하였다.

우선, 본 프로그램은 학생선수들이 초등학생으로서 균형적 성장을 이

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초등학교 운동부 프로그램은 초등교육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초등 학생선수들이 ‘건강하고 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 ‘신체활동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사

람’으로 성장하게끔 해야 한다(교육부, 2015). 이는 학교운동부 활동에서

의 교육적 효과가 스포츠 장면을 넘어 삶의 총체적인 면으로 전이되어

나타남으로써 즉, 라이프스킬 개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학교

운동부 프로그램에는 각 관계자들이 지니고 있는 다방면의 교육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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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담아내야 한다(이성호, 2004; Darst, Pangrazi, Brusseau & Erwin,

2015). 여러 인원들의 협력적 소통을 통해 구성된 프로그램은 학생선수

들의 발달이 어느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게 하고,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

루어지게 해준다. 초등학교 운동부 프로그램은 학생선수들의 조화로운

성장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 바람직한 인성 발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

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적 맥락 속에서의 학교운동부 인식, 프로

그램 관련 깊은 논의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본 프로그램은 학생선수들이 스포츠에 대해 폭 넓은 시각

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운동부를 매개로 학생선수들은 스포츠

에 많은 시간을 쏟으며, 스포츠를 삶의 중심에 두고 생활해 나가게 된다.

일차적으로 학생선수들은 전문 스포츠 인으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신

체적 기량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운동 수행 능력

향상이라는 단일 목표만을 추구하게 되면, 스포츠는 기능훈련 측면으로

제한된다. 스포츠는 단지 학생선수들을 ‘바쁘고 힘들게’ 훈련시키고, 그저

학생선수들이 ‘행복함, 좋음’만을 느끼도록 해주는 도구가 아니다(Placek,

1983). 즉,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 생활을 함으로써 운동 수행능력 향

상과 함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 등에서도 다양한 가치덕목들을

배우고 쌓아 나가야 한다. 스포츠는 학생선수들이 다방면에서 성장하도

록 이끌어주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교

육적 효과가 스포츠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선수들의 실제 생활 맥락

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Danish et al., 2004). 학생선

수가 예비 전문 스포츠 인으로서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게 될

때, 학생들은 전인적 성장에 보다 가까워지게 될 것이며, 이는 스포츠 문

화가 한 층 더 발전적으로 조성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운동

부 활동 환경 마련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접근 방식은 학생선수들이 처

해있는 열악한 환경에 주목을 하였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인권, 학습권

관련한 정책들을 추진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

체육관광부, 2013). 이러한 정책들은 학교운동부의 부정적인 여건에 대해



- 98 -

맞춤형으로 대처 방안을 제시해 주었지만,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의 교육

적 가능성을 문제 처방·예방과 같이 소극적 모습으로 한정지었다는 데

한계가 있다(김진호, 2006; 이옥선, 2015). 이에 시대적 상황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주목하며 역량을 강조하듯이,

학생선수들에게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실제적 기술인 라이

프스킬이 강조되어야 한다(이옥선, 2016). 따라서 ‘경기 전문인 양성소’라

는 고정 틀에서 벗어나 ‘전인적 성장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사회

적 요구에 맞추어, 학교운동부에 ‘라이프스킬 개발’의 접근이 필요하다.

다. 구성 원리 및 주안점

초등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은

문헌 분석과 면담자료 검토, 현장 환경 반영을 통해 최종 구성되었다. 우

선,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들과 관련한 선행연구, 정책 그리고 각종 방

안들을 분석하였다. 즉, 학생선수들의 바람직한 성장 방향은 무엇인지,

기존의 접근 방법들은 어떠한 점에서 부족한지, 학교운동부 차원에서 라

이프스킬 개발이 타당한지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학생선수들과 실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교육관을 파악하였다. 학교운동

부 관계자들이 라이프스킬 개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였고,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에 라이프스킬 개발을 담아낼 수 있는 방안 등을 고

민하였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운동부 환경을 초등의 맥락, 학교의 맥

락, 운동부의 맥락에서 다차원적으로 고찰하였다. 초등학교 운동부 환경

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라이프스킬 개발이 다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분명히 하였고, 라이프스킬 개발의 접근방식을 여러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구상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프로그램은 <그림 19>와 같이

포괄성, 통합성, 계열성의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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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W.I.S.H.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및 주안점

1) 포괄성: 프로그램의 영역 및 범위

포괄성은 프로그램의 영역 및 범위가 학생선수들의 실제 삶 맥락, 스

포츠 종목에서 나타나는 특성, 사회적 분위기를 포괄하여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스포츠 프로그램 계획 시, 학습자 개인 요소와 함께 주변

요소를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바와 같은 맥락이다

(Bailey & Morley, 2006; Petitpas et al., 2005). 포괄성 특성을 바탕으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Work well(목표수행 잘 하기), Interact well(상호작

용 잘 하기), Solve well(문제처리 잘 하기), Hope well(미래준비 잘 하

기) 네 가지 주제 영역의 라이프스킬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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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Work well 영역은 학생선수 본인에게 주어진 일, 본인이 책임

으로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을 지향한다. 학생선수들은 최상의

운동수행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 생활에서 스포츠의 내

재적 특성인 탁월성과 항상 마주하게 된다. 또, 학습권 보장 측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련하여 학업부문에서도 어떻게 해야 더 잘 할 수 있을

지 고민을 많이 하기에 Work well 라이프스킬 영역을 고안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Interact well 영역은 학생선수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어나가야 함을 이야기한다. 학생선수들은

동기생뿐만 아니라 선·후배들과 학교운동부 생활을 함께해 나가고 있으

며, 훈련장에서는 코치와 휴게실에서는 학부모들과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된다. 특히, 축구 종목은 단체 스포츠이기에 팀 동료들과 함께 호흡을 맞

추며 훈련을 하고 경기를 치루며, 긍정적 관계 형성의 능력이 더욱 강조

된다. 사회적으로도 학생선수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지도자와 선·후배 간

의 소통과 관계에 주목하고 있기에 Interact well 라이프스킬 영역을 구

상하게 되었다.

또한, Solve well 영역은 학생선수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 힘든 과정

을 원활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들을 일컫는다. 학생선수들은 훈련과 시합

의 과정에서 본인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스포츠의 경쟁적 성격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은 패배를 경험

할 수도 심지어 부상을 입게 될 수도 있다. 이에 학생선수들이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이겨내고 발전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Solve well 라이프스킬 영역을 계획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Hope well

영역은 학생선수들이 다양한 꿈을 꾸고,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을 좀

더 명확히 해나가는 것을 지칭한다. 학생선수들이 꿈꾸는 프로선수가 되

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과정과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운동선수로서 활약할 수 있는 기간은 짧기 때문에 생애주기를 고려한 진

로 설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중도탈락 학생선수들도 학

교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적 접근들이 마련

되어야 한다. 즉, 학생선수들이 운동선수로의 진로에 국한되지 않고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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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꿈을 다양한 방향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Hope well 라이프스킬 영역

을 착안하게 되었다.

2) 통합성: 프로그램의 실천

통합성은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육적 요소 및 활동들의 연계와 통합을

바탕으로 실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학습은 교육적 경험들이 상호 유기

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통합될 때 더욱 효과적이고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소경희. 2017; 손충기, 2012). 즉, 학교운동부 활동은 라이프스킬

개발의 가치를 기저에 두고 연계성 있게 조직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

생선수들은 통합 조정된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하게 되고, 결국 라이프

스킬 개발을 성취하게 된다.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통합성을 고려

하여 개발되었다.

첫째, 라이프스킬은 스포츠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선수

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은 이를 위한 특정한 교육적 활동, 환경의 조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Gould, 2016; Martinek & Hellison, 1997;

Martinek & Lee, 2012). 이에, Holt & Sehn(2008)은 스포츠 활동 및 환

경이 라이프스킬 개발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스

포츠는 교육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스포츠를 통한 교육적

효과와 라이프스킬은 공통적으로 일상생활로의 전이 가능성을 지니고 있

기 때문이다(Camiré & Kendellen, 2016; Danish & Nellen, 1997). 이에,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학교운동부 활동 및 생활들을 라이프스킬과 결부지

어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였다. 그리고 라이프스킬과 스포츠의 통합 수

준에 대해서도 고민하였다(Theokas et al., 2008). 만약 라이프스킬이 스

포츠 맥락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라이프스킬은 쉽게 잊혀 지거나 외

면 받을 수 있다. 반면, 라이프스킬이 스포츠 교육의 장면 속에 지나치게

동화될 경우 학생선수들은 스포츠 장면 밖에서 라이프스킬을 어떻게 적

용해 나가야할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라이프스킬 개발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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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도록 통합의 수준, 정도를

지속 조정해나갔다.

둘째,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적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교육 장면의 통합이 있다. 학생선수들의 라이프

스킬 개발은 교육, 훈련, 휴게실 생활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구조화 되었

다. 그리고 교육, 훈련, 휴게실 생활 내 각각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함으

로써 라이프스킬 개발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교육에서는 라이

프스킬을 주제로 한 활동지, 역할극과 토의·토론 등을, 훈련에서는 스포

츠 현장에서의 적용, 라이프스킬 미팅 등을 그리고 휴게실 생활에서는

게시판 활용 및 라이프스킬 상담 등을 구상하였다. 또한, 교육 주관의 통

합이 있다.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은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들의

협력적 연계가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이다(Camiré & Kendellen, 2016;

Kidman & Hanrahan, 2011). 특히, 라이프스킬 지도 내용 및 방법 등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은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고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이처럼 라이프스킬 함

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에서는 교육 주관을 통합함으로써, 학생

선수들이 행동적, 인지적, 정의적 측면 등에서 라이프스킬을 총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

3) 계열성: 프로그램의 단계

계열성은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 프로그램이 단계에 따라 구

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구성에서 계열에 대한 고려는 학습자

의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소경희, 2017). 본

프로그램 또한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 개발의 넓이와 깊이를 순차적으

로 더해갈 수 있도록 조직되었다. 특히, 라이프스킬 개발 및 학생선수의

특성을 프로그램 구조화에 반영함으로써 본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의 계열성을 더욱 체계화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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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 접근 방식과 과정을 계열화하였

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들이 교육·훈련 및 휴게실 환경 속에서 라이프스

킬 관련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과 라이프스킬 개발의 특징 및 논리

적 구조 등을 고려하였다. 특히, 교육과 훈련 맥락에서는 명시적인 라이

프스킬 개발 접근이 두드러지는 점, 휴게실 환경 맥락에서는 묵시적인

라이프스킬 개발 접근이 강조되는 점을 주목하였다(Bean et al., 2018;

Turnnidge, Côté & Hancock, 2014). 이에 교육, 훈련에서는 라이프스킬

에 대한 안내를 시작으로 가치인식, 연습, 전이, 반성의 과정 등이 체계

화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 개발의 수동적

위치에서 능동적 위치로 성장하게끔 하였다. 그리고 휴게실 환경은 스포

츠 친화적 환경의 도입, 라이프스킬에 대한 빈번한 노출, 라이프스킬에

대한 장려, 라이프스킬 연습과 실천 등으로 단계 구분 할 수 있었다. 운

동부 휴게실이 단지 휴식의 공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스킬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공간, 명시적 접근으로 학습한 라이프스킬을 연습,

실천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

램은 명시적 접근과 묵시적 접근이 라이프스킬 개발 측면에서 자연스럽

게 연결되었으며, 각 접근 방식에서의 과정들도 단계적으로 계열성 있게

구조화되었다.

다음으로,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 상황 맥락을 계열화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선수들의 삶의 모습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 등을 고려

하였다. 특히,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습득 매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프로그램이 어떠한 단계들로 구조화 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할 수

있었다(강지웅, 박용남, 2017; 김동식, 2012). 첫째, 학생선수들의 생활주

변과 관련한 내용을 시작으로 점점 거리가 먼 영역의 내용을 구성하였

다. 그래서 축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을 먼저 다루었고, 점차적

으로 일상생활 맥락의 내용들을 계획하였다. 또한, Work well, Interact

well, Solve well, Hope well 영역의 순서 또한 학생선수들의 실제 생활

과 밀접하고 가까운 것부터 우선으로 하여 구조화하였다. 둘째, 단기간

향상 가능하거나 발휘할 수 있는 내용을 시작으로 점점 장기간 실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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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부분을 구성하였다. 이에, 짧은 시간으로 교육적 효과를 맞이할

수 있는 단순하고 행동적 차원의 내용을 우선으로 다루었고 점차 오랜

기간 동안 종합적 사고 및 역량을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고

안하였다. 이처럼 라이프스킬 개발 상황맥락을 단계화함으로써 학생선수

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라이프스킬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라. 운영 준비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구성, 개발된 본 프로그램은 다음의 운영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첫째,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 등 학생선수에게 직

접적으로 교육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원 대상으로 라이프스킬 개발 간

담회를 진행하였다. 둘째, 본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맥락 등을 확인함으로

써, 실천의 장을 마련하였다. 셋째, 학교 행정절차에 따라, 학교 관리자들

에게 본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내용을 검토 받았고 이와 함께 학교

내 각종 위원회의 심의와 승인 완료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1) 라이프스킬 개발 간담회

라이프스킬 개발 간담회는 감독교사 주도로 프로그램 운영 전에 개최

되었다. 프로그램 구성 준비과정에서 감독교사인 본 연구자는 코치, 학부

모, 학생선수들에게 라이프스킬 개발의 가치와 함께 당위성을 강조하였

다. 이것의 연장선으로 간담회에서는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의 라이프스킬

에 대한 이해 확장과 소통 증진에 주력하였다<그림 20 참조>. 학생선수

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은 교육, 훈련, 휴게실 생활 어느 한 영역으로 한정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학생선수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라이프스킬 발현의 모습을 다양한 사례로 제시해줌으로써, 관계

자들이 라이프스킬 개발을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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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라이프스킬 개발 간담회 자료

이상의 과정을 통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은 라이프스킬 개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다. 이들은 각자 나름대로 라이프스킬 개발 관련

관점을 정립하였으며 서로의 교육관에 대해 소통하였다. 특히, 감독교사

인 본 연구자와 코치 및 학부모들은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

한 구체적인 교육적 접근법을 함께 고민해 나갔다. 간담회를 통해 관계

자들은 라이프스킬 개발 자체에 대해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교수 과정 및 가르치는 장면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간담회에서 이루어졌던 라이프스킬 개발 관련 논의들은 1회성으

로 그치지 않았고, 이후의 학교운동부 내 다양한 모임과 장에서도 확장

연결되어 수시로 이루어졌다<그림 21 참조>.

연구자(감독교사) : 라이프스킬 개발을 여러분만의 언어로 정의 내린다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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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응 코치 : 라이프스킬은 ‘지속적인 연결’인 것 같아요. 스포츠 장면에서 배웠던 것들이

           일상생활로 나와야 하잖아요. 수평적으로는 하나의 상황과 또 다른 상황으

           로의 연결인 것 같고요. 수직적으로는 과거와 현재, 미래로의 연결인 것 같

           아요. 라이프스킬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생활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니 학생

           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윤태 학부모: 라이프스킬 개발에서 저희는 ‘안경’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라이프스킬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주고, 이해

            하기 쉽게 안내해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간담회 주요 내용, 2019년 1월 12일)

그림 21. 라이프스킬 개발 교육과 훈련 내용의 협력적 구상

2) 실천의 장 마련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확장 운영된다. 이에 실제 운영을 위해서<그림 22 참조> 세부

적인 조율이 필요하였다. 특히, 감독교사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스킬 개발

교육 체계가 신설되기에 이와 관련하여 관계자들 간의 구체적 논의가 이

루어졌다. 별도의 교육 편성이 학생선수들의 운동 및 생활 리듬을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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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라이프스킬 개발에 실효적으로 도움 되어야 한

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빈도 및 시간 할애 정도 등을 조율하였

다. 학기 중 축구부 훈련은 통상 오후 3시부터 시작인데, 월, 화, 목, 금

요일의 경우 6교시까지의 수업으로 14:30에 마치지만, 수요일의 경우 5

교시까지 수업을 하고 13:40에 종례하였다. 일찍 끝나는 수요일에 학생

들은 훈련시작 전까지 휴게실에 모여 잡담을 하거나 카드놀이, 보드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자투리 시간 활용과 함께 학생들에게 요

구되는 적정 교육 시간을 조율하였고 최종적으로 학기 중 주 1회, 매주

수요일 13:50 ~ 15:20에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하계 방학 기간

에는 학생선수들의 훈련이 오전부터 진행된다는 점, 학기 중 보다 가용

시간이 자유롭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 2회, 매주 화, 수요일 13:00 ~

13:40에 교육을 운영하였다. 교육 장소의 경우, 본 연구자의 담당학급 교

실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교육 내용에 따라 책상 배열을 조정하여 공

간을 활용하였다.

코치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스킬 함양의 훈련에서는 ‘라이프스킬 미팅’

이라는 부가적 교육 장치를 계획하였다. 라이프스킬 미팅에서 학생선수

들은 중점적으로 실천할 라이프스킬에 대해 다짐과 반성을 하였다. 이와

함께 코치가 의도한 라이프스킬 또는 본인 나름대로 해석한 라이프스킬

을 훈련 장면 속에서 학생선수 스스로 찾아내게끔 하였다. 학교운동부

관계자들 모두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해 정기적인 미팅의 필

요성,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이에, 라이프스킬 미팅은 매주 월요일 14:40

~ 15:00, 금요일 17:10 ~ 17:30 약 20분간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미

팅 장소는 코치 및 학생선수들의 접근성을 위해 운동부 휴게실로 정했

다. 또한, 운동부 휴게실의 전반적인 환경 및 분위기를 라이프스킬 친화

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계자들은 협의를 지속해 나갔다. 휴게실이 학생

선수들의 휴식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교육적인 공간으로 기능을

하도록 라이프스킬 칭찬 우체통, 라이프스킬 온도계 등의 활용 방안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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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프로그램 실천의 장 마련

3) 행정적 검토 및 승인

개발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 적용,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적 검토 및 승인의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본 연구자는

감독교사로서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의 구성, 운영 등 총

괄적인 내용을 행정보고 양식에 맞게 정리하였다. 정리한 자료를 교감,

교장 선생님께 보고 드렸고, 그분들의 수십년 간 경험을 밑바탕으로 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실제 프로그램의 실천은 라이프스킬 개

발과 학교운동부 특성을 적절히 조화함으로써 현장과 괴리되지 않으면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형태로 운영하기를 당부하셨다.

학교관리자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진 후, 본 연구자는 라이프스킬 함

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체육소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심

의 안건으로 제안하였다<그림 23 참조>. 학교체육소위원회에서는 체육

업무 담당의 교사 위원들과 체육 분야에 관심 많은 학부모 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았다. 이들은 학교체육업무의 시각과 맥락에서 라이프스킬 함

양의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이 적절한 것인지, 본 프로그램에 도움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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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것의 연장선으로 학교운영위원

회에서는 부장 교사, 특수 업무 교사 위원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전

문직으로 종사하는 학부모 위원들로부터 심의를 받았다. 이들은 학교 운

영의 총괄적 차원에서 검토하였고 본 프로그램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 재정적 지원도 함께 심의하였다. 그리고 본 프로그램을 학교 추진

업무에 정식 등록하여 운영해 나가게끔 하였다.

그림 23. 프로그램 행정적 검토 및 승인

마. 운영 내용 및 방법

운영 내용 및 방법은 프로그램 구성 원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준거를 강조하였다. 첫째, 네 가지 주제 범주에 포함되는 활동들을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 및 방법은 학생선수들의 실제 생활 모

습, 스포츠의 본성,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이에 Work

well, Interact well, Solve well, Hope well 라이프스킬 함양을 최우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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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둘째, 유의미한 라이프스킬 개발로 연결될 수 있는 활동들을

실천하였다. 특히, 스포츠 맥락을 기반으로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의

인지, 사회, 성찰적 측면까지 함께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 및 방

법들을 다루었다(Danish et al., 2004). 셋째, 학생선수들의 이해 발달 수

준에 맞게 순차적으로 활동들이 조직화 되었다.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한

명시적 접근의 활동과 묵시적 접근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

였으며, 학생선수들이 단계적으로 라이프스킬 개발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준비과정이 2019년 2월 완료됨에 따라, 실제

프로그램 운영은 새로운 학년, 학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프로그램은 하계

방학을 포함하여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이루어졌으며 교육

과 훈련, 휴게실 생활환경 차원에서 실천되었다. 구성과정과 마찬가지 프

로그램 운영, 실천의 전반적인 사항들은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 학생선

수들 간의 협의를 밑바탕으로 하였다. 이러한 협력적 기반 위에서 교육

은 감독교사, 훈련은 코치가 주관하였고 휴게실 생활환경 조성에는 학부

모를 포함한 관계자 모두가 관심을 쏟았다. 즉,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은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 목적 지향의 체계적 접근 노력을 기울였

다(Gould & Carson, 2008).

1) 라이프스킬 개발 교육

라이프스킬 개발 교육은 감독교사 주관으로 총 40차시 진행되었다.

Work well, Interact well, Solve well, Hope well 4가지 영역을 주제로

각 영역별 10개 차시의 교육을 운영하였다. 매 1차시에서는 라이프스킬

개발의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실제 발현 모습을 구체적

맥락에서 알아보기 위해 축구 훈련 및 시합 관련 상황뿐만 아니라 학생

선수들의 휴게실, 교실, 가정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들을 탐

색해보았다. 그리고 각 주제 영역의 라이프스킬이 필요한 까닭과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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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도 고민하였다. 2 ~ 9차시까지 총 8개의 차시에서는 라이프스

킬의 연습과 전이 실천을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세부 내용은 1차시

에서 탐색한 라이프스킬들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8개의 차시를 2차시 별

분리 조직하여 계열성 있게 운영하였다. 그리고 영상 시청, 토의·토론,

역할극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라이프스킬 개발을 간접 경험, 직접 연습

할 수 있었다. 마지막 10차시에서는 라이프스킬 개발 및 전이에 대한 반

성 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칭찬 및 상장 등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라이

프스킬 개발의 외재적, 내재적 동기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우선 Work well 영역은 ‘목표수행 잘 하기’ 주제의 라이프스킬 함양

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1차시에서는 학생선수들의 삶 속에서 Work

well 라이프스킬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았다. 2, 3차시에서는 학생선수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목표 및 계획표를 수립하였다. 특히 연, 월 단위로 이루고자 하는

바를 목표로 세워 목표열매 나무로 나타냈다. 이와 함께 세부적으로 수

립한 주간 생활계획의 습관화를 요구하였다. 4, 5차시에서 학생선수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축구부 내 맡은 역할과 포

지션에 대한 책임감이 교실과 가정에서 긍정적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도

록 하였다. 6, 7차시에서는 학생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적절한 균형점

에 맞게 생활해 나가는 것을 의도하였다. 축구 훈련 및 시합 상황 그리

고 학생선수 삶 체계 속에서 스스로 생활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성장해

나가기를 지향하였다. 8, 9차시는 학생선수들이 도서를 읽고, 책 안에서

Work well 주제의 라이프스킬을 찾아내게끔 하였다. 다양한 상황 및 맥

락을 소재로 한 도서를 읽음으로써 학생선수들은 긍정적 역량 발휘의 모

습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고, 라이프스킬 개발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전이 및 실천에도 도움 받았다. 마지막으로 10차시는 학생선수들이 지금

까지의 라이프스킬 개발 활동에 대해 반성하도록 이끌어주었다. 이와 함

께 Work well 라이프스킬 우수 실천자 대상으로 상장을 수여했으며, 자

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도록 라이프스킬 통장을 관리하게끔 하였다. 이상

의 Work well 라이프스킬 교육 계획은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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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Work well 라이프스킬 교육 계획서

차시 활동 내용 및 방법

1

◎ ‘Work well’ 라이프스킬과 관련한 실제 사례 알아보기

  · 축구 훈련 및 시합에서의 Work well 라이프스킬

  · 교실생활 및 일상생활(가정, 휴게실 등)에서의 Work well 라이프스킬

◎ ‘Work well’ 라이프스킬의 필요성, 중요성 생각해보기

2, 3

◎ 본인의 강점, 부족한 점, 바라는 점 생각해보기

◎ 축구와 관련한 목표 설정 및 생활계획표 수립

  · 축구 훈련·시합에서 이루고자 하는 연간/월간 목표 설정하기(목표열매 나무 활동)

  · 주간 자율 훈련계획표 작성하기

◎ 교실생활, 일상생활과 관련한 목표 설정 및 생활계획표 수립 

  · 교실생활 및 일상생활의 장면에서 이루고자 하는 연간/월간 목표 설정하기

  · 주간 교실생활 및 일상생활에서의 생활계획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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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 축구부 內 맡은 역할 및 책무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에 대해

   알아보기

  · 주장, 부주장 및 1인 1역 수행에 대해 확인

  · 자신에게 적합한 포지션 고민하고 그에 따른 본인의 역할 확인

◎ 교실 밑 가정에서 맡은 역할 및 책무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에

   대해 알아보기

  · 교실에서의 1인 1역, 수업 중 모둠에서 맡은 역할 확인

  · 가정에서의 1인 1역, 가족관계에 따른 본인의 위치(아들, 형, 동생 등)에서의

   책무 확인

6, 7

◎ 영상 시청 후, 축구부 생활 다짐

  · ‘이영표 선수의 강의’, ‘호날두 선수의 훈련’ 영상 시청

  · 축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되돌아보기

  · 축구 훈련 및 시합에서 본인의 자세, 태도 등을 생각해보기

◎ 영상 시청 후, 학생선수로서의 바람직한 삶 다짐

  · ‘서울대 축구부 김현 선수’ 영상 시청

  · 영상 속의 인물과 본인의 삶을 비교하여 이야기 해보기

  · 학생의 삶과 선수의 삶 균형 맞추는 것의 중요성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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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Interact well 영역은 ‘상호작용 잘 하기’ 주제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11차시에서는 학생선수들의 Interact

well 라이프스킬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왜 필요한지 등

8, 9

◎ 독서를 통해  ‘Work well’ 라이프스킬 확인하기 

  · 스포츠 및 일반적 내용을 주제로 한 도서에서 ‘Work well’ 라이프스킬

   찾아보기, 독서록 작성하기

◎ 축구 및 일상생활에서 수행을 잘 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다양한 요소를

   ‘Work well’ 라이프스킬 측면에서 찾아보기

10

◎ 본인의 ‘Work well’ 라이프스킬 이야기하기, 반성하기

◎ ‘Work well’ 라이프스킬 우수 실천자 칭찬하기

 · 라이프스킬 상장 수여

 · 라이프스킬 통장 관리 및 저축왕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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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알아보았다. 12, 13차시는 학생선수들이 주변사람들의 장점, 강

점에 주목하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칭찬릴레이, 롤

링페이퍼, 편지 작성 등의 활동은 축구부 동료 및 친구들로부터 배울만

한 점을 찾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한 측면을 함께 생각해보게 하였다.

14, 15차시에서는 학생선수들이 긍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방

법에 대해 익히게 하였다. 특히, ‘나 전달법’과 ‘Bugs & Wishes’ 활동을

통해 상대를 존중하며, 본인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하는 것을 연

습할 수 있었다. 16, 17차시에서 학생선수들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이

야기를 하였고,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협력

을 주제로 예전의 실천 장면, 앞으로의 실천 다짐 등을 담아낸 라이프스

킬 신문을 제작했다. 18, 19차시는 학생선수들이 존중과 배려의 행동을

구체적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축구 훈련 및 경기에서의

긍정적 행동이 교실, 운동부 휴게실, 가정에서도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

였다. 마지막으로 20차시에서는 학생선수들이 본인의 Interact well 영역

라이프스킬 개발을 되돌아보게끔 하였고,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가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이상의 Interact well 라이프스킬 교육 계획은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3. Interact well 라이프스킬 교육 계획서

차시 활동 내용 및 방법

11

◎ ‘Interact well’ 라이프스킬과 관련한 실제 사례 알아보기

  · 축구 훈련 및 시합에서의 Interact well 라이프스킬

  · 교실생활 및 일상생활(가정, 휴게실 등)에서의 Interact well 라이프스킬

◎ ‘Interact well’ 라이프스킬의 필요성, 중요성 생각해보기

12, 13

◎ 축구부 선·후배 및 동기들과 칭찬릴레이 하기

  · 축구 기술 측면/ 기술 외 측면에서 강점 찾아보기

◎ 코치님에게 감사의 롤링 페이퍼 작성하기

◎ 담임 선생님, 부모님, 주위 친구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울 점, 장점 찾아보기

  · 감사의 편지 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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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 긍정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방법 토의토론 해보기

  · 축구부 내(코치 – 선수 / 선배 – 후배 / 동기 간)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 선생님, 친구, 부모님, 형제 등과 긍정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기

◎ 상대방을 존중하는 의견 전달방법 연습하기

  · ‘나-전달법’ / ‘Bugs & Wishes’ 활동 체험해보기

16, 17

◎ 협력의 중요성 확인하기

  · 축구 훈련·경기에서 기억에 남는 협력 플레이 장면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

  · 교실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협력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해보기

◎ 협력 및 긍정적 관계 기술과 관련하여 라이프스킬 신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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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 ‘배려’의 스포츠맨십에 대해 생각해보기

  · ‘박지성-이영표의 맞대결’, ‘골키퍼의 자책골(K리그, 전북 vs 성남의 경기)영상

   시청을 통해 축구경기에서 나타난 ’배려‘ 모습 확인하기

  · 축구 훈련 및 시합에서 코치, 동료, 심판, 상대팀을 대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배려’의 모습 생각해보기

◎ 교실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 알아보기

  · 교실 / 휴게실 / 가정에서 긍정적 관계를 맺기 위한 행동 생각해보기

20

◎ 본인의 ‘Interact well’ 라이프스킬 이야기하기, 반성하기

◎ ‘Interact well’ 라이프스킬 우수 실천자 칭찬하기

 · 라이프스킬 상장 수여

 · 라이프스킬 통장 관리 및 저축왕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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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Solve well 영역은 ‘문제처리 잘 하기’ 주제의 라이프스킬 함양

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1차시에서는 학생선수들의 생활에서 Solve

well 라이프스킬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22, 23차시에서는 학생선수들이 축구부 생활과 일상생

활 속에서 겪게 되는 개인적 차원의 힘든 점들을 알아보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극복방안을 고민하였다. 특히, 학생선수들은 본인만의 문제 해결

방식을 공유하였으며 더 나은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4, 25차시

는 학생선수들에게 긍정적 문제해결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위인들의 명

언 또는 셀프 톡 등을 마음속에 새기며 어려움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한 역할극은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에 도움이 되었

다. 26, 27차시에서 학생선수들은 팀 단위, 집단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

는 긍정적 라이프스킬에 대해 탐색하였다. 다른 팀들 간의 경기 참관에

서 발견하고 느낀 바를 학생선수 본인의 일상생활로 연결하게끔 하였다.

28, 29차시에서는 학생선수들이 팀 단위로 실천할 수 있는 어려움 극복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팀 구호와 세레머니 등은 긍정적 팀 분위기에 많

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에 대한 역할극은 실제 다양한 생활맥락으로의

전이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30차시에서는 학생선수들이 Solve well

라이프스킬 개발 관련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도록 이끌었다. 이상

의 Solve well 라이프스킬 교육 계획은 <표 1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4. Solve well 라이프스킬 교육 계획서

차시 활동 내용 및 방법

21

◎ ‘Solve well’ 라이프스킬과 관련한 실제 사례 알아보기

  · 축구 훈련 및 시합에서의 Solve well 라이프스킬

  · 교실생활 및 일상생활(가정, 휴게실 등)에서의 Solve well 라이프스킬

◎ ‘Solve well’ 라이프스킬의 필요성, 중요성 생각해보기

22, 23

◎ 축구부 생활에서의 어려움(힘들었던 점, 아쉬웠던 점), 해결방안 이야기해보기

  · 훈련 및 경기에서 본인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극복방안

   생각해보기

  · 부상을 당하게 되었을 때,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극복방안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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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치님께 꾸중 들었을 때, 동료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을 때 극복방안 

   생각해보기

◎ 교실, 가정 등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해결방안 이야기해보기

  · 교실생활 및 가정생활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생각해보기

  · 본인만의 긍정적 문제 해결방법 공유하기

24, 25

◎ 축구부 생활 및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방법 연습하기

  · 위인들의 명언을 참고하여, 본인만의 글귀 마음속에 새기기 

  · 긍정의 셀프 톡(self-talk) 만들어 연습하기

◎ 역할극 : 축구부 생활 및 일상생활에서의 개인단위 문제 해결

26, 27

◎ 참관한 다른 팀들의 경기 장면에서 라이프스킬 실천 모습 찾아보기

  · 다른 팀들이 보여주는 좋은 모습, 아쉬운 모습 이야기 해보기

  · 이기고 있는 팀, 지고 있는 팀 각각에 필요한 라이프스킬 생각해보기

◎ 일상생활에서 집단이 긍정적 상황 또는 부정적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실천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 연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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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 축구 훈련 및 시합에서 활용할 구호 및 세레머니 구안하기

  · 다른 팀들의 구호 및 세레머니 관련 영상자료 시청하기

  · 긍정적 팀 분위기를 위한 팀 구호 및 응원 구호, 세레머니를 직접 만들어

   연습하기

◎ 역할극 : 축구부 생활 및 일상생활에서의 팀단위 문제 해결 장면

30

◎ 본인의 ‘Solve well’ 라이프스킬 이야기하기, 반성하기

◎ ‘Solve well’ 라이프스킬 우수 실천자 칭찬하기

 · 라이프스킬 상장 수여

 · 라이프스킬 통장 관리 및 저축왕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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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Hope well 영역은 ‘미래준비 잘 하기’ 주제 영역의 라이

프스킬 함양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31차시는 학생선수들의 삶에서

Hope well 라이프스킬이 어떠한 모습으로 발달되어 나타나는지, 개발되

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다루었다. 32, 33차시는 학생선수가 다

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영상 시청을 통해 진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안내해주었으며, 진로검사는 성격 및 흥미에 따라

적합한 장래를 선택하게 해주었다. 34, 35차시에서는 학생선수들의 진로

설정을 명확히 하였다. 축구 분야에서는 졸업한 선배로부터 조언을 들을

수 있었고, 축구 외 기타 분야에서는 부모님, 친척 또는 교내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었다. 36, 37차시에서 학생선수들은

희망 진로 영역 내 롤 모델을 설정하였다. 축구 선수로서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각각 본받고 싶은 인물이 누구인지 확인하였고 그 인물처럼 성

장해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들을 함께 검토하였다. 38, 39차시에서는 학생

선수들이 본인의 꿈을 위해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게끔 하였다. 가상의

미래 자서전, 명함 등을 만들어보며 각 시기별 과정들을 간접경험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40차시는 학생선수들이 Hope well 영역의 라이프스

킬 개발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잘 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총체적

으로 확인하도록 해주었다. 이상의 Hope well 라이프스킬 교육 계획은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5. Hope well 라이프스킬 교육 계획서

차시 활동 내용 및 방법

31

◎ ‘Hope well’ 라이프스킬과 관련한 실제 사례 알아보기

  · 축구 훈련 및 시합에서의 Hope well 라이프스킬

  · 교실생활 및 일상생활(가정, 휴게실 등)에서의 Hope well 라이프스킬

◎ ‘Hope well’ 라이프스킬의 필요성, 중요성 생각해보기

32, 33

◎ 스포츠 진로 영상(‘스포츠로 꿈에 도전하라’) 시청을 통해 진로 탐색하기

◎ 진로검사(Holland 흥미검사, MBTI 성격유형 검사)에 따른 진로 탐색하기

  · 본인의 성격, 흥미 등을 축구인으로서의 진로와 연계하여 고민해보기

  · 본인의 성격, 흥미 등을 축구 외 타 진로와 연계하여 고민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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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5

◎ 선배 축구선수와의 시간을 가지며 진로 설정하기

  · 미래에 펼쳐지게 될 삶에 대해 생각해보기

  · 선배의 조언에서 다양한 라이프스킬의 요소 찾아보기

◎ 진로교육과 연계하여 본인의 진로 설정하기

  · 교내 진로교육 프로그램(학부모들의 진로방향 안내)과 스포츠 맥락 연계하여

   진로방향 생각해보기

  · 평소 부모님 및 친척, 기타 외부요소 등을 통해 접하게 된 진로와 스포츠

   맥락 연계하여 진로방향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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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7

◎ 롤모델 축구선수를 통해 꿈과 가까워지기

  · 다양한 축구선수 영상 시청하기 

  · 롤모델 축구선수의 장점 및 특징(뛰어난 기량/ 훌륭한 인품 등) 알아보기

  · 롤모델 축구선수처럼 되기 위한 실천방안 다짐하기

◎ 본받고 싶은 인물(축구 외 영역)을 통해 꿈과 가까워지기

  · 다양한 영역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 영상 시청하기

  · 본받고 싶은 인물의 장점 및 특징 알아보기

  · 본받고 싶은 인물처럼 되기 위한 실천방안 다짐하기

38, 39

◎ 축구선수 및 선수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기

  · 장기적인 인생설계 수립하기(시기별: 20대, 30대, 40대 ……)

  · 가상의 미래(50년 후) 자서전 만들어보기

◎ 중도에 선수를 그만두게 될 경우의 진로 생각해보기

  · 미래 본인의 명함 만들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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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프스킬 개발 훈련

학교운동부 생활에서 학생선수들은 훈련에 많은 시간을 쏟으며, 코치

와 교육적 상호작용을 깊이 있게 해나간다. 즉, 학생선수들은 코치의 훈

련 방식과 내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학생선수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코칭 측면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했다. 코치들

은 라이프스킬 개발을 훈련장면에 녹여내기 위해 코칭 과정에 대해 숙고

하였다. 우선, 코치들은 각자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인상 깊은

코칭 방식을 떠올렸고, 교육적 코칭을 운동부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강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감독교사인 본 연구자의 조언을

함께 받아들이려 노력하였다. 특히, 긍정적 코칭과 선수 중심의 코칭을

라이프스킬 함양 코칭과 연결 지으려 했다. 코치 주관의 라이프스킬 개

발 훈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40

◎ 본인의 ‘Hope well’ 라이프스킬 이야기하기, 반성하기

◎ ‘Hope well’ 라이프스킬 우수 실천자 칭찬하기

 · 라이프스킬 상장 수여

 · 라이프스킬 통장 관리 및 저축왕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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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라이프스킬 개발 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코칭을 시행하였다<그

림 24 참조>. 이를 위해 코치들은 반언어적 표현 및 비언어적 표현을 활

용하였다. 우선, 반언어적 표현으로는 코치들의 부드러운 말투와 밝은 표

정이 있었다. 코치들의 친절한 태도는 학생선수들이 축구 훈련 속에서

라이프스킬 개발 연습을 함께 해나가는 데 포용적인 분위기로 연결되었

다. 그리고 코치들의 목소리 어조와 빠르기 변화도 살펴볼 수 있었다. 코

치들은 라이프스킬을 강조하기 위해 목소리를 크고 강하게 냈으며, 빠르

게 언급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비언어적 표현

으로는 박수쳐주기와 다양한 칭찬기법들이 있었다. 코치의 박수를 통해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을 리듬감 있게 연습할 수 있었고, 이는 라이프

스킬 실천에 대한 믿음의 강화로 연결되었다. 또한 코치들의 엄지손가락

올리기, 머리 쓰다듬기 등의 칭찬은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을 지속적

으로 실천해나가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라이프스킬 개발 코칭의 첫 발걸음으로 코치들은 학생선수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려 노력

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학생들이 ‘열중 쉬어’의 딱딱한 자세로 코치의 이야기를 일방향적으

로 듣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코치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

해 그들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코치

는 학생선수들에게 단지 ‘기술훈련의 전달자’가 아니라 ‘성장을 도와주는 교육자’로 여겨질 

것이라 생각한다. 

(관찰 일지, 2019년 3월 7일)

그림 24. 라이프스킬 개발 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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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라이프스킬 개발의 간접 경험을 제공해주는 코칭을 실시하였다.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해 훈련 과정에서는 실제적 사례가

다양하게 제시되었고, 스포츠 유명 인물들의 어록 또는 속담 및 사자성

어, 시범 등이 활용되었다. 먼저, 실제적 사례 제시는 훈련 과정에서 일

상생활 속 긍정적 역량 발휘의 모습들을 빗대어 설명할 때 살펴볼 수 있

었다. 다양한 사례들은 학생선수들이 지향해야할 라이프스킬의 발달 모

습을 나타냈으며, 이를 통해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의 발현을 간접 경

험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스포츠 유명 인물들의 어록 또는 속담 및 사

자성어들은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 개발의 모습을 구체적 현장 맥락

속에서 느끼고 인지하게끔 해주었다. 이는 학생선수들의 실제 삶과 연계

되어, 라이프스킬 전이의 자극제가 되었다. 또한, 코치 혹은 선배들의 시

범은 학생선수들에게 라이프스킬 개발의 실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 주었다<그림 25 참조>. 학생선수들은 이를 모델링하고자 하

였고 결국 라이프스킬 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실제적 사례 제시>

김호성 코치 : 너희들 교실에서 친구들의 생각을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니?

학생선수들 : (침묵)...친구와 이야기해야 해요

김호성 코치 : 그래. 평소 생활과 마찬가지로 축구에서도 항상 이야기하고 자주 소통해야

            협동이 발휘될 수 있어.  

(현장 일지, 2019년 6월 12일)

 

<속담 및 사자성어>

박승지 코치는 적절한 속담 및 사자성어를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하였다. 박승지 코치가 훈

련과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동료

가 진짜 동료다’, ‘고진감래’, ‘좋은 약은 입에도 쓰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등의 표현은 

학생선수들의 축구훈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시

해 주는 것 같다. 

(관찰 일지, 2019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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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라이프스킬 개발의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코칭

셋째, 라이프스킬 개발의 직접 연습을 부여하는 코칭을 실행하였다

<그림 26 참조>. 학생선수들은 제스처, 언어 등으로 구성된 라이프스킬

관련 신호를 적극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직접 아래 학년 학생선수들을 코

칭 함으로써 라이프스킬을 익힐 수 있었다. 우선, 라이프스킬 관련 신호

의 형태는 무언의 제스처, 이해하기 쉬운 어구, 리듬감 있는 구절로 나타

났다.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선수들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제스처, 주먹으로 심장을 두드리는 제스처 등을 통해 훈련을 긍정적인

분위기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 코치들은 라이프스킬을 학생선수가 이해

하기 쉬운 언어로 풀이해 이를 상용화되게 하였다. 라이프스킬의 가치를

함축한 ‘에너지’, ‘연결’, ‘집중’, ‘정신력’, ‘끝까지’ 등의 언어는 학생선수들

이 보다 쉽게 라이프스킬을 접하고 연습하게 해주었다. 또 교육 프로그

램 시간에 제작하고 약속한 ‘분~위↑기 올려~~’’, ‘00! 어이, 00! 어이, 00’

와 같은 리듬감 있는 구절들은 훈련과정 중 틈틈이 라이프스킬과 연결되

어 나왔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 주도의 직접적 코칭 경험은 지도하는 학

생과 지도를 받는 학생 모두에게 라이프스킬 개발의 경험을 제공해주었

다. 이 과정을 통해 지도하는 학생선수들은 동료 및 지도자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었고, 지도자로서의 꿈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었

다(Walsh, 2008). 그리고 지도 받는 학생선수들은 상급 학년 선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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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노하우를 라이프스킬의 시각에서 각자 나름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

게 되었다.

그림 26. 라이프스킬 개발의 직접 연습을 부여하는 코칭

넷째, 라이프스킬 개발 반성의 장을 마련해주는 코칭을 이행하였다

<그림 27 참조>. 본 프로그램은 훈련 전, 중, 후의 총체적 과정에서 라

이프스킬 개발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게끔 하였다. 먼저, 라이프스킬 개

발 타임아웃 공간에서 학생선수들은 훈련과정 중의 라이프스킬 실천, 연

습 등을 반성하였다. 특히 훈련에 집중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임할 때,

동료들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라이프스킬 개발의 연습

활동이 원활히 되지 않을 때 학생선수들은 타임아웃 공간으로 자발적으

로 나와 성찰하였다. 타임아웃 공간에서 학생선수들은 스스로 숙고의 시

간을 가지기도, 코치의 피드백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훈련 전, 후

라이프스킬 미팅을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 개발

에 대한 전체적 과정을 조망할 수 있었다. 라이프스킬 미팅에서는 학생

선수들이 연습할 라이프스킬 개발 방법들을 살펴보았고 앞으로의 반복

적·지속적 실천이 장려되기도 했다. 그리고 점차 학생선수 스스로 라이

프스킬 미팅을 주관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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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라이프스킬 개발 반성의 장을 마련해주는 코칭

한편,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은 교육 프로그램과 마

찬가지로 Work well, Interact well, Solve well, Hope well의 영역을 주

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Work well 주제 영역의 훈련에서는 학생선수들

의 축구 기본 기능 익히기, 기본적 자질 및 태도 갖추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 포지션에 따른 주요 기능 익히기와 함께 포지션 별 강조되

는 덕목 및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데 집중하였다. 그리고 훈련

준비 및 정리 과정에서도 학생선수들이 본인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게

하였다. Interact well 가치 지향의 훈련에서는 팀원과의 전략적 움직임,

협력 플레이 등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훈련 및 시합에서는 다양한 사람

들과 관계를 맺게 되기에 스포츠맨십의 실천도 중시되었다. Solve well

을 소재로 하는 훈련에서는 학생선수들의 부족한 부분을 개인 단위와 팀

단위에서 분석하고 각 측면에서의 개선·해결방안을 실제 적용하게끔 이

끌었다. 또한 반성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훈련 및 시합 참여로 나아가게

끔 하였다. Hope well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한 훈련에서는 학생선수들이

축구선수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경험들을 제공했다.

롤 모델 축구선수에 대한 분석 및 이해, 시합 참가, 상급학교 선배들과의

교류 등은 학생선수들이 축구선수의 꿈을 키워 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와 함께, 축구 선수 외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찾아보게 함으로써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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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수들의 진로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자 하였다. 이상의 라이프스킬 훈

련 내용 계획은 <표 1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6. 라이프스킬 훈련 계획서

주제 영역 활동 내용

Work well

훈련

◎ 축구의 기본 기능 익히기, 기본적 자질 및 태도 갖추기  

  · 기본 기능 익히기 : 제자리에서 공 다루기(리프팅, 트래핑 등), 

                     움직이며 공 다루기(드리블, 패스, 킥 등)

  · 기본적 자질 및 태도 갖추기 : 체계적 목표 설정 및 지속적인 계획 실천,

                              올바른 마음가짐(성실, 집중력 등) 갖추기

◎ 포지션에 따른 주요 기능 익히기, 강조되는 덕목 및 역할에 집중하기

  · 각 포지션에 적합한 위치선정, 몸싸움, 시야 등 훈련하기

  · 각 포지션 별 강조점(공격수 : 결정력 등, 미드필더 : 배려, 조절 등, 수비수

    및 골키퍼 : 신중함, 안정감 등)과 본인의 강점 연계하며 훈련 참여하기

◎ 훈련 준비 및 정리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 충실히 하기

Interact well

훈련

◎ 팀원과의 전략적 움직임, 협력 플레이 훈련하기

  · 공격 전술훈련 : 빈 공간 창출, 역습 기회 활용, 2대 1 패스, 세트피스 등

  · 수비 전술훈련 : 업사이드 전술, 협력 수비, 포메이션에 따른 위치 선정 등

◎ 실제 경기, 시합에서 스포츠맨십 실천하기

  · 지도자 존중 : 코치님 말씀 및 조언 집중하기

  · 팀 동료 존중 : 동료 배려 및 협력적 전술 활용하기

  · 상대팀 및 심판 존중 : 다양한 맥락에서 스포츠맨십 실천 노력하기

Solve well

훈련

◎ 부족한 측면 분석하고 개선·해결 방안을 적용한 훈련하기

  · 개인 단위의 부족한 점(부상, 경기력·자신감 부족 등) 분석, 개선·해결방안

   고려하며 훈련하기 : 긍정의 self-talk, 자율보충 훈련 실천 등

  · 팀 단위의 부족한 점(경기 패배, 팀원들 간의 갈등) 분석, 개선·해결방안

   고려하며 훈련하기 : 팀 구호 및 세레머니를 통해 긍정적 분위기 형성 등

◎ 반성을 통해 발전적으로 훈련 및 시합 참여하기 

  · 훈련 및 시합의 전, 중, 후 총체적 과정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기

  · 스스로 필요한 부분 파악 또는 지도자 조언 반영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루틴 만들고 준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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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프스킬 개발 휴게실 환경조성

본 연구가 이루어지는 학교운동부는 교실이 있는 건물과 약 30초 거

리에 별도의 휴게실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 축구부 학생선수들은 학교생

활의 시작과 끝을 휴게실에서 보내고 있었다. 08:30에 등교하여 08:50분

까지 약 20분간 본인의 컨디션 및 당일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 기억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코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하교 후의

14:40 ~ 15:00, 오후 훈련과 저녁 훈련 사이의 17:10 ~ 19:00, 훈련 종료

후의 21:00 ~ 21:30에도 훈련 준비와 정리, 각종 논의, 식사·휴식 등으로

휴게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휴게실에서 학생선수들은 팀 동료와 코

치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과도 함께 생활하였다. 학부모들은 당번을 정해

순번대로 휴게실 관리 및 학생 지도 등에 힘을 써 주었다. 이와 같이 학

생선수들은 휴게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운동부 관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기에 휴게실을 라이프스킬 개발의 교육적 가치와 연

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라이프스킬 개발 휴게실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접근법이 활용되었다.

Hope well

훈련

◎ 축구선수로서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경험 쌓아나가기

  · 롤 모델 축구선수의 특기 기술 및 강점 태도를 찾아 훈련하고 실제 시합에

   실천하기

  · 여러 시합에 참가하며, 축구선수로서의 꿈을 위해 노력하기 

  · 상급학교와의 연습경기 또는 체험학습을 통해 선배들과 이야기하며, 본인의

   성장, 진학 계획 수립하기

◎ 축구선수 외 다양한 진로 탐색하며 훈련·시합 참여하기

  · 훈련·경기장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을 찾아보고 해당 직업의 

   역할 및 가치 생각해보기 

    : 지도자, 운동협회 관계자, 스포츠 용품 개발자, 의료 관계인원 등

  ·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본받고 싶은 인물이 보여주는 라이프스킬을

   학생선수 맥락으로 훈련 및 시합장에서 실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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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라이프스킬 개발과 관련한 소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휴게

실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를 위해 휴게실에서 ‘라이프스킬 상담’이 적극

적으로 이루어졌다. 학생선수들은 정기적으로 본인의 운동부 생활과 라

이프스킬 개발 관련 이야기를 편지로 썼다.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들은

‘라이프스킬 우체통’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편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학

생선수들의 편지 내용과 연결 지어 라이프스킬 개발에 대한 심층적인 상

담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관계자들은 학생선수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고 라이프스킬 전이를 이끌어내는 피드백을 보

다 적절하게 제공해줄 수 있었다. 또한, 라이프스킬 간담회에서는 감독교

사, 코치, 학부모들이 상담과정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서 인식한

공유 필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즉, 휴게실에서의 라이프스

킬 간담회를 통해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들은 학생선수들을 다양한 측면

에서 바라볼 수 있었고, 공동의 라이프스킬 개발 실천가로 성장해나갔다.

둘째, 라이프스킬 개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활동이 휴게실 생활과

연결되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우선, 게시판 활용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

에서의 내용들이 휴게실로 이어지게끔 하였다. 특히 ‘목표열매 나무’와

‘본인만의 스포츠 명언’ 그리고 ‘긍정의 self-talk’ 만들기 활동 결과물들

을 휴게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은 이와 관련한 라이프스킬

들을 재확인하고 수시로 실천 다짐할 수 있었다. 또한, 훈련 프로그램에

서의 1인 1역 체계와 라이프스킬 미팅은 학생선수들의 휴게실 생활과 밀

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1인 1역 체계는 학생선수들이 훈련 프로

그램을 넘어 휴게실 생활에서 라이프스킬을 연습, 실천하는 장치로 작용

하였다.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인 라이프스킬 미팅을 휴게실에서

진행함으로써 훈련과 생활의 연결을 도모하였다. 즉, 휴게실에서의 라이

프스킬 미팅은 학생선수들이 훈련과 생활의 총체적 삶 맥락에서 라이프

스킬을 개발, 실천해 나가는 기반이 되었다.

셋째, 학생선수들의 휴게실 생활 모습이 일상으로 전이되어 나타나게

끔 휴게실 환경을 조성하였다. 먼저, 학생선수들이 책을 매개로 다양한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라이프스킬 도서관을 구성하였다. 특히,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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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를 본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Work well(목표수행 잘 하기), Interact

well(상호작용 잘 하기), Solve well(문제처리 잘 하기), Hope well(미래

준비 잘 하기) 주제 영역별로 구분하여 배열하였다. 학생선수들은 휴게

실에서 휴식시간 동안 독서를 하며, 실제 삶에서의 라이프스킬 발현을

간접 경험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라이프스킬 ‘저축 왕 점검표’와 ‘온도

계’를 통해 지속적인 실천과 실제생활로의 전이를 중시하는 환경을 마련

하였다. 저축 왕 점검표는 개인이 소지하는 ‘라이프스킬 통장’과 연계되

어 개인별 라이프스킬 발현 모습을 나타내었다. 학생선수들은 게시판에

붙여져 있는 저축 왕 점검표를 확인하고, 다른 동료들의 라이프스킬 실

천 정도와 본인의 모습을 비교하였으며, 의지를 다져나갈 수 있었다. 그

리고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 등은 학생선수 개인의 실천이 우수할 때 혹

은 팀 전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 ‘라이프스킬 온도계’의 온도를 높여

주었다. 또 단계 별 온도 달성 시에는 학생선수들이 희망하는 활동을 훈

련 프로그램, 휴게실 활동 등에 반영하였다. 이처럼 운동부 휴게실이 매

개가 됨으로써 라이프스킬 교육과 훈련의 효과는 일상생활로 명확하게

이어질 수 있었다. 다음 <그림 28>은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한 휴게실

환경 모습이다.



- 134 -

그림 28.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한 휴게실 환경조성



- 135 -

2.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으로 인한 라이프스킬의 함양 및 발휘

본 프로그램 실행으로 인해 초등 학생선수들에게 나타난 교육적 변화

는 학생선수들이 함양하게 된 라이프스킬과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발

휘 유형에 주목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1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에서는 Work well,

Interact well, Solve well, Hope well 주제 영역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

었다. 이에, 학생선수들이 습득하게 된 라이프스킬 또한 Work well(목표

수행 잘 하기), Interact well(상호작용 잘 하기), Solve well(문제처리 잘

하기), Hope well(미래준비 잘 하기)의 내용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발휘 유형에 따라 축구부

맥락에서,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다양한 장면들이 연출되었다.

가.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 내용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 개발 교육, 훈련, 생활을

통해 다음과 같은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그림 29 참조>. 먼저, Work

well(목표수행 잘 하기)과 관련된 라이프스킬은 목표설정 및 계획실천

하기, 책임·역할 다하기, 자기관리 하기, 종합적사고 하기로 범주화되었

다. 다음으로, Interact well(상호작용 잘 하기)과 관련된 라이프스킬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존중의 소통하기, 협력하기, 배려하기로 분류되었

다. 또한, Solve well(문제처리 잘 하기)과 관련된 라이프스킬은 문제 받

아들이기, 문제 분석하기, 문제 해결하기, 반성하기로 구체화되었다. 마지

막으로, Hope well(미래준비 잘 하기)과 관련된 라이프스킬은 자기이해

하기, 진로 탐색하기, 진로 디자인하기, 장기계획 설계하기로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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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 내용

1) 목표수행 잘 하기(Work well) 관련 라이프스킬

학생선수들은 탁월한 신체능력 발휘, 경기력 향상 등을 목표로 학교

운동부 생활을 해나간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박도경, 박현권, 전원재,

2016). 본 연구의 학생선수들 또한 축구부 생활을 통해 축구 경기·시합에

서 활약하는 데 밑바탕이 되는 우수한 신체기능과 경기력을 기르고자 하

였다. 즉, 목표수행 잘 하기(Work well) 관련 라이프스킬은 학생선수들

의 학교운동부 생활 시작과 지속의 이유와도 이어지는 영역이다. 학생선

수들은 축구를 더 잘 하기 위해 목표를 수립하였고, 꾸준히 본인들의 생

활 계획을 실천해나갔다. 또한,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했

으며, 자기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쏟았다. 이와 함께, 자신과 주변을 종

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성장, 발달에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갔다. 학생

선수들의 이러한 긍정적 역량은 축구를 넘어 일상생활로도 확장되어 나

타났다. 즉,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 습득을 통해 다양한 상황 및 맥락

에서 본인의 능력 향상과 관련한 노력들을 실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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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표설정 및 계획실천 하기

학생선수들은 축구부 생활을 통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는 라

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특히, 라이프스킬 교육 프로그램 과정에서 제작

한 목표나무를 휴게실에 게시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은 본인의 목표를 지속

적으로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다. 학생선수들은 축구 기능, 시합 운영 내

용 향상 등과 관련한 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운동장에서의 훈련 상황

뿐만 아니라 교육, 휴게실 생활에서도 상기하였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

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음은 축구부 훈련 과정에서 목표설정 및 계획실천의 수행

을 이야기한 학생선수와의 면담이다.

이경상 : 저는 축구부 생활 중 제가 목표로 한 바를 이루어 낼 때, 가장 기분이 좋았어요.

연구자 : 어떠한 목표였는데?

이경상 : 목표나무에도 적어 놓았었는데요. 리프팅 연속 300개 이상 차는 것을 목표로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3개월 만에 해냈어요.

연구자 : 3개월 만에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니?

이경상 : 코치님께서는 목표로 한 바를 성실하게 연습하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팀 훈련 끝나고 매일 30분씩 스스로 보충훈련을 했어요. 훈련이

        누적되었더니 어느 순간부터 잘 되더라고요.

(이경상, 학생선수, 심층면담)

연구자 : 리승이는 어떠한 목표를 세웠어?

김리승 : 올해 주말리그에서 득점 3위 안에 들겠다고 목표나무에 붙였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는 3위를 하게 되었어요.

연구자 : 그래서 너는 어떠한 노력을 했어?

김리승 : 생활계획표에 제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작성하였고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는지 

       스스로 체크했어요. 득점력을 올리기 위해 많이 노력했죠. 

       특히, 어느 위치에서 차든 위협적인 프리킥이 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슛팅도 더욱 세밀하게 만들려고 꾸준히 계획들을 실천했죠. 

(김리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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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면담에서 나타나듯이, 학생선수들은 본인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

하기 위해 훈련 시간 또는 개인 자율 시간 내에서 적절한 계획을 세우고

연습을 지속하였다. 특히, 목표는 도전적 과제를 추구하는 학습자들의 특

성을 고려하여 학생선수의 현재 능력을 약간 상회하며 성취 가능한 수준

으로 설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축구 기능 측면과 일상생활 측면에서의

목표를 함께 목표나무에 기록하고 붙여 놓았다. 이에 축구 훈련과 동시

에 다양한 측면에서의 일상 생활계획들을 실천할 수 있었고 라이프스킬

의 확장을 이끌어내게 되었다. 즉, 학생선수들의 목표 설정 및 계획 실천

의 모습은 축구 기능 훈련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도 이어졌다.

6학년 1학기 성적표에 ‘노력요함’을 받지 말자! 목표를 세웠다. 그래서 복습과 예습을 철

저히 했고, 평가에 최선을 다했다. 여름방학 하는 날 받은 성적표에 노력요함이 하나도 없

었다. 1학기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 2학기에도 성적표에 노력요함을 받지 않겠다는 목표를 

똑같이 세웠다. 이 목표를 위해 지금처럼 수행평가 1주 전부터 준비를 할 것이다. 요즘에

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단소를 불기 위해 계획을 세워 연습하고 있다.

(이경상,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상기 라이프스킬 훈련일지를 작성한 이경상 학생선수는 학기 초 학교

에서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학기 말까지 지속

적인 노력을 통해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학생선수들은 보통의

학생들처럼 생활하며 운동부 활동을 함께 해나갔다. 학생선수들의 교실

생활과 운동부 활동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유사한 측면이 많

기 때문에 학교운동부 생활을 통해 기르게 된 역량은 일상적인 학급생

활, 가정생활로도 쉽게 이어질 수 있었다(Lee & Martinek, 2013;

Theokas et al., 2008). 이에, 축구부 훈련 및 기술 연습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실천했던 모습은 학업부문과 생활 역량 관련의 라이프

스킬 전이로 연결되었다.

나) 책임·역할 다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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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들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본인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라이

프스킬을 습득하였다. 축구가 단체 스포츠 종목이라는 특성에 따라 학생

선수들은 여럿이 함께 훈련을 받고 생활하였으며, 그 안에서 각자 책임

과 역할을 부여받았다. 학생선수들은 각자 본인의 포지션에서 필요한 기

능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포지션을 더 잘 수행해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또한, 휴게실 생활과 훈련 준비 및 정리 등에서 본인이 맡고

있는 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인에게 주어진 1인 1역과

선·후배로서의 책무 등에 많은 신경을 쏟았다. 다음은 축구부에서 책임·

역할 다하기를 실천하는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와 면담이다.

나는 축구경기에서 사이드백을 맡는다. 그래서 나는 상대팀의 윙어들을 주로 수비한다. 우

리 팀은 주로 4-2-1 포메이션을 많이 쓰는데, 감독님께서 4-2-1 포메이션에서는 사이드백

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팀이 공격할 때에는 올라가야 하

고 수비할 때에는 내려와야 해서 활동량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쳐서 더 이상 움직

이지 못하면 상대 윙어들이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후반전 막판까지 쉼 없이 나의 체력 모

두를 쏟아야 한다. 나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사이드백으로서 끝까지 내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내 자리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강원재,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연구자 : 윤태는 축구부에서 어떠한 라이프스킬을 배운 것 같아?

김윤태 : 저는 축구부 생활하면서 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라이프스킬을 기르게 된 것

       같아요.

연구자 : 오!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게 있어?

김윤태 : 저는 현재 물 나르기 당번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훈련 전 아이스박스에 항상 

       얼음을 채우고요. 그리고 물을 한 박스씩 넣어요. 끝나고 나서는 아이스박스 안에

       물을 비우고요. 아이들이 마신 빈 물병을 정리하고 분리수거 해요. 매일 훈련에

       참여하며, 훈련 준비와 정리과정에서 제가 맡은 책임은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연구자 : 평소 훈련 외에 네가 책임과 역할을 다했던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

김윤태 : 네. 지난 겨울에 남해로 전지훈련을 갔었는데요. 거기서 지금 4, 5학년 동생들 

       3명과 함께 조 편성이 되었어요. 코치님께서 저를 조장으로 시키셨기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 챙기고 인원수를 확인했어요. 저는 작년 겨울에도 남해로 

       와봤으니깐 익숙해서 동생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윤태, 학생선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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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축구 시합의 장면에서 그리고

훈련 내·외의 다양한 맥락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책무에 성실히 임했다.

이러한 모습은 학생선수들의 학교 체육수업, 교실생활로 이어졌다. 대부

분의 학생선수들은 뛰어난 신체 기량과 함께 체육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어 학급 내 ‘체육부장’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들은 체육 수

업 준비 및 정리 과정에서, 운영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한, 신체 기능이 부족한 친구들이 활동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

르쳐 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생선수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은 학급 생

활에서도 나타났다. 학생선수들은 누군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자신이

맡은 책임을 스스로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아래는 학생선수

들의 책임·역할 다하기 라이프스킬이 일상생활로 발현된 모습을 드러내

는 면담과 라이프스킬 훈련일지다.

연구자 : 원재는 체육부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어?

강원재 : 선생님께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체육 준비물 창고에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미리 운동장으로 내려가 세팅을 해요. 축구부에서 제가 하는

       거랑 비슷해요. 축구부에서도 접시 콘 담당이라 훈련시간 시작 전에 미리 설치하

       거든요. 익숙해요. 

연구자 : 체육부장으로서 수업이나 활동에서 맡은 책임은 없어?

강원재 : 있죠. 제가 저희 반에서 운동을 제일 잘 하거든요. 그래서 발 야구할 때 주장을

       맡기도 했고 중요한 포지션에 있어서 저희 팀에 기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못

       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공을 잘 잡을 수 있는지 저만의 팁을 알려주기

       도해요. 연습시간에 따로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체육 수업이 좀

       더 재미있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강원재, 학생선수, 심층면담)

학교에서 일인일역을 정하는 날이었다. 나는 하고 싶었던 1인 1역을 결국 하지 못해 너무 

아쉬웠다. 그렇지만, 내가 맡게 된 역할이었기에 월, 수, 금요일마다 복도를 청소했다. 가

끔 까먹는 날이 있었지만, 그런 날 외에 5~10분씩 청소를 나름 깨끗이 했다. 그런데, 어

느날 선생님께서 복도청소를 다시 하라고 하셨을 때,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내가 맡은 

책임에 소홀하여 누군가가 이야기했다는 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했다.

(김윤태,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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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축구부 생활환경을 넘어 일상생활에서도 긍

정적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강원재 학생선수가 맡은 역할은

평소 축구부에서 수행하는 책임과 유사하기에 더욱 쉽게 전이될 수 있었

다. 또한, 이진승 학생선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더

라도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그리고 반성하는 자세는 학생선수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라이프스킬

을 개발,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자기관리 하기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 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관리하는 라

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학생선수들에게 자기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

다. 전문스포츠 인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체 및 생활 전반적인

면에서의 관리가 뒷받침 되어야하기 때문이다(김병준, 2003). 특히, 초등

학생선수는 전문체육에 첫 발걸음을 디디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관리에

대한 습관 형성이 요구되었다. 우선, 학생선수들은 축구 훈련에 충실히

참여하기 위해 본인의 몸 상태뿐만 아니라 마음자세를 가다듬었다. 아래

는 축구부 생활과정에서 자기관리를 실천한 학생선수의 면담이다.

연구자 : 우건이의 롤모델 축구 선수는 누구니?

박우건 : 저는 호날두 선수요.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호날두 선수의 훈련 영상이 기억에

       남아요. 호날두 선수는 항상 훈련에 제일 먼저 와서 마지막에 가고 마무리로 

       복근 운동 3,000개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선수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 그렇다면 우건이의 축구 잘 하기 위한 비결은 무엇이 있어?

박우건 : 저도 나름 자기관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몸 컨디션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항상 11시에 눈을 감아요. 그리고 훈련, 시합을 할 때 저의 체력을 적절히 분배

       하고 후반 막판에는 남아있는 체력을 다 쓰려고 노력해요.  

(박우건, 학생선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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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박우건 학생선수는 본인의 롤 모델 축구 선수를 언급하며, 그

선수의 자기관리 측면이 인상 깊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본인도 시

합과 훈련에서 자기관리를 실천하며 일과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생선수

의 자기관리 라이프스킬은 축구 훈련 및 시합 장면에 국한되지 않고 다

양한 영역에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선수들은 탁월한 기량

발휘를 위한 최적의 신체를 갖추기 위해 힘을 쏟았다. 즉, 축구선수로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키와 몸무게를 지향하며 조절·관리

하였다. 다음은 신체적 성장 측면에서 자기관리 라이프스킬이 잘 드러난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다.

축구부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축구선수가 되기에 뚱뚱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훈련 때 많이 뛰지도 못했고 달리기도 느렸다. 감독님과 코치님이 나에게 5kg 정도 빼는 

게 좋다고 하셨다. 그리고 최규현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책에는 운동선수의 체중관리 내

용이 나와 있었다. 나는 감독님, 코치님의 조언과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매일 

아침 운동장을 열 바퀴씩 뛰었고 밥 먹는 양도 줄였다. 결국 2달 만에 7Kg 감량을 성공

했다. 자기관리를 통해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축구실력도 많이 올라온 것 같다.  

(이경상,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나는 키가 130cm이다. 축구부에서 4학년 지한이가 나보다도 커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축

구선수는 키가 커야 좋다고 해서 매일 자기 전에 줄넘기와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고 있다. 

축구부 시작할 때보다 2cm 크기는 했는데, 자기관리 라이프스킬 실천을 통해 키가 더욱

더 커졌으면 좋겠다.  

(장윤환,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위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에서 보여주듯이 학생선수들은 본인의 신체

적 성장에 큰 관심을 가지고 키와 체중 관리에 신경을 썼다. 이를 위해

규칙적으로 개인 추가 운동을 했고, 식단조절을 병행하였다. 그리고 학생

선수들은 학업과 운동을 함께 해나가기 위해 본인의 시간 활용 및 생활

관리에 힘을 쏟았다. 다음은 균형적 생활 측면에서 자기관리 라이프스킬

이 잘 드러난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담임교사와의 면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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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부에 들어오면서 하루가 짧아진 것 같다. 축구부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공부를 꾸준히 

하기로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막상 오후 훈련과 저녁 훈련까지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없었고, 중간에 허비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았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기 위

해 스터디 플래너를 샀고 세부적으로 시간계획을 세웠다. 플래너를 통해 규칙적인 생활이 

습관화된 것 같다. 그리고 훈련으로 인해 피곤할 때는 잠깐 10분정도 잠을 자고 공부를 

하였다. 그랬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개운해져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이빈승,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연구자 : 우건이의 평소 학교생활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박우건 담임교사 : 우건이는 엄청 성실해요. 지금까지 숙제를 놓친 적도 한번 없고요.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 어떠한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박우건 담임교사 : 일단,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장난치기 보다는 독서를 한다거나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시간이나 자습시간에 학습지를 꾸준히 풀더라고

               요. 우건이와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어머님께서 내주시는

               숙제라면서 매일 하더라고요.

연구자 : 우건이가 힘들어하지는 않던가요?

박우건 담임교사 : 얼마 전 상담을 했어요. 평소 생활에 대해 칭찬 해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

               는데, 우건이의 말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우건이는 축구부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 스스로 다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의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하겠다고요.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엄청 대견했죠.       

(안정우 선생님, 박우건 학생선수 담임교사, 심층면담)

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 나가기

위해 시간 관리에 집중하였다. 이빈승 학생선수는 플래너 활용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었고, 본인만의 휴식 루틴을 통해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 박우건 학생선수는 담임교사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스스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 학생선수로서의 과업에 집중

했고 자투리 시간 활용을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생활해나갈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학생선수들의 자기관리 라이프스킬이 일상생활 측면에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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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합적사고 하기

학생선수들은 종합적으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함으로써 일을 성공적으

로 수행해나가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이는 학생선수들의 메타인지

개발과 관련이 있다. 메타인지는 고등인지, 상위인지라 불리며 어떠한 과

정을 총괄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을 뜻한

다(Efklides, 2006). 학교운동부 생활을 통해 학생선수들은 단편적 장면에

시야를 국한시키지 않고 본인과 팀, 상대, 경기·훈련 장면 등을 전체적으

로 조망하게 되었다. 이에, 어떻게 경기를 운영해야 하는지, 연습이 필요

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다. 다음은 축구부 시

합·훈련 과정에서 종합적사고 하기를 실천한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훈

련일지이다.

화랑대기 시합에서 잘하는 팀을 만났을 때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다. 감독님이나 코치님께

서 말씀해주시는 것을 잘 듣고 상대 팀의 포메이션은 어떠하고 누군 누구를 맡아 수비하

고 어떻게 경기를 풀어갈지 고민했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

라 누구에게 패스를 주어야 공간을 열 수 있을지, 내가 패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

직여야 하는지 등을 많이 생각하고 경기장에 들어갔다. 

(김리승,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나는 사이드백 포지션에서 훈련할 때 많은 것을 생각한다. 첫째, 체력을 생각한다. 사이드

백은 체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력 훈련할 때 힘들어도 끝까지 해야 한다. 둘째, 크로스

를 생각한다. 크로스를 자주 올려야 득점찬스가 나기 때문에 머리 안에서 그림을 그리며 

공을 올린다. 셋째, 협력수비를 생각한다. 업사이드 라인을 보면서 다른 수비수들과 방어를 

해야 조직적으로 효과적으로 수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를 많이 연습해야 좋은 

경기력이 나온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을 계속 생각하며 훈련하자!  

(강원재,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상기 라이프스킬 훈련일지에서 보여주듯이, 학생선수들은 축구를 하

면서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역량을 기르게 되었다. 김리승

학생선수의 경우 경기에서 상대팀과 맞붙게 될 때 우리 팀원과 상대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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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위치, 전체적인 대형, 경기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을 언급하

였다. 그리고 강원재 학생선수의 경우 본인의 포지션 위치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을 생각하며 훈련에 참여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 학생선수

들의 종합적사고 하기 라이프스킬은 축구 장면을 벗어나 학교생활에서도

나타났다. 아래는 체육시간 및 학업 부문에서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는 학생선수와의 면담이다.

연구자 : 기순아. 축구부 주장을 하게 되면 시합 때나 훈련 때나 이래저래 많이 신경을 

       쓰게 되잖아. 혹시 그러한 경험들이 학교생활에서 도움 된 게 있어?

권기순 : 체육시간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연구자 :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어?

권기순 : 1학기 체육 시간 때 발야구를 했는데요. 저희 팀원에게 공을 어떻게 차야하는지,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1루로 갈 수 있는지, 수비할 때는 어디에 위

       치하고 있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한 다음 알려주었어요. 

(권기순, 학생선수, 심층면담)

김리승 : 예전에 선생님께서 웨인루니가 경기장 들어갈 때 생각하는 것들을 알려주셨잖아요.

       축구를 잘 하기 위해 경기 시작 전 저렇게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는구나! 를 느꼈죠.

연구자 : 그럼 리승이는 축구 외에 웨인루니처럼 준비하는 부분이 있어?

김리승 : 음... 선생님과 수업할 때 글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축구에서

       포메이션이나 경기 운영 방법 등을 생각하듯이 글도 그렇게 쓰라고 하셨잖아요.

       요즘 담임 선생님이랑 엄마한테 저 글 쓰는 게 많이 늘었다고 칭찬받아요. 글을

       잘 쓰기 위해 글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쓸 것인지,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

       떠한 방법으로 쓸 것인지 등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리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일상의 장면에서도 종합적사

고 하기를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권기순 학생선수는 축구 경기 장면과

유사한 맥락인 체육 수업시간의 발야구 경기에서 이를 적용한 경험을 이

야기하였다. 축구 시합 및 훈련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하는 모습은 체육

수업시간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그리고 김리승 학생선수의 경우 라이

프스킬 교육 프로그램에서 연구자가 비유를 통해 설명했던 것을 기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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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제 글쓰기에 이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이야기하였다.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을 돕기 위해 적절한 교육적 장치가 활용되어야 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2) 상호작용 잘 하기(Interact well) 관련 라이프스킬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 생활에서 여러 인원들과 관계를 맺어나가게

된다(강신복, 2003; 전재희, 2018; Carron et al., 2018). 본 연구의 초등학

교 운동부는 8명 또는 11명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경기에 참여하는 축구

종목 특성 상 다수의 학생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학생선수들은

여러 명의 동기, 선·후배 등과 함께 생활하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맺어나

갔다. 학생선수들의 상호 관계맺음은 같은 팀 동료 선수들에 한정되지

않고 코치, 감독교사, 담임 선생님, 학급 친구 등과도 이루어졌다. 학생선

수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긍정적 관계형성의 기술을 습득하였다. 학생

선수들은 본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상호작용 잘 하기

(Interact well) 관련 라이프스킬을 개발하였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강점에 주목하였고, 상대를 존중하며 소통함으로써 긍정적 관계

를 맺어나갈 수 있었다. 또한 동료들과의 협력, 상대에 대한 배려를 실천

하였다. 이러한 교육적 영향은 축구부 생활 장면을 넘어 일상생활로도

확장되어 나타났다.

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학생선수들은 축구부 생활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장점 및 강점에 보

다 집중하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동료들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

보는 자세는 팀워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결 조건이었다. 이에, 본 프로

그램에서는 팀원들의 장점에 대해 고찰해 보는 활동을 하였다. 학생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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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축구 기량의 측면뿐만 아니라 축구부 생활의 측면에서 동료들의 장

점을 생각해 보았고 라이프스킬 우체통을 활용하여 서로 편지 및 롤링페

이퍼를 주고받았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들은 동료들의 단점보다는 장점

을 우선적으로 떠올리게 되었으며, 팀 분위기 또한 긍정적으로 고양되었

다. 다음은 축구부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한 학

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학부모 면담이다.

나는 경상이 형이 달리기도 느리고 살이 좀 쪄서 축구를 잘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1 

vs 1 훈련할 때 경상이 형이 원재 공을 잘 뺐는 장면을 보고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경상이 형은 달리기가 느린 대신에 공에 대한 집중력이 좋고 마킹을 잘한다. 그리고 살이 

있는 만큼 몸싸움도 잘한다. 나는 팀 동료의 단점 보다 장점을 좀 더 유심히 보아야겠다

고 생각하였다. 

(김리승,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연구자 : 축구부 생활은 윤태에게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나요?

김윤태 학부모 : 윤태뿐만 아니라 6학년 아이들이 처음 축구부에 들어왔을 때, 경기에

             지거나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서로 ‘너 때문이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지도자가 아니고,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동료끼리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기

             보다는 격려해주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연구자 : 요즘에는 어떠한가요?

김윤태 학부모 : 지금은 나쁜 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고요. 서로를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축구부에 새로 들어오는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저나 다른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하죠. 때때로 지금 6학년 아이들이 동생들에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해 주더라고요.       

(김윤태 어머님, 학부모, 심층면담)

위에서 보여주듯이, 김리승 학생선수는 동료들이 서로 각기 다른 긍

정적 역량을 지니고 있고, 단점이 상황에 따라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

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친구들의 긍정적 모습을 하나의 기준이 아

닌 다양한 측면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김윤태 학생선수의 학부모는 학

교운동부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부모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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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조언으로 학생선수들은 서로를 비난하거나 평가하기 보다는

서로가 지니고 있는 장점에 보다 집중하였다. 그리고 새로 입단하게 되

는 학생선수들 또한 이러한 긍정적 운동부 문화에 들어가게 되었다. 축

구부에서 학생선수들의 긍정적 모습은 일상생활로도 연결되었다. 아래는

학급생활에서 친구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훈

련일지다.

내가 5-3에 배정받았을 때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몇몇 있었다. 축구부에서도 아이들과 

같이 운동하고 생활하면서 점점 친해졌듯이 5-3 친구들과도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친구들이 무엇을 못 한다고 비난하기 보다는 그 친구가 잘 하는 것을 찾아서 

칭찬해주려 한다.

(장윤환,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위의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에 나와 있듯이 학생선수는 학급

생활에서 다른 친구들의 긍정적 모습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장윤환 학생선수는 축구부에서 점점 동료들과 친해지게 되었듯이 학급에

서도 교우관계가 더욱 원만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였다. 이를 위해 친구

들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상과 같이 학생선수들은

축구부 맥락과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라이프스킬을

실천하였다.

나) 존중의 소통하기

학생선수들은 상대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축구는 단체 스포츠이기에 팀원 간의 호흡과 소통이 강조되었다. 학생선

수들은 동료에 대한 이해, 동료를 위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팀원들과 운

동부 생활을 긍정적으로 해나갔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에서 ‘나-전달법’

을 연습함으로써 상대를 존중하며 본인의 의견,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었다. ‘나 전달법’과 같은 의사전달 기술을 훈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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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에서 상용하였고, 학생선수들은 긍정의 소통 방식들을 습관화하였다.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학생선수들이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며 관계 맺어나

가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운동부에 존중의 소통 문화가 자

리 잡을 수 있었다. 다음은 축구부에서 존중의 소통하기를 실천한 학생

선수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이다.

주말리그 경기를 뛰고 있는데, 빈승이가 평소보다 잘 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코치님

을 대신해서 내가 빈승이에게 조언해 주어야할 것 같았다. 그런데, 명령 투로 이야기하면 

빈승이가 기분 나빠할 수 있기 때문에 나-전달법을 활용하였다. 그래서 경기 중 나는 ‘빈

승이 네가 수비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랬더니 빈승이가 

미소를 지으면서 더욱 열심히 수비를 도와주었고 경기력을 올릴 수 있었다. 

(이경상,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코치님께서 라이프스킬 미팅을 할 때나 휴게실에서 대화할 때 존중의 말하기를 실천하라

고 하셨다. 그리고 선배, 후배 관계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나는 5학년 윤환이가 어떠한 작전을 제안했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무조

건 비난하지 않았고, 윤환이 의견에 나의 생각을 보충해주어 더 좋은 의견이 되도록 하였

다. 말하는 상대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니 존중하며 말하기를 더욱 잘 실천할 수 있는 

것 같다. 

(이헌승,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상기 라이프스킬 훈련일지에서 보여주듯이, 학생선수들은 축구 시합

의 맥락, 휴게실 생활의 맥락에서 존중의 말하기를 실천하고 있었다. 이

경상 학생선수의 경우 ‘나-전달법’의 소통방식을 통해 시합 도중 본인의

요구사항을 동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존중의 소통방식이

팀의 경기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느끼며 지속적 실천을

다짐하였다. 그리고 이헌승 학생선수의 경우 상대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상대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봄으로써 존중의 소통을 실

천해 나가고 있었다. 다음은 존중의 소통하기 라이프스킬이 학생선수들

의 학급생활에서 드러난 것과 관련한 면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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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학급에서 존중의 소통을 실천한 경험이 있어?

이진승 : 제가 학급 임원인데요. 학급 회의할 때 반 친구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들어요. 

       그리고 수업시간에 모둠활동을 할 때에도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이해해주고 존중  

       하려 해요. 

(이진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연구자 : 축구부 생활에서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를 통해 경상이가

       발전한 부분으로는 어떠한 게 있을까?

이경상 : 학급에서의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좀 더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연구자 : 어떠한 면에서요?

이경상 : 라이프스킬 미팅에서 했던 것 처럼요. 평소 다른 친구들의 말에 맞장구 쳐주고 

       공감하면서 대화하려해요. 말하는 친구와 눈을 마주하며 이야기하고, 웃어주기도 

        하고요. 친구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끼어들지 않고 기다려주고요.  

(이경상, 학생선수, 심층면담)

이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축구부 생활에 이어 학급 내에서도 다른 친

구들에게 존중의 소통하기를 실천하였다. 이진승 학생선수의 경우, 학급

임원으로써 학급 친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으며, 그들과 긍정적 관계

를 맺어 나갔다. 학급 회의할 때에는 모든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

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모둠 활동할 때에도 모둠 원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모둠 원을 위하는 태도로 참여하였다. 이

경상 학생선수의 경우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한 라이프스킬 미

팅이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준

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여러 선·후배, 동기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고 존중

의 소통을 했던 경험은 라이프스킬 개발로 이어졌다.

다) 협력하기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 생활을 통해 동료들과 힘을 모아 함께 성취

해 나가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학생선수들이 협력의 중요성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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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수 있도록 축구 경기 장면에서의 다양한 협력 플레이를 살펴보았

다. 팀 동료들과 연계할 때 전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고, 공

격·수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 또한,

축구 외 스포츠 장면, 일상 맥락에서의 다양한 협력 사례들을 조사하고

신문으로 나타내 봄으로써 학생선수들의 실천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었

다. 아래는 축구부 활동에서 협력하기 라이프스킬의 가치를 깨닫고, 실천

해 나가려는 학생선수와의 면담이다.

연구자 : 진승이가 생각하는 가장 멋있었던 축구 경기 장면은 무엇이 있어?

이진승 : 저는 헌승이와 패스를 통해서 상대팀 수비라인을 허물었던거요.

연구자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이진승 : 전에 신용산이랑 경기할 때, 저랑 헌승이가 2대 1패스로 계속 상대 왼쪽 라인을

       뚫었어요. 그러한 장면이 반복되서 결국 리승이가 골을 넣었고요. 그 골 나올 수 

       있었던 게 저희의 패스 플레이 덕분인 것 같아요. 마치 이니에스타랑 사비 선수의

       티키타카 같았어요.  

(이진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위의 면담에서 나타나듯이, 학생선수들은 축구 경기 장면에서 협력을

실천함으로써 더 좋은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었다. 학생선수들은 동료들

과 협력을 할 때, 성취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느꼈다.

이는 학생선수들이 협력을 다양한 장면에서 실천하는 데 그리고 지속적

으로 실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학생선수들은 축구훈련

맥락을 넘어 학급생활의 영역에서도 협력을 실천해나갔다. 다음은 학생

선수들이 학교 체육수업 장면에서 그리고 타 교과 수업에서 협력하기 라

이프스킬을 실천한 내용의 면담이다.

연구자 : 기순이의 체육수업 모습은 어떠한가요? 

권기순 담임교사 : 기순이는 경기를 할 때 무엇인가 ‘우리는 팀이다’ 이러한 것을 보여 

               주려는게 있어요.

연구자 : 어떠한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어요?

권기순 담임교사 : 배구수업을 할 때였는데요. 제가 영상으로 시간 차 공격을 보여 주었거

               든요. 그랬더니 같은 팀 세 명과 협력해서 공격을 만들어 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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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기순이가 수비할 때도 좋은 모습 보여준 게 있어요?

권기순 담임교사 : 음... 영역을 나누어서 배구 게임할 때 옆의 친구가 공격할 때 기순이는

               수비 커버를 해주고 기순이가 공격할 때는 다른 친구가 기순이의 영역을 

               수비해주고 그렇게 협력해나가더라고요.       

(조영혜 선생님, 권기순 학생선수 담임교사, 심층면담)

연구자 : 원재는 실천한 협력하기의 모습을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요?

강원재 : 과학시간에 실험 수행평가를 할 때 모둠 원들과 협력 했었어요.

연구자 : 협력하기의 모습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

강원재 : 실험이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려했어요. 서로 이야기도 잘

       안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집중하고 혼자서 열심히 하려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다른 모둠이 힘을 모으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축구부에서도 다른 친구들이랑 

       협력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모둠 원들에게 함께해 나가자고 이끌

       었고 결국 실험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어요.  

(강원재, 학생선수, 심층면담)

이와 같이 학생선수들의 협력은 일상 학교생활로 전이되어 나타났다.

권기순 학생선수의 경우, 체육시간에 연계 플레이를 실천하기 위해 친구

들과 호흡을 맞추었다. 또한, 강원재 학생선수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댈 때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고 지속적 실천을 다짐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선수

들은 협력하기 라이프스킬의 가치를 직접적, 간접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하였고, 이러한 긍정적 모습은 선

순환적으로 확장 심화되었다.

라) 배려하기

학생선수들은 여러 축구부원들과 함께하는 단체생활을 통해 배려하기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일상생활과 유사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축구부

생활에서 학생선수들은 배려의 가치를 실제적으로 체득하고 수행해 나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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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라이프스킬 교육에서는 축구 경기 맥락에서의 다양한 배려 행

동들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들은 축구 훈련 및 시합에서의

구체적 실천 방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다음은 축구 훈련과

정에서 그리고 휴식시간에 배려하기를 경험한 학생선수의 면담과 라이프

스킬 훈련일지이다.

연구자 : 빈승이는 원래부터 공격수 포지션이었어?

이빈승 : 아니요. 센터백 수비수였는데, 예전에 윤태와 포지션을 바꾸었어요.

연구자 : 포지션은 왜 바꾸게 되었어?

이빈승 : 제가 수비수로 뛰면 계속 실수를 해서요. 윤태가 원래 공격수였는데, 저를 배려

       해주었죠. 윤태는 수비수와 공격수 두 포지션 모두 잘하거든요. 제가 부탁을 

       해서 결국 저는 공격수, 윤태는 수비수하기로 했어요. 윤태가 저에게 양보해

       주어서 고마웠어요. 저도 축구부 활동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빈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축구부 당번에서 윤태 형과 윤환이는 물 담당한다. 그런데 윤태 형 혼자서 물 당번을 하

고 있을 때, 혼자하기에는 너무 버거워 보여서 도와준 적이 있다. 그랬더니 다음날 윤태 

형은 내가 볼을 드는 것을 도와주었다. 윤태형이 고마웠다. 나는 내가 먼저 베풀고 배려하

면 다시 그 사람이 나에게 배려한다는 것을 알았다.   

(강원재,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여름방학 때 훈련 중 어느 날, 코치님께서 잠시 휴식시간을 주셨다. 오전 체력훈련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나는 동생들이 더 힘들 것이라 생각해서 그늘로 된 휴식자리를 동

생들에게 비켜주었고, 얼음 물도 먼저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     

(권기순,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위에서 보여주듯이, 이빈승 학생선수는 팀 동료로부터 배려를 받았다.

동료의 배려는 이 학생선수가 더욱 적극적으로 축구부 활동을 해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팀의 단합도 더욱 끈끈해졌다. 또한, 강원재 학생선수의

경우 누군가에게 베풀면 자신도 언젠가 배려를 받을 수 있음을 느꼈고,

앞으로의 실천을 다짐하였다. 권기순 학생선수의 경우, 축구부에 들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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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얼마 안 된 동생들을 배려하며, 보살피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

은 축구 훈련 및 축구부 생활에서의 배려는 학생선수들의 학교생활과 일

상생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축구부 맥락 밖에서도 학생선수들은

누군가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고 배려

를 실천하였다.

연구자 : 기순이는 교실에서 배려를 실천한 경험은 무엇이 있어?

권기순 : 과학시간에 모래시계 만들기를 하는데요. 준비물이 모래와 페트병 2개였어요. 

       저는 준비물을 모두 챙겨왔는데, 몇몇 친구들은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 준비물을 친구들에게 빌려주었어요. 

연구자 : 다른 친구들에게 배려를 실천하니 어떠한 기분이 들었어?

권기순 : 저는 그저 남는 물건을 빌려준 건데 친구들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따듯해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권기순, 학생선수, 심층면담)

연구자 : 빈승이는 윤태한테 배려를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혹시 배려를 실천한 경험도

       있어?

이빈승 : 네. 저는 아파트 엘레베이터에서 배려를 실천한 경험이 있어요.

연구자 :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이빈승 :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할머니께서 짐을 많이 들고 타시는 거에요. 그런데, 그 할머

       니가 많이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내리실 때 같이 내려서 그 짐을

       집까지 같이 들어드렸어요. 누군가에게 배려를 받는 것도 행복한 일이지만 배려를

       실천하는 것도 기쁜 것 같아요.

(이빈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이처럼 축구부 훈련 및 생활에서 배려를 실천한 학생선수들은 학급생

활과 일상생활에서도 배려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였다. 권기순 학생선수는

다른 친구들의 감사 표현에 배려와 양보의 실천의지를 더욱 고양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이빈승 학생선수는 배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실

천하는 것 또한 의미 있음을 느꼈다. 이를 통해 배려의 가치에 대해 이

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생선수들은 축구부 생

활을 넘어 일상생활의 다양한 맥락, 상황 속에서 배려하기를 실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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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스킬을 습득해 나갔다.

3) 문제처리 잘 하기(Solve well) 관련 라이프스킬

학생선수들은 축구부 활동을 하며 다양한 상황 및 장면들을 경험하게

된다. 축구부에서의 훈련과 시합, 휴게실 생활 등의 과정을 통해 즐거움

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지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제들을 마주하기도

하였다. 즉, 학생선수들은 축구 훈련, 시합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모

습을 보여주거나 패배를 또는 부상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들

을 거치면서 학생선수들은 문제 사항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본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선수들은 교

육, 훈련, 생활 맥락에서 문제처리 잘 하기(Solve well) 관련 라이프스킬

을 개발할 수 있었다. 문제처리 잘 하기 관련 라이프스킬 발달로 학생선

수들은 문제 사항에 주눅 들지 않았고 문제 그 자체를 수용할 수 있었

다. 또한, 그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분석하였고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이

지를 고민하였다. 이와 함께 문제 사항과 관련하여 총괄적으로 반성함으

로써 본인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갔다. 이러한 학생선수들의

긍정적 역량은 축구부 맥락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발현되었다.

가) 문제 받아들이기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 생활을 통해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라

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선수들은 축구부의

맥락에서 직, 간접적으로 경험한 어려운 점, 힘든 점, 아쉬운 점 등을 이

야기 나누었다.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주변사람들은 문제점들을 어

떻게 받아들이고 조절해 나가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선수들은

개개인의 문제 수용과 극복 과정을 심화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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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때, 부상이나 경기 패배를 경험하

게 되었을 때, 지도자에게 꾸중을 들었을 때 등의 상황에서 학생선수들

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

었다. 다음은 축구부 맥락에서 학생선수들의 문제 받아들이기 라이프스

킬 수행을 이야기한 면담이다.

연구자 : 어머님께서 학생선수들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윤태 학부모 : 축구부가 단체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의를 꼭 지키게 해요. 훈련이나 

             시합이 끝났을 때도요.

연구자 : 어떠한 측면에서 예의를 강조하였나요?

김윤태 학부모 : 음...경기에 져서 그리고 힘들어서 누군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고 그러면

             그만하라 해요. 그 친구의 감정이 어떠한지는 잘 알지만, 친구 탓도 아니

             고 네가 친구 탓을 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며 패배나 힘든 점들을 

             받아 들이라 해요.      

(김윤태 학부모, 심층면담)

연구자 : 훈련, 시합의 과정에서 부상 입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한 친구들은 부상을

       이겨내기 위해 어떻게 생활해 나가고 있나요?   

박승지 코치 : 요즘에는 진승이 발목이 안 좋아요. 음... 제가 여기 학교로 오기 전에 재활 

           쪽에 있었거든요.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러 오죠. 일단, 얘네들에게 부상은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과정이라는 점을 알려줘요. 불안해하지 않게

           요. 그리고 나서 피로골절로 발목이 좋지 않을 때 하게 되는 프로그램들을

           가르쳐주죠. 진승이 같은 경우는 부상을 이겨내려는 의지도 강하고 워낙 성

           실해서 제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일찍 복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승지 코치, 심층면담)

위의 면담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축구부 생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들을 마주하였다. 김윤태 학부모의 경우, 학생선수

들이 훈련, 시합과정에서의 문제들을 불평하고 서로 언쟁하는 것을 못하

게 하였다. 이에, 학생선수들은 일련의 과정을 마친 후, 휴게실에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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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감정을 조절하였고 문제점을 탄력적으로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그

리고 박승지 코치는 본인의 선수시절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학생선수들

이 부상으로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갔다. 이에 학생선수들

은 본인의 부상을 예사롭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코치의 조언과 응원에

더욱 힘을 얻어 극복 의지를 다져나갔다. 축구부 맥락에서의 문제 받아

들이기 라이프스킬은 학생선수들의 학급생활로도 전이되었다.

우리 반에는 축구부가 2명이라서 빈승이와 나는 같은 팀을 할 수가 없다. 오늘 체육시간

에 발야구를 했는데 빈승이네 팀에 졌다. 다른 친구들은 남 탓을 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

았다. 괜히 서로 불평 하다보면 사이만 안 좋아지고 싸우게 되며 분위기만 망치기 때문이

다.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데, 힘들었다. 아쉬운 마음도 들었고 화도 났지만 나는 내가 열

심히 뛰지 않은 점을 먼저 반성하였다.

(강준민,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상기 라이프스킬 훈련일지에서 보여주듯이, 강준민 학생선수는 학급

체육시간에서의 패배를 수용적 자세로 받아들였다. 경기 결과에 대해 불

평하고 팀원들을 비난하는 게 팀 전체적으로 도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기에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되

돌아보며 발전을 지향해나가는 긍정의 모습 보여주었다. 즉, 학생선수들

은 본 운동부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어려움과 문제사항 등을 직, 간접적

으로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었고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지 배워나갔다.

나) 문제 분석하기

학생선수들은 본인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밀하게 탐

색할 수 있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학생선수들은 축구부 생활을 하

며 여러 부족한 점들을 살펴보았고, 개선 필요한 부분을 명확히 확인해

나갔다. 우선, 개인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문제점은 어떠

한 부분으로부터 기인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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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 팀 전체 상황을 아우르며, 팀 차원에서 아쉬운 점은 없는지,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등을 조망하였다. 다음은

축구 훈련 및 시합과정에서 문제 분석하기 라이프스킬을 실천한 학생선

수와의 면담이다.

연구자 : 리승이는 축구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어?

김리승 :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 3학년 때부터 축구부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형들과 같이

       훈련하면서 축구 실력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연구자 : 형들과 같이 훈련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 있어?

김리승 : 형들과 훈련하면서 제가 무엇을 못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시합때 제 경기 모습을 찍어주셔서 집에 돌아오면 저의 슈팅이나 패스 

       장면을 계속해서 되돌려 봐요. 또, Youtube와 Naver를 검색해서 내가 잘 

       못하는 것을 장점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요.

(김리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연구자 : 기순이는 시합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떠한 노력을 하니?

권기순 : 저는 중앙수비수라 뒤에 있으니까요. 다른 아이들이 어느 위치에 서있는지 잘 보

       여요. 그래서 친구들이 잘못된 곳에 있으면 자리 잡아야 하는 위치를 콜 해줘요. 

연구자 : 또 다른 부분도 있을까요?

권기순 : 시합 휴식시간 때 물 먹으면서 코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 때 말씀해주시는 

       부족한 점들을 귀 기울여 들어요. 또, 코치님이 후반전 경기 나가기 전 저희들 

       끼리 잠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거든요. 그 때 서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후반전에는 문제점을 함께 고쳐나가려 해요. 음....그리고 

       시합이 끝나게 되면 미팅을 하는데, 왜 우리 팀이 졌는지, 이길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팀이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요.

(권기순, 학생선수, 심층면담)

위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선수들은 축구부 훈련 및 시합에

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김리승 학생선수의 경우

개인적 차원에서 본인의 어떠한 기량이 부족한지 명확히 파악하였다. 특

히 함께 훈련하는 동료 또는 인터넷에서의 우수 사례와 본인모습을 비교

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수 있었다. 권기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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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는 팀 차원에서 아쉬운 점, 개선 필요한 점을 확인하였다. 스스로 분

석함으로써 또는 지도자의 조언, 동료들과의 소통을 통해 학생선수들은

팀의 문제점을 파악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은 시합 진행 과정 중에 일어

날 뿐만 아니라 시합 끝나고 나서도 이어졌다. 축구부 생활에서의 문제

분석하기 라이프스킬은 학생선수들의 일상생활 맥락으로도 전이되어 나

타났다.

요즘 체육시간에 티볼을 하는데, 잘 못하는 것 같다. 나는 티볼에 재미를 느끼지 않기 때

문에 노력을 별로 하지 않는다. 의욕 없이 참여하며 하는 것을 귀찮아한다. 그리고 포기할 

때도 있다. 경기에서 지고 있을 때 ‘당연히 지겠지. 대충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나의 자세를 반성하고 고쳐 앞으로는 모든 체육시간에 열심히 참여해야겠다.   

(김리승,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학급회의에서 이야기 나왔던 우리 반의 시끄러운 점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았다. 우리 

반은 일단 활발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소리도 크고 장난도 심한 것 같다. 나

는 학급임원이므로 담임 선생님과 학급 친구들을 위해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좋은 학급분

위기를 위해 힘써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빈승,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이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학급생활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를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김리승 학생선수는 체육시간 티볼 수

업에의 소극적인 참여를 언급하였다. 개인 스스로 문제행동을 세밀하게

파악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다짐하였다. 이빈승 학생선수의 경우

학급임원으로서 현재 학급에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학급회의와 연

결 지어 학급 차원에서의 문제를 분명히 하였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였다.

학생선수들은 문제 분석하기 라이프스킬을 실천함으로써 개인 스스로의

성장, 본인이 속한 집단의 발달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파악

하게 되었다.

다) 문제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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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들은 축구부 활동을 통해 마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라이

프스킬을 습득하였다. 특히 본 교육,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위기, 어려움 해결방법들을 개발하고 연습할 수 있

었다. 개인적 차원에서 학생선수들은 각자의 부상 극복방법, 스트레스 해

소방안 등을 공유하였고, 본인만의 명언 글귀와 긍정의 self-talk을 만들

어 연습하며 어려움을 해결해나갈 수 있었다. 팀 차원에서 학생선수들은

다른 팀 경기를 관전하며 위기 극복의 우수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 팀만의 구호와 세레머니를 구안하고 실천함으로써 어려움 해결 방

안을 마련해나갔다. 이와 함께 축구부 생활과정에서의 문제 극복 장면을

역할극으로 나타내보며 구체적 수준에서 해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아래는 축구 훈련 및 시합과정에서 문제 해결하기 라이프스킬을 실천한

학생선수와의 면담이다.

연구자 : 우건이는 축구가 네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극복해 나가?

박우건 : 일단, 천천히 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을 하죠. 해결방안은 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연구자 : 어떻게 달라지는데?

박우건 :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에서 했던 것처럼 저만의 명언 ‘안 되면 될 때까지’와

       self-talk ‘할 수 있다’ 등을 되 뇌이며 마음자세를 다잡아요. 그리고 연습부족이

       문제면 저에게 필요한 훈련들을 계획 세워서 실력을 쌓아나가요. 또는 부상을 

       입게 되면,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최면을 걸고 회복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 같아요.

(박우건, 학생선수, 심층면담)

연구자 : 진우는 축구가 네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극복해 나가?

정진우 : 저는 골키퍼인데요. 저희 팀이 지고 있을 때나 아이들이 축 쳐져있을 때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연구자 : 어떠한 노력을 해?

정진우 : ‘분~위↑기 올려~~’ 이것을 많이 외치고요. 그리고 파이팅 외칠 때나 제스처 등을

       더욱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 팀에 활기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정진우, 학생선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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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여주듯이 학생선수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개인적 차원에서

그리고 팀 차원에서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다. 박우건 학생선수는

명언과 self-talk을 활용함으로써 어려움 극복에 대한 의지를 다질 수 있

었다. 그리고 본인이 지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방안들

을 고민하였고 이를 수행해 나갔다. 정진우 학생선수의 경우, 팀 전체적

으로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본인 팀만의 구호, 신호 등을 적극적으

로 외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를 통해 팀원들 간의 단합을 이

끌어낼 수 있었고, 팀 내에서의 소통도 더욱 활발해졌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 라이프스킬은 학생선수의 축구부 생활을 넘어 학교 수업장면에서도

긍정적 모습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 빈승이는 일상생활에서 문제, 어려움 등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해?

이빈승 : 체육시간 때 저희 팀이 지고 있으면 불평만 하기 보다는 친구들과 다양한 해결

       방안을 떠올려 보아요.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안들을 비교

       하고 제일 좋은 해결방안을 선택하게 되죠. 

연구자 : 체육시간에 팀과 팀 간의 경쟁 활동이었어?

이빈승 : 네. 주먹야구 활동할 때였어요. 저희 모둠 원들이랑 다양한 전략들을 직접 짜 

       보았어요. 그리고 비슷한 경우를 떠올리며 그 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생각

       해보기도 했어요. 주먹 야구할 때, 발야구나 티볼 경기에서 지고 있는 상항에서

       극복해 나갔던 것을 생각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빈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이처럼 학생선수들이 축구부 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던 모습들

은 학급 체육수업으로 전이되어 나타났다. 이빈승 학생선수는 주먹야구

체육수업에서 팀이 지고 있을 때 불평하고 좌절하기 보다는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이전의 유사한 경험, 사례 등을 참고하며

현재 문제의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

처럼 학생선수들은 축구부 생활에 국한되지 않고 문제 해결하기 라이프

스킬을 실천하였다. 학생선수들의 긍정적 라이프스킬 실천 모습은 이들

의 발전적 삶과 연결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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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반성하기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원으로 생활하며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라이

프스킬을 습득하였다. 학생선수들은 본인의 현재 모습, 상태를 스스로 돌

이켜 보았다. 이와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로

부터 배울만한 점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함께 본인이 속한

집단의 문제 대응 방식, 처리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학생선수들은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라이프스킬 실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었고 주변 친구들을 칭찬함으로써 반성하기를 습관화할 수 있었다. 다음

은 축구 훈련 및 시합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의 반성하기 라이프스킬과 관

련한 면담이다.

연구자 : 코치님은 학생선수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가장 강조하시나요?  

이제응 코치 : 저는 학생선수들에게 항상 반성하라고 이야기해요. 잘할 때도 반성하라 

            그러고 못 할 때도 반성하라 해요.  

연구자 : 어떠한 이유로 반성을 강조하시는 건가요?

이제응 코치 : 학생선수들은 계속 성장해나가는 단계에 있고, 축구가 완성되는 게 없거든요.

            지금 잠깐 잘하고 있어 보일 지라도 자만하지 말고, 더 성장해나가기 위해 

            반성하라고 하고요. 못할 때는 지금의 상태를 발판으로 해서 슬럼프를 이겨

            내라는 이유로 반성을 이야기하죠.

연구자 : 혹시 학생선수들이 반성하게끔 코치님이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응 코치 : 미팅을 자주 가져요. 훈련, 시합내용과 관련하여 수시로 미팅하면서 학생선수

            들이 스스로 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고, 어떠한 부분을 잘 했는지 생각하게

            해요.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다짐을 하게 하죠.

(이제응 코치, 심층면담)

연구자 : 원재는 축구부 생활을 되돌아보기 위해 평소 어떻게 해?

강원재 : 저는 라이프스킬 훈련일지를 써요.

연구자 : 라이프스킬 훈련일지에는 어떠한 내용을 적는데?

강원재 : 제가 훈련했던 것, 제가 스스로 반성했던 것, 코치님으로부터 조언들은 것 등을 

       적어요. 그리고 훈련장면에서 제가 라이프스킬을 실천했던 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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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스킬을 실천했던 것도 적고요.      

(강원재, 학생선수, 심층면담)

상기 면담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지난 모습들을 돌이

켜보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에 대해 지속 고민하였다. 이제응

코치는 학생선수들에게 반성하기를 강조하였다. 우수한 축구 기량의 학

생, 그렇지 않은 학생 구분 없이 학생선수 개개인별 각자 나름대로 반성

하며 생활해 나가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라이프스킬 미팅을 수시로 진행

하면서 학생선수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팀 전체 차원에서 여러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게 하였다. 강원재 학생선수는 라이

프스킬 훈련일지 작성을 통해 본인과 팀의 훈련 모습을 일상생활과 연계

하여 반성하였다. 훈련모습과 관련하여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지도자로

부터의 조언을 회상함으로써 앞으로 실천할 과제들에 대해 다짐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축구 맥락에서의 반성하기 모습은 일

상생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요즘 코치님에게 칭찬을 많이 들어서 느슨해진 것 같다. 나보다 잘하는 애도 많은데. 그

래서 이번 주말리그 때 진 것 같다. 경기에서 내가 실수한 점은 무엇인지, 다른 친구가 실

수한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해결책도 고민해봤다. 축구시합과 비슷하게 

수학시험 후에도 반성을 했다. 얼마 전에 수학 단원평가를 쳤다. 내가 어떠한 점에서 수학

을 잘 못하는지, 어떠한 수학문제집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반성하였다. 이번 시험은 

노력을 많이 안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다.   

(강원재,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위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에서 알 수 있듯이, 강원재 학생선수는 축

구 훈련 상황뿐만 아니라 학교생활로도 반성하기 라이프스킬을 확장하여

실천하였다. 축구 시합 후 자신의 모습과 동료들의 모습을 되돌아 본 것

처럼 수학 평가 후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반성하였고 개선,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처럼 학생선수들은 반성하기 라이프스킬 습득을 통

해 우선적으로 본인의 상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 그리고 부족함을

채우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여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측면들



- 164 -

을 지속적으로 성찰하였다.

4) 미래준비 잘 하기(Hope well) 관련 라이프스킬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 생활을 통해 본인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구

체적으로 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선수들은 운동부 생활과 연계하여 본

인의 진로를 개척하였고 직업을 탐색하였다. 본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에

서는 학생선수들의 진로방향을 운동선수, 감독, 코치 등 시합·경기 전문

가 영역으로 국한하지 않고 체육 분야의 다양한 영역들로 확장하였다.

또한, 학생선수들이 자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의 진로를

단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학생선수들

은 미래준비 잘 하기(Hope well) 관련 라이프스킬을 개발할 수 있었다.

우선 학생선수들은 본인의 성격, 흥미, 특기 등을 파악하고, 이를 본인의

꿈과 연계시켜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인의 진로를 넓은 시야에

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과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실제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생선수들

의 긍정적 성장 모습은 축구부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도 전이되어

나타났다.

가) 자기 이해하기

학생선수들은 미래준비를 위해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이해하는 라

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자기 자신의 성격 및 특성을 파악해야 본인에게

적합한 진로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 성격유형 검사를 해봄으로써 학생선수들은 본인의 직업 적성을 명

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선수들은 Holland 흥미 적성 검사, MBTI

성격유형 검사결과를 본인의 축구부 생활 및 일상의 모습과 연계하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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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나갔다. 다음은 진로설정에서 자기 이해하

기 라이프스킬을 실천한 학생선수와의 면담이다.

연구자 : 경상이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워?

이경상 : 저는 축구하면서 골 넣을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연구자 : 가장 잘하는 것은 뭐야?

이경상 : 축구부니까 축구를 제일 잘 하는 것 같아요. 슛팅, 킥, 스피드를 살리며 드리블,

       페널티킥 차는 것을 잘 해요. 

연구자 : 경상이한테 축구는 뭐 어떠한 존재니?

이경상 : 저는 축구가 저의 모든 것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축구한테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고 지금도 축구는 저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축구를 해왔고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꼭 이루어야 하는 저의 꿈이에요. 

(이경상, 학생선수, 심층면담)

연구자 : 윤환이는 어떤 활동을 할 때 흥미를 느껴?

장윤환 : 저는 스포츠, 축구에 가장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골 넣으면 그 골 맛이

       너무 좋거든요.

연구자 : 나중에 되고 싶은 건?

장윤환 : 운동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니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유명해지고 싶고요.

연구자 : 윤환이의 장점, 특기는 무엇이니?

장윤환 : 저는 키가 작지만 달리기가 빠르고 성실해요. 축구에서 빠르면 유리하고요. 또한 

       훈련을 건성으로 하지 않고 거의 다 열심히 참여해요.  

(장윤환, 학생선수, 심층면담)

연구자 : 진승이는 축구말고 잘하는 부분은 뭐가 있어?

이진승 : 음... 저는 가르치는 것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연구자 : 누구에게 가르쳐준 경험이 있어?

이진승 : 축구부에서 후배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준 적도 있어요. 준환이랑 지한이가 칭찬을

       해줬어요. 제가 단어나 문장으로 설명을 잘하는 것 같다고요.

연구자 : 너는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진승 : 가르치는 게 뭔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가 활발하기도 하고 누군가와

       잘 친해지니깐 코치님, 체육 선생님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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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상기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선수들은 본인의 흥미와 특기

등을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였다. 이경상, 장윤환 학생선수 모두 축구

활동에 가장 큰 흥미를 지니고 있었으며, 본인의 특기 또한 축구 기능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축구선수로의 꿈을 키워 나갔

다. 학생선수들의 꿈은 대부분 축구선수에 집중되어 있었다. 한편, 감독

교사인 본 연구자는 학생선수들에게 진로 관련 시야 확장의 필요성을 언

급하였다. 이에 본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축구선수 외 다른 분야의 진로

를 고려하기도 하였다. 이진승 학생선수의 경우 축구부 훈련에서 후배들

을 가르쳐 봄으로써, 진로에 대한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다. 특히, 주변

동료들이 그의 교수 방법에 대해 응원하였기에 그리고 본인의 성향과 가

르치는 일이 어울린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는 운동부 지도자, 체육교

사로서의 성장을 함께 꿈꾸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생선수

들은 본인의 모습, 특성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축구선수 및 다방면

의 진로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나) 진로 탐색하기

학생선수들은 축구부 생활과 함께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라이프스

킬을 습득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학생선수들은 선배 축구선수들과 함

께 시간을 보내며 선수로서의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

었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낸 책과

영상 등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시각은 확장되었다. 아울러 본 프로그램을

교내 별도의 진로 프로그램과 연계함으로써 학부모들이 소개해주는 본인

의 직업을 스포츠와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선

수들은 축구 경기장과 스포츠 세계에 종사하는 직업이 선수에 국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아래는 진로탐색 라이프스킬과 관련한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와 연구자의 감독교사 일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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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진로교육은 U-20월드컵 준우승 멤버인 정호진 선수였다. 만나기 전에 너무 떨렸고, 

기대되었다. 정호진 선수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 좋은 결

과가 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주었

다. 정호진 선수와 볼도 차고 사진도 찍고 싸인도 받았다. 진로교육을 하는 사람이 내꿈

과 관련있어 좋았다. 나도 라스초에 이름을 남길 것이고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어 우리학

교 후배들에게 진로교육을 하고 싶다.    

(강원재,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 진로 영상자료를 보여주고 실제 사례들을 활용하며, 스포츠 세계에

서의 진로가 다양함을 알려주었다. 학생선수들은 ‘축구선수’, ‘감독·코치’ 진로를 가장 선호하

였다. 이 밖에 ‘선수 에이전트’, ‘스포츠 아나운서 및 기자’, ‘해설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팀 닥터’, ‘팀 셰프’ 등의 진로에 관심을 보인다. 

(감독교사 일지, 2019년 9월 25일)

위에 나타나 있듯이 학생선수들은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진로 방향을

탐색해나갔다. 특히, 축구선수로 활약 중인 선배들과의 만남은 학생선수

들이 운동선수 진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선수들

다수가 선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독, 코치, 선수 에이전트를 희

망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에의 노출, 사회적 인식 등의 영향으로

‘스포츠 아나운서 및 기자’, ‘해설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팀 닥터’, ‘팀

셰프’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다양한 진로방향에 대해 스스로 조사

하고 알아보았다. 이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스포츠 세계의 진로들을 폭

넓고 심도 깊게 탐색해 나갔다.

다) 진로 디자인하기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 생활을 함으로써 본인의 진로를 디자인하며

실천하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학생선수들은 본인이 선택한 진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제로 실천해 나갔다. 본 교육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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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에서 학생선수들은 본인의 롤 모델 축구선수, 존경하는 인물 등에 대

해 알아보았다. 이들의 장점 및 특징은 무엇인지, 평소 생활모습은 어떠

한지, 학생선수 본인이 배울만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받고 싶은 인물들처럼 성장하기 위해 훈련 프로그램이나 실제 생활에

서 모범적인 자세, 태도 등을 실천하였고 연습해 나갔다. 다음은 진로 디

자인하기 라이프스킬과 관련한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와 학부

모 면담이다.

내 꿈은 축구선수다. 그래서 매일 새벽 아침밥 먹기 전에 학교운동장을 뛴다. 코치님의 말

씀을 들으며 볼 컨트롤, 체력, 패스 등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시합 때 마다 찾아와서 시합장면을 촬영해 주시는데, 시합 끝나면 아버지와 

그 영상을 함께 분석한다. 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반 다이크 선수 훈련영상을 Youtube

로 보며 휼륭한 중앙수비수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속 생각한다.   

(권기순,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연구자 : 아버님께서는 우건이가 어떠한 진로로 나아가길 원하시나요?   

박우건 학부모 : 저는 우건이에게 축구선수만을 강요하지 않아요. 아직은 우건이의 진로를

             열어두려고 해요. 음... 의사가 되는 것도 좋고 외국에 나갔다와서 교수를 

             해도 좋으니깐요.

연구자 : 그래서 우건이를 어떻게 이끌어주시나요?

박우건 학부모 : 우건이에게 이야기를 해요. 축구선수만을 바라보진 말자고요. 우건이는 축구

             선수가 안 된다면, 축구팀 의료진으로 일하고 싶어 해요. 선수처럼 필드에서

             일할 수 있으니깐요. 그래서 우건이는 축구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EBS 강의를 듣고, 문제집을 풀어요. 매일 스스로 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공부하는 분위기 만들려고 옆에서 독서를 하죠. 그럼 우건이도 공부를 다 

             하고 제 옆에서 책을 따라 읽어요.         

(박우건 학부모, 심층면담)

위에서 보여주듯이 학생선수들은 본인의 희망진로에 따라 적합한 계

획을 세우고 노력해 나갔다. 권기순 학생선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훈련

에 집중하였으며 평소 생활도 축구 선수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본인의 롤 모델 선수를 마음속에 되새기며, 본인의 의지를 더욱 굳



- 169 -

건히 하였다. 박우건 학생선수의 경우 축구 선수외의 진로에도 관심을

보이며, 학업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수생활을 중도에

그만두게 될 때를 대비하여 학력 증진과 소양 함양을 위해 훈련 후에도

개별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진로 디자인하기 라

이프스킬을 함양함으로써 본인이 원하는 성장 방향을 향해 구체적 접근

방식으로 노력해 나갔다.

라) 장기계획 설계하기

학생선수들은 본인의 진로에 대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설계해 나가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하였다. 학생선수들은 본인의 흥미와 특기를 확인하고,

원하는 진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였다. 일일 생활 계

획과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진 생애주기별 계획을 함께 구상해봄으로써

학생선수들은 본인의 미래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하여 살펴보게 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가상의 미래 자서전, 명함 만들기 활동은 훈

련 프로그램에서의 일일 훈련, 휴게실 생활에서의 평소 모습들과 연결되

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선수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

해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다. 아래는 장기적 계획을 체계적으로 설

계해 나가는 학생선수와의 면담이다.

연구자 : 리승이는 앞으로 00초 졸업 후 계획이 어떻게 돼?

김리승 : 저는 서울 FC 산하 팀인 오산중이나 온유 형, 준희 형처럼 목동중에 가고 싶어요.

연구자 : 그 다음에는?

김리승 : 고등학교도 오산고등학교나 매탄고등학교 같은 프로 팀 고등학교로 가고 싶죠.

       대학교는 코치님이 나온 고려대학교 갔으면 하고요.

연구자 : 대학교 이후에는?

김리승 : 대학교 때 정호진 선수처럼 U-20월드컵에 참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독일로 유학을 가고 독일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뒤 프리미어리그로 가죠.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월드컵에도 나갈거에요. 20대 때까지 그렇게 생활하다가

       30대 때에는 K리그로 돌아와서 좀 더 뛰다가 은퇴할거에요. 40대 때에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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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프로팀의 감독, 코치가 될 거고요. 50대 때에는 박항서, 허정무 감독님처럼

       우리나라나 외국 팀 국가대표 감독이 되고 싶어요.  

(김리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연구자 : 헌승이는 앞으로 인생계획이 어떻게 돼?

이헌승 : 축구부를 계속하면서 영어 공부도 함께 열심히 할 거에요. 저는 중학교로 미국

       가거든요. 

연구자 : 미국에 있는 중학교 가서도 축구부 계속 할 거야?

이헌승 : 네. 축구 계속할거에요. 그런데 아빠가 제가 발목을 자주 다친다면서 선수생활 

       끝나면 어떻게 할래? 그러셨어요. 그 때 팀 닥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축구하면서 공부도 함께 해 나갈 것이라 말씀드렸죠.

연구자 : 그랬더니 아버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어?

이헌승 : 저희 아빠도 의사거든요. 아빠가 약간 놀라하시면서 제 말이 맞다고 해주셨어요.

       제가 축구 선수로 필드에 있었으니, 의사가 되면 운동선수들이 다쳤을 때 저를

       믿고 저의 병원으로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셨어요. 그리고 공부는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하자라고 하셨어요.  

연구자 : 그러면 앞으로 미국 중학교 진학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돼?

이헌승 : 음...미국에 가서 축구와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할 거에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축구   

        선수로 열심히 할 거고요. 대학교 때는 의대로 진학해서 의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거에요. 정형외과를 전공할거에요. 30대 때에는 토튼햄이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축구팀 팀 닥터가 될 거고요. 40대쯤에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주치의로 일하고 싶어요.  

(이헌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상기 면담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선수들은 자신의 꿈과 관련하여 생

애주기별 미래를 계회하고 있었다. 김리승 학생선수의 경우, 축구 경기분

야 진로에 집중하였다. 축구 선수로서의 활약과 함께 지도자로서의 인생

을 함께 꿈꾸었다. 이헌승 학생선수는 운동선수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는 팀 닥터 진로도 함께 생각하였다. 선수, 지도자와 같이 경기를 직접

적으로 수행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진로에 관심을

보이며 확장된 시야를 가지게 되었다. 이상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학

생선수들은 어떠한 직업을 성취하는 단일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삶

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자신의 인생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그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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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발휘 유형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 학생선수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라이프스킬들을 습득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라이프스킬의 발휘 모

습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다<그림 30 참조>. 우선, 주변 권유형의 학생선

수는 본인이 습득한 라이프스킬을 주위 사람들도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함

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들은 설득의 언어 표현, 모범적 행동 등을 통해

친구 및 동료들의 라이프스킬 실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다음으로,

모범 실천형의 학생선수는 함양한 라이프스킬들을 발휘하는데 집중하였

다. 이들은 다양한 라이프스킬들을 여러 맥락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데

힘을 쏟았다. 또한, 중도 이탈형의 학생선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라이

프스킬 실천에서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라이프스킬을 접하게

된 초기에 이들은 라이프스킬 실천의 가치를 확인하였고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다. 하지만, 생활 과정 속에서 여러 요인들로 인해 학생선

수들은 라이프스킬 실천을 점차 외면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속 냉담

형의 학생선수는 라이프스킬에 대해 어떠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들은

라이프스킬을 다루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그림 30.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발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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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변 권유형

주변 권유형 학생선수들은 본인이 함양한 라이프스킬을 주위 사람들

에게 장려하고 실천을 권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생선수들은 축구

부 내에서, 학급 및 일상에서 본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의 확

산을 강조하였다. 학생선수들은 팀 동료 및 후배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라이프스킬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독려하기도 간접적으로 영향

을 주기도 하였다. 다음은 축구부 훈련·시합 맥락 속에서 라이프스킬 실

천을 직접적으로 권유하는 장면과 관련한 연구자의 감독교사 일지, 학생

선수와의 면담이다.

오후 5시 20분쯤 훈련을 마친 후, 리승이는 진서에게 ‘진서야 라이프스킬 실천해야지!’ 라

는 말을 하였다. 학생이 라이프스킬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 들었기에 

나는 어떠한 상황인지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진서가 훈련 준비와 정리 과정에서 콘, 마커 

담당인데 뒷정리에 소홀히 임했던 것이다. 그래서 리승이는 진서에게 ‘책임과 역할을 다해

야지!’라는 말을 ‘라이프스킬 실천해야지!’로 표현하고 있었다.

(감독교사 일지, 2019년 4월 12일)

연구자 : 원재는 경기장에서 스포츠맨십을 지킨 경험이 있어?

강원재 : 네. 예전에 코너킥 상황에서 볼 경합하다가 골키퍼를 실수로 차게 되었어요. 처음

       에는 그냥 저희 팀 진영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기순 형과 다른 형들이 상대 팀

       으로 되돌아가서 사과하라고 했어요.

연구자 : 그래서 사과를 하러 갔어?

강원재 : 네. 뛰어가서 사과했죠. 처음에는 골키퍼도 저에게 짜증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제가 사과해서 마음이 풀렸을 것 같아요. 저도 사과를 해서 경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강원재, 학생선수, 심층면담)

이와 같이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실천 권유 모습은 축구 훈련 및

시합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학생선수들은 각 상황별 본인의 기

준에 부합하는 라이프스킬을 주변 팀 동료, 후배들이 실천해 나가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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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구하였다. 본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에서의 여러 교육적 장치들은 학생

선수들이 라이프스킬 개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특히

라이프스킬 실천을 구체적 사례와 관련지어 살펴봄으로써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을 실제 맥락 속 행동들과 연계하여 이해하였다. 그리고 주변

인들이 다양한 삶 영역에서 긍정적 역량을 발휘해 나가게끔 이끌어 줄

수 있었다.

이에, 김리승 학생선수는 라이프스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료에

게 라이프스킬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며, 책임감 있는 행동의 변화

모습을 요구하였다. 즉, 목표수행 잘 하기 관련 라이프스킬에 주목하며,

해당 학생이 본인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완수해 나가게끔 독려하였다.

또한, 강원재 학생선수의 경우 선배의 조언에 따라 상대팀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비록 경쟁하는 사이일지라도 상대를 존중하였으며

본인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 즉각 사과하였다. 선배 학생선수들은 상호작

용 잘 하기 관련 라이프스킬의 일환으로 후배에게 스포츠맨십 실천을 강

조하였다. 한편,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실천 권유는 축구부 훈련, 시

합 장면 밖에서 나타나기도 하였다.

연구자 : 헌승이는 6학년으로서 축구부에서 어떠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

이헌승 : 재성이가 공부를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휴게실에서 제가 하루에 30분씩 영어랑

       수학을 가르쳐주었어요. 

연구자 : 혹시, 라이프스킬로 영향을 준 것도 있을까?

이헌승 : 음... 재성이는 자기가 무엇이 부족한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 가르쳐줄

       때 네가 잘 못하는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줬죠. 

연구자 : 그러니, 재성이는 뭐라고 했어?

이헌승 : 재성이가 조금 생각해보더니 영어는 단어가 부족하고, 수학은 계산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해줬죠.  

(이헌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연구자 : 휴게실에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과 이야기 나눈 것 중에 도움 되었던 게 있어?  

권기순 : 네. 저는 온유형이랑 이야기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연구자 : 작년에 졸업한 온유랑은 어떠한 이야기를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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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순 : 온유형 아버지가 축구선수셨잖아요. 그래서 축구선수가 되기 위한 과정들에 대해

       더 잘 아는 것 같았어요. 온유 형 아버지는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 어떻게 훈련

       하고 생활 했는지를 들을 수 있었고요. 온유 형도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해 나가는

       지를 이야기해줘서 저도 많이 생각하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권기순, 학생선수, 심층면담)

연구자 : 라이프스킬 온도계, 우체통이 중간 중간에 사용되었잖아. 어땠어?

김윤태 :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하니깐 라이프스킬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김윤태 : 코치님이 저랑 기순이처럼 축구부 오래한 선배들이 팀의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라이프스킬 온도계를 자주 체크하면서 다른 아이들한테 라이프

       스킬을 꾸준히 실천해서 온도를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체통에 넣을 

       편지를 쓸 때도 라이프스킬과 관련지어요. 재성이한테는 경기 끝나고 지게 되더라도  

       화내지 말자고 편지를 썼고요.

연구자 : 휴게실에서 반성할 수 있었겠네. 

김윤태 : 네. 라이프스킬에 대해 친구들이나 동생들과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김윤태, 학생선수, 심층면담)

위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권유는

축구부 휴게실 생활에서도 이루어졌다. 즉, 축구부 훈련 및 시합에서의

상황뿐만 아니라, 학생선수들은 휴게실에서도 축구부원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며 주변 동료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을 이끌어주었다. 휴게실에

서는 그 자체 맥락으로 그리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라이프

스킬 실천이 이루어졌다. 학생선수들은 다양한 맥락의 실제 생활 장면

속에서 서로의 라이프스킬 실천에 관심을 가지며 긍정의 학교운동부 문

화를 조성해 나가고 있었다.

이헌승 학생선수는 휴게실에서 학습력이 부족한 후배를 지도하며 문

제처리 잘 하기 관련 라이프스킬을 강조하였음을 이야기 하였다. 후배에

게 마주하는 문제들을 정확히 분석해야 이에 적절한 대처방안,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파악할 것을 권유하였다. 권기순 학생선수의 경우, 졸업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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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와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진로 탐색하기 · 진로 디자인하기 라이프스킬

을 자극받았다. 주변의 사람들이 축구선수로의 성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

을 했는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 들으며 본인의 진로 계획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다. 특히, 본인들과 유사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인들 보다 경험이 풍부한 선배의 진로역량 실천에 대한 권유였기에,

학생선수들은 더욱 집중하고 귀담아 들었다. 김윤태 학생선수는 교육 프

로그램의 연장선으로 휴게실에서 라이프스킬 실천 환경이 조성됨을 이야

기하였다. 휴게실에서의 여러 교육적 장치들은 학생선수들 간에 라이프

스킬을 소재로 이야기가 오고 가게 하였다. 학생선수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라이프스킬 실천에 대해 조언해줄 수 있었다. 아래는 학급생

활에서 라이프스킬 실천에 대한 권유 모습을 드러낸 면담들이다.

연구자 : 헌승이는 학급 친구들에게 라이프스킬과 관련하여 좋은 조언을 해준 게 있을까?

이헌승 : 음... 체육시간 때요. 애들한테 라이프스킬을 이야기해줘요.   

연구자 : 뭐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헌승 : 운동할 때의 좋은 모습이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연구자 : 어떠한 장면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

이헌승 :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체육 못하는 것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의 장점을 함께 생각하자고 했어요. 여자애들은 체육보다 미술을 잘 하니까요.

       체육 시간 때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욕하지 말자고 했죠. 그렇게 하면 미술시간

       에 여학생들은 저희를 도와주니까요.  

(이헌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연구자 : 기순이는 학급 친구들에게 라이프스킬로 좋은 영향을 준 게 있어?

권기순 : 네.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 어떠한 부분에서 있는 것 같아?

권기순 : 제가 하는 말을 따라 해요. 훈련시간 때 쓰는 라이프스킬 구호들을 가끔 하거든요. 

연구자 : 그 구호를 이야기했던 상황들을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권기순 : 다른 친구들이 힘 없을 때나 축 쳐져 있으면 코치님이 저희에게 쓰는 ‘에너지’를

       말해요. 그리고 체육시간에 우리 팀이 축 쳐져있으면 ‘분위기 올려’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상대를 믿어준다는 제스처를 하기도 해요. 제가 몇 번 했는데, 다른 

       친구들도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그 친구들도 제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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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과 똑같이 따라 해서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 가려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들이 뭔가 매력적인가 봐요. 

(권기순, 학생선수, 심층면담)

이처럼 학생선수들은 학급생활에서 주변 친구들에게 라이프스킬 실천

을 독려하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운동부 훈련

시간과 유사한 체육시간 그리고 학급생활에서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이헌승 학생선수는 주변 친구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라이프스킬을 주

위에 권하였고, 이는 긍정적 학급 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특

히, 친구들과 상호작용하게 될 때 단점보다는 장점에 주목할 것을 강조

하였다. 권기순 학생선수의 경우 축구부 훈련 장면에서 활용했던 라이프

스킬 언어, 제스처를 학급에서도 사용하였다.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따라할 수 있기에 그리고 특유의 리듬감, 어조, 박자가 녹아들어 있

기에 주위 친구들은 이를 사용하고 싶어 했다. 학생선수의 영향으로 학

급 친구들 또한 주위 친구들을 격려, 응원, 칭찬해 주어야 할 상황에서

라이프스킬 언어, 제스처를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

럼 학생선수들은 축구부 훈련에서, 휴게실 및 일상생활 등의 장면에서

라이프스킬 실천을 주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권유함으로써 또는 간접

적으로 제안함으로써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2) 모범 실천형

모범 실천형 학생선수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함양하게 된 라이프스

킬들을 충실하게 실천해 나갔다. 즉, 학생선수들은 다층적 교육 장면에

서, 다양한 생활 영역 및 범위에서 라이프스킬을 실천하였다. 본 학교운

동부 프로그램은 라이프스킬 개발, 학생선수 삶, 스포츠 성격, 사회적 환

경 등의 특성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에 수직적으로는 교육, 훈련, 휴

게실·일상생활의 장면에서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목표수행 잘 하기(Work

well), 상호작용 잘 하기(Interact well), 문제처리 잘 하기(Solve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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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준비 잘 하기(Hope well)와 관련한 실제생활 영역 및 범위에서 학생

선수들은 라이프스킬들을 실천하였다. 다음은 여러 교육적 장면 속에서

라이프스킬을 실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는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훈련

일지이다.

훈련에서 아웃사이드-인사이드 연결 드리블을 처음 배웠다. 코치님께서는 경기 때 이 기술

을 많이 써먹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양발을 번갈아가며 같

이 사용해야 해서 어려웠고 처음 시도 해봐서 잘 안 되었다. 아직 많이 서툴지만, 훈련 

끝나고 매일 10번씩 그리고 주말에도 연습을 계속해서 이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3개월 후... 

코치님께서 미팅 때 칭찬을 해주셨다. 배운 것을 실전에서 시도한 게 훌륭하다고 이야기하

시며 잘했다고 해주셨다. 오늘 숏 게임 때 조끼 팀을 아웃사이드-인사이드 연결 드리블로 

2번 제쳤다. 코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술인데, 잘 써먹은 것 같다. 처음에는 이것을 

잘 못했는데, 매일 연습했더니, 결국 나의 특기기술이 된 것 같다.

(박우건,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연구자 : 어머님께서 알고 계시는 윤태의 학교생활은 어떠한가요?

김윤태 학부모 : 담임 선생님께서 윤태를 엄청 예뻐해 주세요. 학부모 공개수업 날 윤태가

             발표할 때 ‘공부와 운동 모두 잘하는 모범 어린이 김윤태’라고 불러

             주시더라고요. 제가 엄청 부끄러웠는데요. 윤태가 원래는 잘 웃지도 

             않고 무뚝뚝하고 그렇거든요. 축구부하면서 성격 부분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연구자 :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윤태 학부모 :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윤태가 축구부 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장점

             을 먼저 바라보게 되었거든요. 반에서 제일 말썽을 부리는 친구가 있어요. 

             재희라는 친구인데, 재희가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고 안 좋게 보일 수도 있

             는데요. 윤태는 그 친구를 고정관념, 편견 없이 바라보면서 친구로 대해

             주더라고요. 재희가 아재 개그는 잘 한다면서, 그 친구가 잘하는 것에 대

             해 좀 더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교생활도 친구들이랑 잘 지내

             는 것 같아요.

(김윤태 어머님, 학부모,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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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여주듯이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 실천은 교육, 훈

련, 생활의 장면에서 수직적으로 심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학생선수

들은 라이프스킬을 교육, 훈련, 생활의 연결된 맥락 속에서 실천해 나가

고 있었다. 박우건 학생선수는 훈련 장면에서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육 프

로그램 활동에 참여했던 것처럼 이루고자 하는 바를 명확한 목표로 설정

하였고 계획을 수행해 나갔다. 즉, 교육에서의 목표 설정과 계획 실천 경

험은 훈련장면으로도 심화 연결되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부정적인

면, 단점보다는 긍정적 면, 장점에 집중해야 한다는 김윤태 학부모의 조

언은 학생선수들의 축구부 휴게실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의 학급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 학생선수들이 주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은 휴게

실에 이어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발현은 다양한 교육적 장면으로 연결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실천은 수직적 심화의 모습뿐만 아니라 수평적

확장의 양상으로도 드러났다.

연구자 : 원재는 선생님과 함께한 교육 어땠어?

강원재 : 좋은 것 같아요.

연구자 :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있을까?

강원재 : 선생님과 수요일 교육을 함께해서 라이프스킬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 어떠한 라이프스킬을 기르게 되었는데?

강원재 : 음... 저는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것들은 다 기록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연구자 :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강원재 : 목표랑 계획표 세워서 시간 관리에 노력해요. 저희 팀원들과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려하고요. 그리고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죠. 

       마지막으로 축구선수로서의 제 꿈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강원재, 학생선수, 심층면담)

연구자 : 선생님과 함께한 교육과 기순이가 기르게 된 라이프스킬을 관련지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

권기순 : 교육에서 생활계획표를 썼잖아요. 그것을 학기 중에 꾸준히 실천했거든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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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때에도 큰 목표를 먼저 세우고 생활계획표를 짜서 계속 해나갔어요.   

연구자 : 다른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부분은?

권기순 : 이영표, 박지성 선수 악수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선

       수가 이영표 선수거든요. 그리고 내년 되면 지금 친구들이랑 다른 학교로 가게

       되잖아요. 같은 팀이었던 지금 친구들과 다른 팀으로 경기를 하게 될지라도 

       스포츠맨십을 지키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 또 다른 부분은 없을까?

권기순 : 음... ‘문제처리 잘 하기’와 ‘미래준비 잘 하기’에서요. 평소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라이프스킬 훈련일지를 계속 써요. 코치님의 시범이나 유튜브 영상

       에서 좋은 자세들을 보고 제가 배울만한 점들을 기록해요. 고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요. 이러한 과정들은 제가 축구선수로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 될 것이라 봐요.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려면 이러한 것들을 다 

       해야 하니까요.

(권기순, 학생선수, 심층면담)

이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어느 한 영역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삶

의 다양한 장면에서 라이프스킬을 개발, 실천해 나갔다. 즉, 학생선수들

의 라이프스킬 실천 영역은 여러 장면을 걸쳐 수평적으로 넓게 나타났

다. 학생선수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목표수행 잘 하기(Work

well), 상호작용 잘 하기(Interact well), 문제처리 잘 하기(Solve well),

미래준비 잘 하기(Hope well) 관련 라이프스킬을 통합적으로 함양할 수

있었다. 특히, 축구부원으로서의 생활 모습을 기반으로 한 라이프스킬 함

양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은 실제적 맥락의 긍정 역량들을

개발하게 되었다.

강원재 학생선수는 본 연구자의 라이프스킬 교육 영향으로 상기 4가

지 주제 영역의 라이프스킬을 총체적으로 습득해 나갔다. 이에 교육 프

로그램에서 인지하게 된 라이프스킬들을 훈련과 일상생활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실천하였다. 권기순 학생선수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훈련, 시합, 일상생활의 장면에서 라이프스킬을 실천하고 있음을 이야기

하였다. 프로그램 내용과 마찬가지로 전이되는 라이프스킬도 학생선수들

의 실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목표수행, 상호작용, 문제처리, 미래준

비 기술들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은 수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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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장된 삶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학생선수들은 다양한 영역과

관련한 라이프스킬들을 함양함과 동시에 특정 영역 범위에서 역량 개발

의 모습이 두드러지기도 하였다.

학생선수 각자 중요시 하는 라이프스킬 영역이 다른 것 같다. 우건이는 평소 목표수행 잘 

하기 관련 라이프스킬에 집중을 한다. 본인이 이루고자하는 바에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주었다. 반면, 헌승이의 경우 상호작용 잘 하기 라이프스킬에 

집중을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어 나가는 것에 관심을 많이 쏟았다. 특히, 경

기장에서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을지라도 팀 대표로 넘어져 있는 상대를 먼저 일으켜주

기도 하며,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 해나갔다. 

(감독교사 일지, 2019년 10월 1일)

위의 감독교사 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선수들마다 중시하는

라이프스킬에 차이가 있었다. 학생선수들의 성격 및 성향에 따라 그리고

생각하는바 등에 따라 중점 실천 영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박우건 학생

선수의 경우 목표 지향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축구선수로의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헌승 학생선수의

경우 관계지향형 특성에 따라 주변 친구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생활해

나가는 것을 우선시 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본인만의 특색 있

는 강점 라이프스킬을 개발해 나갔다. 이러한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실천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또는 무의식 속에서 나왔다.

연구자 : 우건이는 목표수행 잘 하기 라이프스킬에서 뛰어난 것 같은데, 이를 위한 너의 

       방법이 있어?

박우건 : 생각을 많이 하고요. 마음속으로 다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놀고 싶고

       쉬고 싶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참아내야죠. 

       목표수행 잘 하기 라이프스킬은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박우건, 학생선수, 심층면담)

연구자 : 헌승아, 화랑대기 첫 번째 경기 때 네가 상대 팀원 일으켜주고 무엇인가 말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봤었는데,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이헌승 : 제주 중문이랑 할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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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응, 맞아. 그 때 경기 장면 중에 그랬던 것 같아.

이헌승 : 아... 그 때 상대팀에 아이가 윤태랑 볼 경합 중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넘어져

       있길래 손 내밀고 일으켜 세워줬죠. 그 친구가 바로 못 일어나더라고요.

연구자 : 그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해?

이헌승 : 제가 가장 가까이 있기도 했고 그냥 먼저 나서서 했어요. 그냥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했어요.

(이헌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이처럼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발현 모습은 실천을 향한 의도적인

노력 속에서 혹은 무의식의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나타나게 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박우건 학생선수의 경우 목표수행 잘 하기 관련 라이프스

킬 실천을 위해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짐하며, 실

천 의지를 강화해 나갔다. 반면, 이헌승 학생선수는 생활하는 삶의 과정

속에서 별 다른 의식 없이 상호작용 잘 하기 관련 라이프스킬을 자연스

럽게 실천해 나갔다.

이상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교육, 훈련, 휴게실 생활

및 일상생활 등으로 실천 장면을 수직적 심화해 나갔다. 그리고 수평적

으로 확장된 목표수행, 상호작용, 문제처리, 미래준비 잘 하기 영역의 다

양한 라이프스킬 개발을 지속해 나갔다. 또한, 학생선수들마다 각각의 강

점 라이프스킬 실천 영역이 특색 있게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

막으로, 라이프스킬 실천 모습은 의식적 노력 속에서 또는 무의식적 과

정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 중도 이탈형

중도 이탈형 학생선수들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선수의 라

이프스킬 습득 과정은 항상 모범적인 실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

다. 교육 혹은 훈련에서 라이프스킬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였으나, 점점 행동해 나가는 데 소홀해졌다. 프로그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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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태도 및 각 라이프스킬에 대한 학생선수의 이해 수준, 스포츠 맥락

속에서 학생선수가 직면하게 되는 상황 등을 이유로 라이프스킬 개발,

실천은 지속되지 않았다. 아래는 학생선수들이 프로그램의 일부 측면에

집중하고 몇몇 라이프스킬을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데 어려워하는 모습을

담아낸 면담이다.

연구자 : 진우는 축구부에서 어떠한 라이프스킬 활동한 게 기억이 남아?

정진우 : Work, Interact, Hope well 라이프스킬이요.

연구자 : 그럼 Solve well은?

정진우 : 그건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훈련에서 Work well이랑 Interact well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연구자 : Hope well은?

정진우 : 그건, 축구부니까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연구자 : 그럼, 진우는 왜 Solve well 라이프스킬을 기르지 못한 것 같아?

정진우 : 훈련할 때 저는 많이 혼나지도 않아서요. 훈련일지를 예전에는 계속 썼는데 요즘

       잘 안 썼어요. 반성할게 많지 않고 매일 똑같은 것 같고요. 그나마 미팅하는 날

       에는 좀 생각해보려 하는데, 없는 날에는 잘 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진우, 학생선수, 심층면담)

연구자 : 진서는 라이프스킬을 잘 실천해낸 것 같아?

이진서 : 아니요. 운동장에서 배려를 잘 못했어요. 

연구자 : 왜 그런 것 같아?

이진서 : 머리로는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행동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의식하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노력하는데,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연구자 : 진서는 라이프스킬 훈련일지를 매일 썼어?

이진서 : 쓰긴 했는데요. 제대로 안한 것 같아요. 반성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잠시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난 것 같아요. 반성도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진서, 학생선수, 심층면담)

이처럼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

었다. 정진우 학생선수는 본 프로그램의 목표수행 잘 하기, 상호작용 잘

하기 영역에는 집중했으나 문제처리 잘 하기, 미래준비 잘 하기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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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홀했다. 평소 본인의 부족함, 어려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의 활동들이 문제처리와 관련한 라이프스킬

개발로 이어지지 않았다. 또한, 미래준비 잘 하기와 관련한 라이프스킬의

측면에서도 정진우 학생선수는 막연하게 축구선수의 꿈을 지니고 있었지

만 구체적으로 축구선수로의 성장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할 지는 생각

하지 않고 있었다. 문제처리, 미래준비 잘 하기 영역의 라이프스킬이 단

기간 가시적 효과를 낼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학생선수들은 이

를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진서 학생선수는 라이프스킬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인지적 단계에

서 행동적 단계로 확장되지 못함을 언급하였다. 어떠한 분야는 라이프스

킬로 쉽게 실천되었지만, 또 다른 분야의 경우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에

서 그치고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 했다. 즉, 라이프스킬에 대한 학생선수

들의 실천적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구체적 행동수준으로 전개되지 않

았다. 라이프스킬 실천의 중도이탈은 학생선수들의 프로그램 받아들이는

태도, 라이프스킬 이해 수준뿐만 아니라 스포츠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였

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학생선수들과의 면담이다.

연구자 : 진우는 축구 경기할 때 상호작용 잘 하기 라이프스킬을 계속 실천했어?

정진우 : 한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연구자 : 지금은 왜?

정진우 : 상대 팀을 존중해주면 그것도 기분이 좋아지긴 하는데요. 경기에 지면 기분이 엄청

       나빠져서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해요.

(정진우, 학생선수, 심층면담)

연구자 : 준민이는 축구 경기할 때 상호작용 잘 하기 라이프스킬을 많이 실천했어?

강준민 : 아니요.  

연구자 : 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강준민 : 선생님이 보여주는 영상처럼 서로가 함께 스포츠맨십을 지키면 좋은데요. 실제로

       경기할 때 저희 팀이 매너 좋게 해도 상대 팀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경기에서 뛸 때 공격수는 매번 수비수한테 많이 당하게 되니깐 억울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거칠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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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민, 학생선수, 심층면담)

위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선수들은 스포츠의 경쟁적 측면

에 과하게 집중함으로써 상호작용 잘 하기 관련 라이프스킬에 소홀하게

되었다. 정진우 학생선수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경기에 대한 승리가 반

비례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즉, 상대팀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할수록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은 줄어들게 된다고 인식하였다. 이와 함께 상대를

배려함으로써 갖게 되는 행복보다 승리로 인해 만끽하는 감정에 주목하

였고 승리 지상주의의 사고에 갇히게 되었다. 이에, 상호작용 잘 하기 관

련 라이프스킬 실천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강준민 학생선수

는 본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축구 시합 중 상대와의 긍정적 관계 맺음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경기 진행 흐름 속에서 그리고 포지션 특

성으로 인해 라이프스킬 실천에 회의적이게 되었다. 상대에게 먼저 배려

와 존중의 라이프스킬을 실천했지만, 상대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음을 지

적하였고 이로 인해 중도에 라이프스킬 실천을 그만 두게 되었음을 이야

기하였다.

4) 지속 냉담형

지속 냉담형의 학생선수는 라이프스킬 실천 자체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라이프스킬 교육 프로그램에 소극적으로 참여했고,

그의 훈련 수행 및 휴게실 생활은 라이프스킬 맥락과 별개로 이루어졌

다. 즉, 라이프스킬 맥락의 본 프로그램 활동들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았

다. 또한, 라이프스킬에 대한 학생선수의 선입견 그리고 오해는 지속되었

다. 다음은 냉담한 태도를 지니고 있는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관련한 면담이다.

연구자 : 재성이는 라이프스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재성 : 잘 모르겠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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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어떠한 점이 어려운 것 같아?

이재성 : 라이프스킬은 뭔가 운동하는 것이 아닌 공부하는 종류인 것 같아요. 교실에서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요. 

연구자 : 재성이는 개발한 라이프스킬이 있어?

이재성 : 잘 없는 것 같아요. 축구부 활동이 다른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재성, 학생선수, 심층면담)

상기 면담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재성 학생선수는 라이프스킬에

대해 오해하였고, 라이프스킬을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다.

즉, 라이프스킬 함양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의 활동들을 바탕으로 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라이프스킬을 스포츠

맥락 및 환경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개념, 오로지 감독교사인 연구자의

교실 수업에서만 독립적으로 다루어지는 영역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또

한, 라이프스킬의 전이가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적 장치와 실제생활 장면의 간극이 좁혀질 수 없다

고 이해하였고, 라이프스킬 개발 현장이 전이 맥락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고 인식하였다. 이처럼 위 학생선수는 본 프로그램에 대해 신뢰하지 않

았고 계속 불참하였다.

연구자 : 재성이는 왜 교육에 참석을 잘 안했어?

이재성 : 수요일마다 치과에 많이 갔어요. 다른 날에는 학교 마치고 훈련을 바로 하니

       까요. 수요일 교육할 때 병원갈 수밖에 없었어요.

연구자 : 수요일 교육시간에 병원을 가면 훈련 전에 돌아오는거야?

이재성 : 네. 어머니가 저 데리러와서요. 훈련 때 늦지 않게 해주세요. 엄마가 항상 훈련은

       못 빠지게 하시거든요.

연구자 : 재성이는 그러면 라이프스킬 교육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재성 : 솔직히.... 교육을 안 들어도 손해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대학교까지

       축구 선수를 했는데요. 이천수랑도 같이 운동했고요. 그런데, 볼 잘 차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재성, 학생선수, 심층면담)

위 학생선수는 라이프스킬 교육에 흥미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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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아서 라이프스킬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또

한, 훈련 및 휴게실에 여러 교육적 장치들이 있었지만, 이재성 학생선수

는 이를 라이프스킬 개발의 맥락으로 바라보지 못 했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다.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가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나

타나지 않기에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는 데 힘든 측면도 있었다. 또한, 학

생선수의 학부모 또한 축구 기술 훈련에 보다 중점을 두며, 라이프스킬

교육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재성 학생선

수는 라이프스킬 개발에 지속 냉담의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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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 조건

본 연구에서는 초등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해 WISH 프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목표수행, 상호작용, 문제처리, 미래준비 라이프스

킬 습득을 목표로 하는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은 다음의 조건들이 뒷받침

될 때 보다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그림 31 참조>. 먼저, 환경의

측면에서 라이프스킬에 친화적인 학교운동부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확

인하였다. 다음으로, 권한의 측면에서 학교운동부 운영 리더십이 공유되

어야 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관계의 측면에서는 주변인들이 학생

선수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게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실천의 측면에서는 교육, 훈

련, 생활의 맥락에서 라이프스킬 전이를 위한 접근이 총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엿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권한,

관계, 교육실천 영역의 세부적인 조건들이 갖추어졌기에 초등 학생선수

들의 라이프스킬 함양이라는 목적에 부합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했다.

그림 31.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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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라이프스킬 친화적 학교운동부 환경 조성

라이프스킬 함양은 직접적인 교수 과정, 코칭활동 뿐만 아니라 주변

의 여건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Bean et al., 2018;

Turnnidge, Côté & Hancock, 2014). 즉,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

을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환경 또한 라이프스킬에 친화적으로 조성되어야

했다. 첫째, 전문체육, 학교운동부 대상의 정책들이 프로그램의 지향점과

상통할 때 학생선수들에게 라이프스킬 함양의 가치관이 전달될 수 있었

다. 둘째, 입시 부담에서 자유로울 때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 하였다. 셋째, 라이프스킬을 중시하며 개발, 연습

할 수 있는 특정 장소가 있을 때 라이프스킬의 전이는 더욱 명확하게 나

타났다. 넷째,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이 교육의 맥락, 학교의 체계 내

에서 어우러질 때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 함양에 집중할 수 있었다.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의 하위 운영 조건 중 하나인 학교운동부 환경

을 정책, 시기, 공간, 교육맥락의 시각에서 세부적으로 탐색하면 다음과

같다.

1) 라이프스킬을 응원하는 정책

국가수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역량 개발을 강조한

다(교육부, 2015).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래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인 라이프스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이옥선, 2012;

장용규, 이정택, 2016). 학교운동부 관련 정책 또한 학생선수들에게 탁월

성만을 강조하며 운동수행을 하향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하기보다는

학생선수들의 실제 생활에 주목하고 이들을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고 나

가려 하였다. 즉, 학생선수들이 피교육자로서 수동적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교육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였다. 아래는 정책, 제도적 상황을 반영하여 학교운동부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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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나가려는 감독교사의 일지이다.

폐쇄적인 학교운동부에 다양한 교육적 접근들이 행해지고 있다. 내가 학생일 때 운동부 친

구들은 학교 수업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훈련에만 매진했다. 그런데, 지금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인권 보호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한편, 요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은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즉, 배움이 실제 생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

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학교운동부에 대한 교육적 접근도 학생선수들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학생선수들이 능동적으로 라이프스킬을 추

구해 나가도록 학교운동부 운영을 하고자 한다.

(감독교사 일지, 2019년 2월 18일)

위의 감독교사 일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교운동부 관련 정책들은

학생선수들의 인권 및 학습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학생선수들

에게 맹목적으로 운동 성적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으로서 기본

적으로 누려야할 것을 보장하고 이들을 긍정적 삶의 방향으로 이끌어 주

려 하였다. 프로그램 또한 학생선수 관련 정책, 제도에서 추구하는 바와

유사한 맥락을 지향했고, 학생선수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프로그램 시행은 학교운동부 관계

자들에게 특별한 거부감, 부담감 없이 받아들여졌다. 특히 인권,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행되었던 정책들이 학교운동부 현장에 뿌리 내리는데 진

통을 겪었던 것과 달리, 본 프로그램은 기존에 시행되었던 정책적 방향

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었기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은 이상의 정책적 방향을 담아내고 교육적 가치를 함축하

며 실제적 맥락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학교운동부 관련 접근보다 학

생선수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학생선수들의 문제

점 예방, 처방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성장, 발달에 대한 근원적 방향을

제공해주려 하였으며 라이프스킬 함양을 주요 소재로 다루었다. 이처럼

학교운동부 관련 정책, 제도 등은 운동만을 강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서 벗어나 있었고 학생선수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향하였다. 이에, 학생

선수들에게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심어주려는 본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

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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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이프스킬에 수용적인 시기

많은 학교운동부들은 성적, 실적의 압박에 놓여있다(김언호 외, 2017;

김진필, 2018).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은 학생선수들의 경기 출전시간, 경

기장에서 보여주는 운동기량 등에 집중한다. 즉, 이들은 학생선수들이 어

떠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였고, 운동선수로

직업적 과업 성취를 해나가는 것에만 큰 관심을 쏟았다. 이러한 모습은

대학 진학 및 운동선수로서의 사회 진출과 시기가 가까울수록 더욱 심화

되어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생은 상급 학교 진학에 대한 부담이 적다.

그리고 운동선수 진로 외에도 열린 시각에서 다양한 방향의 진로를 찾아

나갈 수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시기는 운동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한 스트레스, 압박감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었다. 다음은 초등학교 시

기이기 때문에 학생선수들에게 새로운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에 수

용적이었다는 학부모와 코치의 면담이다.

연구자 : 어머님께서는 저희 학교 축구부에서 라이프스킬을 다루겠다고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셨어요?

이헌승 학부모 :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거기서는 아이들이 즐기면서 그리고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축구부라

             하면 축구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으니까 즐기거나 그렇지 못하잖

             아요. 그래도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께서 라이프스킬로 아이들이 

             축구보다 좀 더 넓은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니깐 감사하죠.

연구자 : 혹시 거부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셨나요?

이헌승 학부모 : 전혀요. 축구부 부모님들이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매일 뛰기만

             하고 훈련만 하는 아이들이 수요일에는 수업을 가잖아요. 그 시간에 아이

             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유익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경험한다 게 중학

             교 때도 없을테고 고등학교 때도 없을 테니까요. 아무래도 중학교, 고등학

             교 운동부는 좀 더 폐쇄적이고 시합성적에 매진하게 되잖아요. 분위기가

(이헌승 어머님, 학부모, 심층면담)

연구자 : 코치님께서는 축구부에서 라이프스킬을 추구하겠다고 했을 때 거부감이 들지는

       않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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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 코치 : 거부감이 들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초등학교 시기니까요. 애들도 좀 더 열려

           있잖아요. 축구에만 올인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연구자 : 코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김호성 코치 : 학생선수 신분이라는 측면에서 이 애들은 저의 인생 후배에요. 저도 운동부

           생활을 했고 아쉬웠던 부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운동을 시작하는

           단계인 지금 라이프스킬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최소화되면 좋겠네요. 

(김호성 코치, 심층면담)

위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운동부 관계자들은 학생선수들이 초

등학생이기 때문에 라이프스킬을 보다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다. 이헌승

학생선수의 학부모는 중·고등학교 운동부와 달리 초등학교 운동부에서는

동작 개선, 기량 향상에만 매몰되지 않고 운동을 보다 넓게 경험하고 즐

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김호성 코치도 본인의 학교운동부 생활을

추억하며 라이프스킬 교육, 코칭은 학생선수들이 느낄 수 있는 아쉬움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시기이

기에 학생선수들이 좀 더 열린 방향으로 학교운동부 생활을 하는 게 가

능한 것 같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본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은 초등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수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당장의 성

적, 실적 압박에서 벗어나 원래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

3) 라이프스킬과 가까워지는 공간

학생선수들은 운동부 휴게실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즉,

학생선수들의 학교운동부 생활 상당 부분은 휴게실에서 이루어진다. 휴

게실에서는 훈련 준비 및 정리 그리고 휴식, 식사 등을 하게 된다. 또한,

라이프스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이 휴게실

생활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코치, 학부모, 동료 학

생선수들과 함께 휴게실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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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휴게실 생활은 교실 생활 및 가정에서의 일상과 유사한 측면이 많았

고 이는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과 전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다음은 휴게실 장소가 매개가 되어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 전이를 실

천해 나갈 수 있었음을 이야기한 면담 자료이다.

연구자 : 학생선수들에게 휴게실은 어떠한 공간으로 비추어질까요?

권기순 학부모 : 얘네들한테는 나중에 졸업 후 00 초등학교를 생각할 때 축구부 휴게실

             을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휴게실을 통해 팀에 융화되기도, 팀의 일원으로 

             성장하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휴게실에서의 생활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휴게실에서 공부, 축구, 교우관계, 선·후배 관계 등이 이루

             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만나는 어른들, 지도자, 코치·감독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되는 곳이고요. 그런 공간인거죠.

연구자 : 라이프스킬을 배우게 되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기순 학부모 : 휴게실이 운동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가정 집과 비슷하잖아요. 실제로 집

             보다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축구부 훈련과 일상생활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봐요. 훈련, 교육 때 배운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

             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 배운 것들을 연습할 수 있기도

             할 테고요. 

(권기순 아버님, 학부모, 심층면담)

이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휴게실 생활을 통해 라이프스킬과 보다 가까

워질 수 있었다. 학생선수들은 휴게실 생활을 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한 라이프스킬들을 실천하였다. 휴게실은 일상생활과 유사한 맥락으

로 교육 및 훈련이 확장되는 공간이었다. 즉, 라이프스킬 개발, 전이가

이어지는 중간 매개 장소였다. 또한,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한 여러 교육

적 장치가 휴게실에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휴게실에서는 라이프스킬 미

팅, 상담 등이 정기적으로 진행되었다. 학생선수들은 휴게실 벽면에 비치

되어 있는 라이프스킬 우체통을 활용하여 동료 및 코치, 학부모에게 라

이프스킬 관련 내용을 소재로 편지를 써서 전달하였다. 게시판을 활용하

여 교육 및 훈련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을 붙여놓았고, 라이프스킬 온도계

및 각자의 라이프스킬 통장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표도 게시하였다. 이

를 통해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 실천을 다짐하고 본인의 모습을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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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되돌아 볼 수 있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라이프스킬 친화적 휴

게실 환경은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전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라이프스킬이 어우러지는 맥락

학교운동부는 공교육 시스템 속에서 관리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

청, 2018). 이에 교육부 및 교육청 등의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된다. 또한, 단위 학교

에서도 학교체육소위원회, 학생선수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로부터 심

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교사, 코치 등의 학교 구성원들

은 운동부 운영에 함께 힘을 써나갔다. 본 연구 프로그램 또한 학교운동

부 활동의 맥락을 교육, 훈련, 휴게실 생활로 바라보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 적용하기 위해 학교관리자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함께 받

았다. 상기 과정을 통해 본 프로그램은 학교 행정체계 속에서 유기적으

로 운영될 수 있었고,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도 여러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연구자 : 헌승이가 축구부 생활을 시작할 때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셨나요?

이헌승 학부모 :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야 하니까 걱정이 되긴 했죠. 그런데, 운동부가 학교

             소속이라서 안심이 된 게 커요. 운동부 지도자도 학교 소속이라 교육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요. 축구부 생활도 교장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관리 하, 공교육 체계 내에 있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 어머님께서는 축구부가 학교 안에 있다는 것 자체에 신뢰하는 게 있었던 거네요. 

이헌승 학부모 : 그렇죠. 라이프스킬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도

             커요.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이 학교 커리큘럼에 계획되어 있고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선생님께서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간접경험

             을 제공해 주시니까 아이들이 필드에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직접경험 하

             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같은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한 군데에서 

             함께 다루어지니까 각 내용들의 이질감이 덜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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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어머님, 학부모, 심층면담)

위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계자들은 본 프로그램이 공교육 맥

락 속에서 운영되기에 프로그램에 높은 신뢰를 보내었다. 특히, 학부모들

은 라이프스킬 함양 운동부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점을

주목하였고, 교육적으로 유익하며 의미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또한,

감독교사 및 코치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서로 협의해 나갔고 학생선

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과 관련하여 꾸준히 소통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프로그램에서의 교

육, 훈련 및 생활은 공유된 범위, 맥락 내에서 이루어졌고, 이는 학생선

수들의 라이프스킬 이해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학교

운동부 환경이 라이프스킬이 어우러지는 맥락에 놓여있었기에 교육, 훈

련, 휴게실 생활에서의 활동들은 서로 호환 작용하였고, 학생선수들은 효

과적으로 라이프스킬을 개발할 수 있었다.

나. 학교운동부 운영 리더십의 공유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운동부 관계자 모두

가 운영의 책임을 골고루 지니고 있어야 한다(이옥선, 2014; Hellison,

2011). 코치 위주가 아닌 여러 관계자들이 학교운동부를 함께 운영해 나

가도록,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부의 중심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권

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했다. 즉, 학교운동부 운영 리더십의 공유가 필요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운영주도권 확대가 필요하였다. 코치가 독단적

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이 함께 의논함으로써 운동부 운영

을 해나가야 했다. 둘째, 학생선수들의 적극적인 학교운동부 생활 참여가

필요하였다. 학생선수들은 수동적인 교육, 훈련 대상자를 넘어 교육, 훈

련의 주체가 되어야 했다. 이처럼 학교운동부 운영 리더십의 공유를 운

영주도권 및 학생선수 교육 참여 모습의 관점에서 탐색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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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 주도권: 코치 중심에서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운영으로

프로그램 운영 전 감독교사 및 학부모들은 학생선수들이 최상의 여건

에서 학교운동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였

다. 반면, 학생선수 지도와 관련한 사항들은 코치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즉, 감독교사와 학부모들은 지원자 역할에 한정되어 있었고, 교

육적 상호작용은 코치와 학생선수 사이에서 주로 나타났다. 코치는 학생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경기출전 시간 및 상급학교로의 진

학 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와 동시에 높은 수준의 운동기량을 요구

하는 학교운동부 분위기, 폐쇄적인 학교운동부 구조 등은 학생선수들이

코치에게 더욱 의존적이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했다. 예전

처럼 코치 중심으로 운동부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들

이 다양한 교육적 장면을 경험하게끔 구성되어야 했다. 이는 라이프스킬

함양이 의도적 목적을 지닌 교육 접근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이었다

(Holt, Deal & Smyth, 2016; Lee et al., 2017). 아래는 새로운 프로그램

에 대한 코치들의 인식을 드러내는 면담이다.

연구자 : 코치님께서는 감독교사인 제가 학생선수들 대상 정기적으로 교육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들었나요?

박승지 코치 : 다른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제응 형님은 약간 불편

           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 이제응 코치님은 왜 불편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나요?

박승지 코치 : 보통 아이들 다루는 부분은 저희의 영역이잖아요. 저희 코치진 말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주는 거니까 불편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선생님

           은 제응 형님이랑 친하시니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권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애들한테 좋으면 되는 거지. 

연구자 : 코치님은 라이프스킬 접근에 대해 어떠한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박승지 코치 : 일단, 라이프스킬 훈련일지를 쓰잖아요.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방향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 제가 애들

           한테 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승지 코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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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코치님께서는 제가 학생선수들을 교육하겠다고 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셨어요?

김호성 코치 : 저는 감사했어요. 요즘 축구가 멘탈 트레이닝 시키는 데가 많거든요. 아이들

           이 서로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운동 했던 것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운동해 나가야할지 다짐을 새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운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 선생님께서 학생선수들을 맡아 교육을 

           해주시니 좋죠.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애들이 담임 선생님한테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축구부 애들을 안 좋은 

           시선이 아니라 좋은 모습으로 살펴봐 주실 것 같아요.

연구자 : 학부모님들이 학생선수들과 휴게실에서 소통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김호성 코치 : 먼저 저와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의 상태 및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윤태 어머니에게는 윤태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어머님께서도 칭찬거리를 

           작은 거라도 찾아서 윤태에게 많이 말씀 해주시라 그렇게 해요.

(김호성 코치, 심층면담)

박승지 코치와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치들은 학교운동부 운

영 방식의 변화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본인만의 영역이라 생각했

던 학생선수의 교육에 감독교사가 영향력을 미치게 되니 코치는 이를 우

려하였고, 변화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였다. 하지만, 감독교사와 코치 사

이 긴밀한 래포가 형성되어 있었기에, 코치는 감독교사인 본 연구자의

프로그램 운영에 동참하게 되었다. 또한,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들은 라

이프스킬 간담회에서 학생선수들의 교육, 훈련, 생활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서로 이야기 나누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프로그램은 협력

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고 신뢰도도 높아졌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프로그

램의 운영을 응원하기도 하였다. 김호성 코치와의 면담에 제시된 바와

같이 코치들은 학부모와 수시로 학생선수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

었으며 학생선수들을 긍정적 방향으로 지도해 나갔다. 학교운동부 운영

에 여러 관계자들의 교육적 가치관이 반영되었고 학교운동부의 성격은

성적, 실적 지향에서 학생선수들의 전인적 성장 지향으로 변화하게 되었

다. 이처럼 운영 주도권이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에게 공유되었기에 본 라

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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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선수의 교육 참여: 수동적인 교육 대상자에서 교육의 주체로

라이프스킬 함양에서 학생선수의 자율성, 독자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

이다(Dzewaltowski & Rosenkranz, 2014; Hodge, Danish & Martin,

2012).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선수들은 본인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고 라이프스킬에

의미 있게 다가가게 되었다. 학교운동부 활동의 중심에는 학생선수가 위

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학교운동부에서는 학생선수보다 스포츠 기술

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학생선수가 어떻게 자라나야 하는지에 주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스포츠 기술을 배워야 하는가에 집중했었다.

학생선수들은 수동적인 교육 대상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게 되었고 훈련

에도 소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라이프

스킬 함양을 위해 학생선수의 자발성, 적극성을 강조하였고, 학생선수가

교육, 훈련의 중심에 위치하게끔 하였다. 다음은 학생선수 중심의 코칭,

긍정적 코칭 실현 경험과 관련한 면담이다.

연구자 : 코치님께서 학생 지도하실 때 무엇을 가장 중점에 두나요?

이제응 코치 : 애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축구하는 로봇으로 키우는 게 아니니까요.

연구자 : 코치님의 생각이 라이프스킬 코칭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을까요?

이제응 코치 : 아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줘요. 그리고 축구를 경기로만 보면 안 된다. 

           축구에는 인생이 녹아있다고 이야기해주죠. 애들이 축구선수가 된다고 해도 

           직업이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축구 보는 시각을 넓혀주려 해요.

(이제응 코치, 심층면담)

연구자 : 축구부에서 너나 다른 친구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 같아?

이경상 : 네. 꽤 반영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

이경상 : 코치님이 미팅 때 저희가 원하는 것을 많이 들어주려 하세요. 뛰고 싶은 포지션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한 적 있고요. 또,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지, 훈련

       강도는 어떠한지, 어떤 훈련이 효과 있는 것 같은지 등을 저희에게 물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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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에 맞게 훈련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 경상이 네가 이야기한 것들이 반영되니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었던 거겠네?

이경상 : 네. 축구부 활동들에 제 생각이 들어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경상, 학생선수, 심층면담)

이처럼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해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 활동의 주

체가 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즉, 학생선수들은 능동적인 교육 주체

로서 라이프스킬의 가치를 추구해 나갔다. 이제응 코치와 이경상 학생선

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라이프스킬 훈련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

성,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선수가 중심이 되는 훈련이 수행되었

다. 감독교사 또한 학생선수들이 선호하는 방식, 내용을 고려하여 라이프

스킬 교육을 진행해 나갔다. 학생선수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론 위주의

교육보다 다양한 활동들이 수반되는 수업을 계획, 실천하였다. 특히, 학

생선수가 흥미 있어 하는 세레머니 구상, 역할극 등의 활동들을 하였다.

이에 학생선수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라이프스킬 함양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학생선수가 교육의 주체로 성장함에 따라 학교

운동부 운영 리더십은 확장, 공유되었고 이는 프로그램의 유기적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다. 학생선수들과의 인간적 관계 맺음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 생활을 하며 여러 인물들과 관계를 맺게 된

다.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은 주위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

서 더욱 잘 이루어지게 된다(Martinek & Lee, 2012; Theokas et al.,

2008). 이에 본 연구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선수들과 인간적

관계 맺음이 뒷받침 되어야 했다. 첫째, 감독교사는 학교운동부와 관련한

행정업무보다 학생선수들의 교육활동에 더욱 관심을 쏟고 심려를 기울여

야 했다. 둘째, 코치는 학생선수들에게 당장의 변화, 향상을 요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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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했다. 셋째, 학부모는 학생선수에

대한 긍정적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 지지를 보내야 했다. 넷째,

축구부 동료들과 하나가 될 때 그리고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을 함께

실천하게 될 때 프로그램 참여의 적극성도 올라갔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학급 담임 선생님 및 친구들이 학생선수들을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했다. 학생선수들의 주변 관계가 정

(情)을 바탕으로 인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이 제

대로 운영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 행정업무보다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감독교사

서울특별시교육청(2018)은 감독교사의 역할을 학교운동부 학습권 보

장, 인권 보호, 대회 및 훈련 참가, 운영경비 집행 등 학교운동부 운영의

행정적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현장 감독교사들은 학생선수들의

실질적 교육, 훈련 보다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업 및 상황 점검

등에 집중하며 ‘선생님’이 아닌 ‘행정가’의 모습을 띄고 있었다. 학생선수

들과의 교육적 교류는 일체 코치가 담당하고 있었고, 교사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이에 본 프로그램에서는 교사의 역할을 학생선수

교육 활동에 좀 더 비중 두게끔 하였다. 감독교사는 학교운동부 구성원

이지만 전문 체육계의 시선, 운동선수들만의 철학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학생선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인원이다. 그리고 정책 및 사회에서 요구하

는 바를 해석하고 교육 현장에 실천할 수 있는 교육자이기도 하다. 다음

은 본 프로그램 구성과 함께 학생선수 대상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는 연구자의 일지이다.

다음 주 금요일에 교육청에서 1학기 운동부 점검을 나온다. 교육청에서 내려온 체크리스트

를 참고하며 살펴보는데, 점검해야할 사항이 20개 이상이다. 많이 바쁜데, 학생선수들에게 

했던 교육활동들을 체크할 때 엄청 뿌듯했다. 작년에는 교육청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고 이야기한 인권교육과 도핑예방교육에만 집중했는데, 올해는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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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내가 학생선수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교육할 수 있었기 때문이

다. 매주 수요일마다 학생선수의 실제 생활과 관계있으며 학생선수에게 도움 될 만한 내용

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라이프스킬 교육을 진행했다. 행정 처리와 교육 준비 등으로 정신

없고, 힘들지만 축구부 아이들이 활동을 재미있어하고 즐겁게 참여하니 힘이 난다. 

(감독교사 일지, 2019년 7월 5일)

위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독교사인 본 연구자는 학교운동부

업무를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교육활동으로 인

식하였다. 우선, 감독교사로서 학생선수들에게 어떠한 내용이 필요한지,

어떠한 방법·방식으로 교육해야 좋을지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였다. 행

정업무에 부가되어 학생선수들의 교육활동까지 맡아 부담은 가중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자는 학생선수들이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모습에 열정을 지속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선

수들의 긍정적 태도는 본 연구자가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더욱 심려

를 기울이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아래는 라이프스킬 교육을 담

당하는 감독교사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인식을 드러내는 면담이다.

연구자 : 작년 협회장기 시합 때 네가 선생님한테 축구부에서 무슨 일 하세요? 라고 물었

       던 거 기억나?

이진승 : 아. 네.

연구자 : 그 질문은 왜 했던 것 같아?

이재성 : 음... 선생님은 축구부 휴게실에도 들어오시고, 코치님들과도 친한 것 같고요. 저희

       시합 때도 따라오시는데, 축구부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 지금 진승이는 선생님이 축구부에서 무슨 일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지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이진승 : 저희에게 라이프스킬을 가르쳐주시죠. 수요일에 축구부 애들 모아서 교육해

       주시잖아요.

(이진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이처럼 감독교사의 교육이 이루어진 후, 학생선수들은 감독교사를 선

생님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었다. 이진승 학생선수의 경우 프로그램

교육으로 감독교사를 단지 ‘축구부에 관심 많은 선생님’에서 ‘학생선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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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하시는 선생님’으로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자는

감독교사로서 학생선수들에게 라이프스킬 개념에 대해 소개하였고 훈련

및 시합에서 어떻게 라이프스킬을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휴게실 생

활 및 일상에서 어떻게 행동해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즉, 감독교사

가 행정업무보다 학생선수들의 교육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기에 학

생선수 성장 지향의 프로그램이 시행될 수 있었고 학생선수들도 라이프

스킬 함양에 집중할 수 있었다.

2)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는 코치

코치는 학생선수들의 학교운동부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이

들의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Potrac & Cassidy, 2006; Thompson,

2003). 코치는 학생선수들과 훈련 및 휴게실 생활을 함께 하고 있으며,

학생선수들의 시합출전, 상급학교 진학 그리고 운동선수로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학생선수들은 코치를 신뢰하며 코치의 지도

를 전적으로 따르고 있었다. 코치들은 본인의 학생선수 시절 경험을 떠

올리며, 제자들에게 올바른 생활을 안내하고 이들의 생활 습관을 관리하

였다. 학생선수들과 가까운 곳에서 이들이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스포

츠 기술 및 스포츠 인으로서의 생활 태도·자세 등을 지도하였다. 이처럼

코치는 학생선수들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였다. 아래는 코치가 깊은 고

민을 바탕으로 학교운동부 현장에서 지도한 내용과 관련한 면담이다.

연구자 : 코치님께서는 대학교 축구부에서 지도를 하시다가 초등학교로 오셨잖아요. 차이가

       무엇인가요?  

박승지 코치 : 대학교에서는 프로에 들어갈 애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생활적인 부분에서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성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초등학생은 다르죠.

            지금 막 축구를 시작한 애들이기에 축구뿐만 아니라 여러 생활 습관, 태도

           등 기본적인 것들을 잡아줘야 하니까 신경 쓸 게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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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그럼 코치님은 초등학생들에게 어떠한 부분들을 강조하시나요?

박승지 코치 :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 애들은 실적이 중요해요. 경기 출전시간도

           관리해야하고, 기록도 괜찮아야 하고요. 그래서 경기력에 대해 많이 지도해

           요. 그런데, 초등학교 애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로우니까 기본자세와

           스타일을 잡아 주려해요. 테크닉적인 것 보다는 어떠한 축구선수로 자라나

           느냐를 좀 더 중요시 하는거죠.  

연구자 : 어렵거나 힘든 부분은 없으세요?

박승지 코치 : 초등학생이라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제가 많이 좀 내려놓고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죠.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지금 당장 변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데 보람을 느껴요.

(박승지 코치, 심층면담)

연구자 : 리승아. 코치님이 평소에 어떠한 것을 많이 강조하셔?

김리승 : 시합 때는 자신감 있게 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나오라고 하세요. 

       경기에 져도 괜찮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아침 등교 전에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학교생활 잘 해야 한다고 하세요.

연구자 : 학교생활을 어떻게 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김리승 :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하시죠. 축구나 공부를 못 하는 건 이해하는데 학생

       으로서 인성을 갖추라고 하세요. 선생님께 공손히 하고, 친구들에게 잘 대해 

       주라고 하세요.

(김리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이와 같이 코치는 코칭 과정에서 가시적인 효과에만 주목하게 되는

점을 경계하였다. 박승지 코치는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생과 초등

학생선수 지도에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초등 학생선수들에

게는 축구 기량 이전에 기본적 사람 됨됨이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코칭

을 통해 본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김리승 학생선수처럼 축구

부원으로서 학교생활을 잘 하는 것과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중시

하는 가치관을 확립하게 되었다. 운동 경기력이 향후 운동선수로의 진출

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학생들과 달리 초등학교 운동부에서는 학생선

수의 교육적 성장에 집중할 수 있었다. 코치들은 지금 당장의 눈에 띄는

변화보다 학생선수들의 바람직한 성장, 라이프스킬 함양에 관심을 쏟았



- 203 -

다. 아래는 라이프스킬에 대한 코치의 인식을 드러내는 면담이다.

연구자 : 코치님은 축구부에서 라이프스킬을 다루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응 코치 : 제 축구 인생이 30년 정도 됩니다. 주변에서 ‘축구 괜히 했다’, ‘축구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 ‘축구만 해서 할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애들은 그런 후회가 아니라 ‘축구를 통해 내가 많이 얻었다’,

           ‘많이 가져갈 수 있었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평소 

           이야기하는 라이프스킬이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연구자 : 이런 개념이라면 무엇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이제응 코치 : 음....라이프스킬은 ‘연결’의 개념인 것 같아요.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

           하고 느끼는 고충, 인내심 그러한 것들이 생활면에서 나오게 되니까요. 

           내가 경험을 하고 내가 느끼고 부딪혔던 부분이 다른 영역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과거의 나 - 현재의 나 – 미래의 나로 연결되듯이 다른 

           상황들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응 코치, 심층면담)

위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응 코치는 라이프스킬을 연결

의 개념으로 인식하며 전이에 주목하고 있었다. 코치는 학생선수들의 인

간적 성장을 응원하며 기다려 주었다. 훈련 및 운동부 생활을 통해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적용, 실천하는 것을 지향하였다. 짧은 기간에 성취 가

능한 스포츠 기술의 향상만을 독려하는 게 아니라 학생선수들이 스포츠

기술과 함께 라이프스킬을 함양하고 이를 실제 생활에서 실천해 나가게

끔 하였다. 라이프스킬은 단시간에 함양될 수 없는 것이기에 코치들은

장기간 교육의 관점에서 학생선수들을 지도해 나갔다. 이러한 코치의 교

육실천은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

3)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는 학부모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은 학교운동부 주요 관계자인 학부모 지지가

뒷받침 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Camiré & Kendellen,

2016; Hodge, Danish & Martin, 2012). 학부모들은 학생선수들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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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및 생활 제반사항에 관심을 쏟으며, 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에 노력

을 기울인다(김지태, 홍미화, 2017; 장유진, 제성준, 2019). 이처럼 성인이

되기 전 학생선수들은 학부모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며, 학부모의 그늘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다. 이에 학부모들이 학생선수들의 프로그램 참여

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학생선수들은 프로그램을 더욱 신뢰하였고 호

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래는 본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들의 교

육적 신뢰를 드러낸 면담이다.

연구자 : 아버님은 기순이가 학생선수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기순 학부모 : 제가 학생선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육군사관학교 이후의 삶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죠. 거기는 모든 일과가 똑같아요. 훈련까지도요. 육사에도

             선수 생도들이 있어요. 다만, 저희가 방학 때 군사훈련 받을 때 이 친구

             들은 합숙훈련 하는 것에 차이가 있죠. 그런데 육사 동기생들을 보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인텔리하다고 그럴까 샤프해요. 럭비, 축구, 육상, 검도

             등의 종목에서 뛰어난 성취를 하는 친구들이 학업적으로도 사회적 생활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저는 기순이가 축구부 선수 생활하는

             것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자 : 저희 학교 축구부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기순 학부모 : 저는 기순이가 성장할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축구부에서 

             이루어지는 훈련 양, 현재 축구부 구성원,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교육 등을

             봤을 때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프로선수가 되지 못할지라도 현

             재의 축구부 생활은 기순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권기순 아버님, 학부모, 심층면담)

연구자 : 축구부에서 이루어진 라이프스킬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윤태 학부모 : 라이프스킬 교육은 초등학생 때 배워야 하는 많은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해요. 초등학생이 해야 하는 것을 축구 하나로만 덮어

             서는 안 되잖아요. 단순히 축구만이 아닌 목표설정, 계획 실천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땡볕에서 하는 훈련의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버틸 수 있었

             던 것 같아요.

연구자 : 어머님은 축구부를 통해 윤태가 어떠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보시나요?

김윤태 학부모 : 주위 윤태 친구 엄마들이랑 이야기를 해요. 자기 아이들은 학원가기 

             싫다고 울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은 목표가 명확하고 하고 싶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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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점 자체를 대단하게 여기더라고요. 윤태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

             로 선택을 했고, 목표와 계획 실천을 위해 노력하잖아요. 자기 아이들이

             랑 너무 다른 생활을 하니까 신기해하고 대단하다고 여기더라고요.

(김윤태 어머님, 학부모, 심층면담)

이처럼 학부모들은 학생선수들의 현재 학교운동부 생활에 대해 긍정

적으로 인식하였고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었다. 또한, 학부모들은 학생선

수들의 학교운동부 생활을 바라볼 때 단지 축구 기술 향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축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가치도 함께 주목하였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 함양의 교육, 훈련 및 휴

게실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권기순, 김윤태 학부모는 학교운동

부 생활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을 함양하였고, 이들의 삶이 한

층 발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학부모들은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었기에 학생선수들이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응원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다음은 교육적 효과와 함께 프로그램이 부모

와 자녀의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이야기하는 면담이다.

연구자 : 아버님은 라이프스킬 교육의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박우건 학부모 : 우건이와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연구자 : 우건이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박우건 학부모 : 아침에는 ‘컨디션 괜찮냐?’, 훈련 끝나고 나서는 ‘다친 데 없냐?’ 그 정도

             이야기만을 나누었죠. 그런데,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편지도 받고,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니까 이야기 소재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우건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박우건 아버님, 학부모, 심층면담)

위의 면담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학

부모와 학생선수의 대화가 확장되었다. 예전에는 이야기 나누게 되는 소

재가 축구부 기술 훈련 자체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프로그램 시행 후 학

부모들은 자녀와 편지, 대화 등의 방식으로 생활 속 다양한 이야기 거리

에 대해 소통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상에서 이야기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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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학부모의 긍정적 믿음은 학생선수들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참여

를 이끌어 내었다. 그리고 활발한 프로그램 참여는 학생선수들의 라이프

스킬 함양과 함께 학부모와 학생선수의 관계 증진에도 도움이 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4) 팀원과 하나가 되는 축구부 동료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 생활에서 선·후배 그리고 동기들과 호흡을

맞추어 나가고 수시로 상호작용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팀 스포

츠 학교운동부 학생선수들은 동료들과 각 팀만의 색채,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Kidman, 2001; Woods, 1998). 본 연구가 이루어진 학교운동부에서

는 모든 학생선수들이 공통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라이프스킬 함

양을 위해 함께 힘을 쏟았다. 학생선수들은 동료들과 서로 라이프스킬

실천을 장려하였고, 스스로 라이프스킬 실천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가

지고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본 학교운동부 특유의 문화로 정착되었다.

결국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은 팀 구성원 전체 학생선수들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다음은 동료들과 함께 함양해 나가며 라이프스킬을

일상에서도 실천하고 있음을 밝힌 학생선수와의 면담이다.

연구자 : 기순이는 00초 축구부 동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것 같아? 

권기순 : 끈끈한 것 같아요. 일단,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잖아요. 

연구자 : 그러면, 동료들과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한 점이 라이프스킬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된 게 있을까?

권기순 : 서로에 대해 잘 알잖아요. 눈빛이나 표정만 봐도 어떠한 것을 원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맞는 라이프스킬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같이 하니깐 더 잘 실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권기순, 학생선수, 심층면담)

연구자 : 헌승이는 앞으로도 축구부에서 라이프스킬 교육을 계속해 나가는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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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생각해? 

이헌승 :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연구자 : 왜 그렇게 생각해?

이헌승 : 저희 축구부가 예의바른 축구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시합 때, 

       연습 경기 때, 합동 훈련할 때 다른 팀에게 저희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요. 그리고 상대 팀 감독님들이 “00초는 엄청 예의가 바르잖아. 00초처럼 해봐”

       이런 말이 자주 나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싶어요. 요즘에 몇 번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얼마 전에는 식당 아주머니가 우리 00초 애들이 제일 괜찮다고 하셨

       어요. 라이프스킬을 계속 실천하면 바깥 사람들이 저희 축구부 이야기할 때 그러한

       말이 더 자주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연구자 : 헌승이는 그럼 라이프스킬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헌승 : 당연하죠. 지금 6학년이고 선배니까요. 축구부에서는 선배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학년, 4학년들한테도 모범이 되려고 하죠. 그러면 나중에 5학년들

       도 저희처럼 잘할 수 있을거에요.

(이헌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위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선수들은 축구부 동료들과 함께

하기에 적극적으로 라이프스킬을 실천할 수 있었다. 권기순 학생선수는

운동부 단체생활을 하며, 동료들의 성격 및 특성에 적합한 라이프스킬

실천을 같이 해나갔다. 즉, 동료가 상호작용, 목표수행 등의 영역 중 어

떠한 것에 관심을 지니고 있는지를 고려하며 이를 독려하였다. 이헌승

학생선수는 라이프스킬 교육이 팀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라 하였고, 이로 인해 팀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이야

기하였다. 또한, 향후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을 통해 후배들도 라이프스킬

에 가까워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본 프로그램은 학생선수 개

인 단위가 아닌, 팀 구성원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었기에 더욱 원활하

게 운영될 수 있었다.

5) 긍정적 관심을 가져주는 담임교사 및 학급친구

담임교사와 학급친구들의 따뜻한 관심은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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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프로그램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학생선수들은 담임 선생님과

학급친구들의 기대감 부응을 위해 교실에서 모범적 행동을 보이려 노력

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학생선수들은 본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에 더욱

관심을 쏟았다.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 맥락뿐만 아니라 이보다 확장

된 일상에서도 라이프스킬을 실천해 나가야 함을 인식하였다. 특히, 학생

선수들은 축구부원으로서 소속감, 책임감을 지니고 교실에서도 긍정적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음은 학생선수의 교실생활을 이야

기하는 담임교사들과의 면담이다.

연구자 : 선생님. 기순이의 평소 생활 자세는 어떠한가요?

권기순 담임교사 : 기순이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깊이 생각한다는 느낌을 줘요.

연구자 :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권기순 담임교사 : 제가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 캐치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더라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좋기도 하고 상대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 같고요.

               축구부인데 잘 해서 제가 칭찬을 해주었거든요. 그랬더니 더 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인사도 열심히 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하더라

               고요.  

연구자 : 기순이가 그러한 장점을 보일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권기순 담임교사 : 기순이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축구부니까 축구부는 좀 모범이 되어

               야 한다는 그러한 게 보여요. 본인이 우리학교를 대표하는 축구부고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축구부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잘

               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조영혜 선생님, 권기순 학생선수 담임교사, 심층면담)

연구자 : 선생님. 우건이의 교실 생활은 어떠한가요?

박우건 담임교사 : 우건이는 2학기 회장이에요. 친구들한테 젠틀하거든요. 남학생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우건이를 되게 친절하고 괜찮은 아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건이는 기본적으로 되게 성실해요. 숙제를 한 번도 놓친 적 없

               어서 1학기 때 표창장을 받았죠. 축구부인데도 열심히 해서 칭찬을 

               많이 받고요.

연구자 : 우건이의 체육시간 모습은 어떠하나요?

박우건 담임교사 : 체육시간에도 매너가 좋고 스포츠맨십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반별 

               피구 대항전이 있었어요. 그 때 다른 반 여학생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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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맞힐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때 엄청 살살 던지더라고요. 그래

               서 끝나고 나서 멋있다고 칭찬을 했죠. 그랬더니 다른 아이들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생기면 살살 던지더라고요.

연구자 : 다른 친구들도 그렇게 행동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우건 담임교사 : 아무래도 우건이가 체육을 제일 잘하거든요. 제일 잘하는 친구가 스포츠

               맨십을 지키고 칭찬을 들으니 다른 친구들에게 그러한 게 파급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안정우 선생님, 박우건 학생선수 담임교사, 심층면담)

위의 면담에서 보여주듯이 학생선수들은 학급 생활 및 체육수업 시간

에 라이프스킬이 전이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조영혜 선생님은 권기순 학

생선수가 본인의 행동이 축구부 팀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과 학교를 대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축구부에

대한 주변의 기대 수준이 높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권

기순 학생선수가 또래 친구들보다 성숙하게 행동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권기순 학생선수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좀 더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긍정적으로 학급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다. 안정우 선생님은 박우건 학생

선수의 성실함과 대인관계에 주목하였다. 박우건 학생선수는 본 프로그

램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교실에서 주어진 과제 및 역할에 충실히 임

하였다. 그리고 체육시간에 우수한 신체능력과 더불어 스포츠맨십을 발

휘함으로써 학급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체육시간에 활발한

모습과 함께 강점을 드러내는 학생선수들은 모델링 효과로 인해 학급 친

구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학생선수들은 본 프로그램을 통

해 라이프스킬 함양과 더불어 담임교사 및 학급친구들과 선 순환적 관계

를 맺어 나갔다.

라. 전이를 위한 총체적 교육 접근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 전이를 위해서 교육적 접근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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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이옥선, 2015; Gould, 2016; Lee et al., 2017;

Weiss & Wiese-Bjornstal, 2009). 이에,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들은 학

교운동부 프로그램에 교육 요소들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첫째, 학생선수

들에게 라이프스킬을 안내하고 동기부여 하는 데 심려를 기울였다. 즉,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이고 이에 흥미를 느끼게

끔 지도하였다. 둘째,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개발을 위한 활동들을 프로

그램에 녹여내었다. 특히, 여러 영역의 라이프스킬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개발할 수 있게끔 활동을 준비하였다. 셋째, 학교운동부 생활과 함께 라

이프스킬 관련의 반성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였다. 학생선수들이 라이프

스킬을 지속 실천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반성적 성찰을 강조하였

다. 이와 같이 라이프스킬 전이를 위한 총체적인 교육 접근이 고려되었

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1) 라이프스킬 안내 및 동기부여

초등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해 우선적으로 라이프스킬에

대한 안내 및 동기부여의 과정이 필요했다. 학생선수들은 본 프로그램으

로 인해 라이프스킬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그래서 프로그램 도입 부분

에서는 라이프스킬 개념, 실제 발현 모습,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소개가

세세하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라이프스킬에 대한 학생선수들의 이해

수준은 올라갔고, 실제 행동으로 발현하는 데 보다 쉽게 연결될 수 있었

다. 또한,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 함양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도록 프

로그램 운영에 교육적 요소를 녹여내었다. 즉,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

을 긍정적인 자세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끔 지도

하였다. 이처럼 감독교사와 코치는 라이프스킬 개발 멘토가 되어 학생선

수들이 본 프로그램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이끌었다

(Hellison, 2011; Theokas et al., 2008). 아래는 학생선수들이 본 프로그

램의 라이프스킬 안내, 동기부여 과정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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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관찰 일지이다.

연구자 : 헌승이는 라이프스킬 수업 어땠어?

권기순 : 저는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매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참여했었어요.

연구자 : 어떠한 게 재미있었는데?

권기순 : 박지성, 이영표 영상도 봤고 김현 선수 영상도 봤었던 게 좋았어요. 

연구자 : 그 영상들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어?

권기순 : 그 선수들이 멋있었어요. 박지성, 이영표 선수처럼 배려를 잘 실천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김현 선수처럼 시간계획을 잘 세워서 생활해야겠다고 느꼈어요. 그리

       고 영상을 보면서 다른 선수들의 마음가짐과 그 선수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저와 비슷한 선수경험을 했던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 그 사람들

       의 삶을 알 수 있어 정말 좋았어요.

(권기순, 학생선수, 심층면담)

박승지 코치가 연습게임 상황에서 잠시 훈련을 중단시켰다. 5학년 윤환이가 6학년 형들 이

름 부르는 것을 어려워해 콜을 제 때 못하고 있었다. 이에, 협력수비가 원활히 되지 않았던 

것이다. 코치는 윤환이를 대신해 아이들 사이에 들어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었다. 윤환이가 

실제적 협동의 모습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박승지 코치는 행동으로 

라이프스킬을 보여주었다.

(관찰 일지, 2019년 9월 18일)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치와 감독교사는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

킬 이해와 성취동기 유발을 위해 모델링 제시, 시범 보이기 기법 등을

활용하였다<그림 32 참조>. 권기순 학생선수는 감독교사의 라이프스킬

교육에서 박지성·이영표 선수의 영상, 김현 선수의 영상이 인상 깊었음

을 소감으로 이야기하였다. 학생선수들은 영상 속 선수들을 롤 모델로

삼아 이들의 행동을 본받으려 노력하였다. 박승지 코치의 경우 학생선수

들에게 라이프스킬을 실제 훈련 및 시합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직접 시범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감독교사와 코치는 학생선수들이 선

호하는 교육·훈련 방식으로 그리고 실제 사례 위주로 라이프스킬을 지도

하였고, 이들의 집중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었다. 또한, 학생선수들에게

라이프스킬 용어를 자주 노출시킴으로써 학생선수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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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게끔 하였다.

그림 32. 라이프스킬 안내 및 동기부여

2) 라이프스킬 개발 활동

스포츠는 학생선수의 역량개발 및 성장 디딤돌로서 교육적 가치를 지

니고 있으며, 스포츠 맥락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일상생활과 유사한 측면

이 있다(Fraser-Thomas, Côté & Deakin, 2005; Theokas et al., 2008;

Weiss & Wiese-Bjornstal, 2009). 그래서 초등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은 스포츠 맥락을 주된 바탕으로 하는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Camiré & Kendellen, 2016; Holt & Sehn,

2008). 라이프스킬은 WHO(1999), Danish 외(2004), Lee 외(2017)가 이야

기한 바와 같이 여러 측면들을 포괄하며,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다.

이에, 본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은 교육, 훈련, 휴게실 생활 영역에서의 다

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라이프스킬 교육 활동에 대한 학생선

수의 의견을 드러내는 면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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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라이프스킬 수업에서 무엇이 기억에 남아?

이헌승 : 저는 팀 구호 만들어서 훈련에서 했던 것도 좋았고요. 역할극이랑 나-전달법 연습을

       했던 것도 좋았어요.

연구자 : 왜 좋았던 것 같아?

이헌승 : 그냥 설명만 계속 듣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다양한 활동들을 해본 거잖아요.

       그리고 훈련 때나 휴게실에서도 써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에 더 잘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헌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이처럼 학생선수들은 개발하고자 하는 라이프스킬에 따라 각기 다른

활동들을 경험하였다. 이헌승 학생선수는 팀 구호를 만들고 연습함으로

써 동료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라이프스킬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전달법’ 연습과 갈등 상황을 주제로 한 역할극을 해봄으로써

상대를 존중하며 소통하는 라이프스킬을 함양할 수 있었다. 특히, 라이프

스킬 교육 내용은 훈련 및 휴게실 생활과 이어져 있었다. 교육에서는 훈

련·시합 상황, 휴게실에서의 경험 등을 주요 소재로 다루었고 실제 축구

부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연습하였다. 이와 같이 학교

운동부 프로그램은 서로 맥락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교육, 훈련, 생활을

포괄하는 통합적 라이프스킬 개발, 전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단

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이 활용됨으로써 학생선수들은 인지

적, 행동적, 성찰적 측면들을 함축하는 라이프스킬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림 33 참조>. 아래는 학생선수가 훈련과정에서 라이프스킬을 습득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면담이다.

연구자 : 우건이는 훈련시간 때 후배 동생들에게 축구 가르쳐 주는 게 힘들지 않았어?

박우건 : 힘들었어요. 그래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 어떠한 것을 배운 것 같아?

박우건 : 코치님이 저희를 가르칠 때 힘드시겠다 그런 게 이해되더라고요. 저희는 1명 

       가르치는 것도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동생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밑에 애들이 못하는 것을 보면 예전에 제가 잘하지 못했던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인지 확인하고 해결방법을 친절히 알려주려 해요. 

       그리고 그 애들한테 목표 세워서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박우건, 학생선수,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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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면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선수들은 동료 간의 코칭활동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함양해 나갔다. 즉, 코칭을 실행한 선배 학생선수들은

축구부 후배들을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라이프스킬을 더욱 강화

할 수 있었다. 후배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강조하

며, 본인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었고 축구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또한, 코칭 경험을 통해 학생선수들은 지도자, 동료들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기도 하였다. 코칭을 받

은 후배 학생선수들도 선배들의 경험적 조언, 실천적 피드백을 통해 많

은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동료코칭 활동에 학생선수들은 신선함을 느끼

고 즐거워하였다. 이에,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 개발 활동에 집중하며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동료코칭은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학생선수들의 흥미를 반영했기 때문에 라이프스킬

개발 활동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Hellison, 2011; Walsh, 2008).

본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자세, 실제 맥락의 여러 활동들은 학

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전이와 전인적 성장으로 연결되었다.

그림 33. 라이프스킬 개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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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이프스킬 관련 반성

실제 일상생활로의 라이프스킬 전이를 위해서는 반복적인 연습과 함

께 반성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Danish et al., 2004; Lee &

Martinek, 2013; Petitpas et al., 2005). 이에, 학생선수들은 교육, 훈련,

휴게실 생활에 걸쳐 복합적으로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본인

을 되돌아보며 라이프스킬 실천 의지를 다짐해 나갔다. 습득 매커니즘에

따라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바를 실천하였다.

특히, 종합적인 반성적 성찰을 통해 라이프스킬 실천을 자기화할 수 있

었다(강지웅, 박용남, 2017; 김동식, 2012). 아래는 학생선수들이 본 프로

그램에 참여하며 라이프스킬 실천에 대해 고찰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면

담이다.

연구자 : 윤태야.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쓸 때 어떠한 생각을 많이 해?

김윤태 : 마지막에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쓰는 게 있잖아요. 훈련일지 쓰면서 그날 했던

       훈련과 함께 교실에서나 집에서 내가 라이프스킬을 실천했는지 그런 것들을 떠올

       려봐요.

연구자 : 라이프스킬 훈련일지를 통해 윤태가 반성했던 모습이네. 혹시 훈련일지 말고 다른

       요소가 널 반성하게 이끌어준 것도 있어?

김윤태 : 음... 축구부 애들한테 라이프스킬 실천을 칭찬 편지 써주고 받는거요. 편지를 

       받으면 저의 모습을 좀 더 반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이프스킬 통장에 스티커

       붙이고 기록하는 것도 비슷한 부분인 것 같아요. 

(김윤태, 학생선수, 심층면담)

연구자 : 휴게실 게시판에 라이프스킬 온도계랑 명언 같은 게 붙어져 있잖아. 어때?

이진승 : 그거 보면 라이프스킬을 계속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자 : 왜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 같아?

이진승 : 온도계 온도를 높이려면 라이프스킬을 실천해야 하고요. 명언에도 라이프스킬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진승, 학생선수, 심층면담)

이와 같이 학생선수들은 학교운동부에서의 교육, 훈련 및 휴게실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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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함으로써 라이프스킬을 일상생활로 확장하여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34 참조>. 김윤태 학생선수는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작성, 라이프스킬 통장 관리를 통해 본 프로그램에서의 훈련활

동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을 연결시켰다. 라이프스킬 훈련일지와 통장에

는 축구 기술 함양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훈련 과정에서 라이프스킬을

어떻게 소화했는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긍정적 행동들을 실천해나갈

것이지 등의 내용을 담아내었다. 이진승 학생선수는 축구부 훈련 전·후

휴게실에서 라이프스킬 온도계를 접하며 본인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었

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동료들과 함께 라이프스킬 미팅을 하고 라이프

스킬 관련 명언을 제작하며 집단 반성을 해나갔다. 이처럼 본 프로그램

에 담겨져 있는 반성적 성찰 관련 활동들은 학생선수들이 현재보다 더욱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그림 34. 라이프스킬 관련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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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논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를 탐색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상에서 다루었

던 연구 결과를 논리적 구조로 연결하고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았다. 이

를 통해 본 연구의 교육적 의의와 시사점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가.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의 연관성

많은 학생선수들은 초등학생 시기에 전문체육의 세계로 입문하게 된

다(한태룡, 정영린, 서희진, 2010). 초등 학생선수들이 학교운동부 생활을

통해 가지게 되는 생각과 경험 등은 이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 나가는 데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Bailey, 2006; McNamee, 2005; Talbot, 2001;

Whitehead, 1990). 이에, 학교운동부는 학생선수들의 성장 발판이 되는

주요 맥락으로서 교육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야 한다(고문수, 김무영,

2011; 류태호, 2005; Shields & Bredemeier, 2001; Zimmer, 2004). 본 연

구에서는 교육적 성장의 맥락에서 학생선수들이 전인적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하였다. 프로그램은

포괄성, 통합성, 계열성 원리에 의해 개발되었고 이러한 구성 원리들은

환경, 리더십, 관계, 교육실천 측면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조건들과 연계

되어 있었다<그림 35 참조>.

프로그램의 영역 및 범위에는 포괄성 개발 원리가 녹아들어 있었다.

이에 학생선수들의 실제 삶, 스포츠 특성, 사회적 분위기 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은 목표수행, 상호작용, 문제처리, 미래준비 영역을 포괄하는 내

용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라이프스킬 친화적 환경에서 운

영되었기에,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을 함양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Bailey & Morley, 2006; Holt, Deal & Smyth, 2016; Kidman & Davis,

2007). 학생선수 성장 지향의 학교운동부 관련 정책, 입시의 압박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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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운 초등학생 시기, 일상생활과 유사한 측면을 띄고 있는 휴게실 공

간, 교육적 가치가 중시되는 학교운동부 맥락이 어우러짐으로써 학생선

수들은 운동기량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의 라이프스킬에 관심을 쏟을 수

있었다. 또한, 라이프스킬은 학생선수들이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바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안내 및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학생선수들은 프로그램 내용 요소 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여

러 라이프스킬들을 개발하였고 학교운동부 안과 밖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라이프스킬을 함양을 위한 총체적 반성을 해나갔다. 이처럼

프로그램 개발에서의 포괄성은 프로그램 운영 조건인 라이프스킬 친화적

학교운동부 환경 조성 및 전이를 위한 교육실천과 연결되어 있었다.

프로그램 실천에서는 통합성 개발 원리가 잘 드러났다. 즉, 프로그램

에 여러 교육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들은 함께 교육을 주관하였고, 학생선수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들과 교육적 상호작용을 맺어나갔다. 교육적

상호작용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사이 래포가 형성되어 있을 때 더욱 잘

일어나게 된다. 이에, 학생선수들과 주변 관련자들의 따뜻한 관계 맺음이

강조되었다.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 선·후배 동료뿐만 아니라 학급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의 지지를 바탕으로 선수중심 코칭 실현이 가능하

였다. 그리고 이는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을 함양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Lerner et al., 2015; Martinek & Lee, 2012; Nakamura,

1996). 또한, 스포츠 맥락과 라이프스킬의 통합적 프로그램 구성은 학생

선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Holt & Sehn 2008;

Camiré & Kendellen, 2016). 학생선수들은 교육, 훈련, 휴게실 생활에서

의 활동들을 통해 라이프스킬을 개발해 나갔고 프로그램 참여의 모습을

통합적으로 성찰하였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구성에서의 통합성은 프로

그램 운영 조건인 학생선수의 인간적 관계맺음 및 전이를 위한 교육실천

과 이어져 있었다.

프로그램 단계에는 계열성 개발 원리가 함축되어 있었다. 우선, 개발

접근방식·과정의 계열화를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실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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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들이 함께 리더십을 공유하며 라이프스킬의

직접적 교수, 라이프스킬에 친화적인 학교운동부 분위기·휴게실 환경 조

성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코치 단독으로 학생선수들을 지도

하는 게 아니라 코치, 감독교사, 학부모 등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이 함께

협의하며 프로그램을 복합적 차원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였다(Bean et

al., 2018; Camiré & Kendellen, 2016). 다음으로, 개발 상황맥락의 계열

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단계별로 조직화 되어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서 학생선수들은 리더십을 확장해 나갔다. 단지 교육을 받는 것에 머물

러 있지 않았고 필요로 하는 것, 배우고 싶은 것, 익히기 힘든 것 등을

감독교사, 코치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기를 요구하였다. 생

활 맥락과 가까운 내용에서 먼 내용으로, 단기간 발휘에서 장기간 실천

필요 내용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은

점차적으로 라이프스킬을 자기화, 습관화, 생활화할 수 있었다(Hodge,

Danish & Martin, 2012; Martinek, Schilling & Johnson, 2001). 또한, 다

양한 수준의 라이프스킬들을 접하면서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 함양에

대한 성취동기를 지속할 수 있었다. 계열화되어 있는 프로그램 활동들을

여러 접근방식으로 경험하였고, 이와 함께 총체적 반성을 수시로 함으로

써 라이프스킬을 습득해 나갔다. 이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프로그램 조

직에서의 계열성은 프로그램 운영 조건인 리더십의 공유, 전이를 위한

교육실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림 35.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의 연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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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라이프스킬 발휘 유형에 따른 전인적 발달의 모습

라이프스킬 함양은 초등 학생선수들을 전인적 발달로 이끌기 위한 실

천적 접근 방식이다(이옥선, 2012; Carson, 2010; Lee et al., 2017). 라이

프스킬 접근에서는 학생선수를 발달의 주체로 여기고, 학생선수들의 실

제 삶을 성장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이에 생활 제 영역에서의 총체적 성

장을 일컫는 전인적 발달로 이어질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프스

킬 함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선수들을 지도해 나갔다. 학생선수들은 프

로그램 참여를 통해 목표수행, 상호작용, 문제처리, 미래준비 영역의 라

이프스킬들을 개발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발된 라이프스킬은 학생선수

들의 학교운동부 생활, 학급생활 그리고 일상생활 등에서 다양한 모습으

로 발휘되어 나타났다.

라이프스킬 발휘는 학생선수 개인의 성향, 실천 환경의 맥락, 스포츠

의 특성 등에 따라 여러 모습을 띄고 있었다. 즉, 초등 학생선수들의 라

이프스킬 발휘는 주변 권유형, 모범 실천형, 중도 이탈형, 지속 냉담형

모습의 유형들로 나타났다. 주변 권유형의 학생선수들은 운동부 동료 및

학급 친구들에게 라이프스킬 실천을 강조하였고 독려하였다. 이들은 주

변 사람들에게 라이프스킬 실천을 직접적으로 추천하기도 간접적으로 영

향주기도 하였다. 모범 실천형의 학생선수들은 다양한 영역의 라이프스

킬을 학교운동부 맥락 안, 밖에서 실천해 나갔다. 여러 상황에서 본인의

강점 생활역량들을 실천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 함양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었다. 또한, 모범 실천의 모습은 주위 사람들에게 표본이

되었고 이는 라이프스킬 실천의 환경 및 분위기 조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처럼 주변 권유형과 모범 실천형의 학생선수들은 개인

적 성장과 함께 사회생활 영역에 ‘공헌(Contribution)’함으로써 전인적 발

달로 나아가고 있었다(Benson, 1997; Lerner et al., 2015; Scales &

Leffert, 2004).

반면, 중도 이탈형의 학생선수들은 점차적으로 라이프스킬 실천이 흐

릿해지는 모습을 지속 냉담형의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 자체에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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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도 이탈형과 지속 냉담형 학

생선수의 양상은 다음 요인들로부터 기인하였다. 첫째, 라이프스킬 개발

의 효과는 단기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일부 학생

선수들은 라이프스킬 실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고 실천 의욕도 잃어

버렸다. 둘째, 라이프스킬에 대한 실천적 이해가 부족하였다. 이에 몇몇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을 구체적 행동수준으로 전개해 나가지 못했다.

셋째, 특정 학부모는 라이프스킬에 대해 교육적 불신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해당 학부모의 자녀 학생선수는 라이프스킬 실천에 회의

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이상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중도 이탈형

학생선수와 지속 냉담형 학생선수는 라이프스킬 함양을 통한 전인적 발

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라이프스킬 함양 부족 학생선수들을 전인적 발달로 이끌기

위해 학교운동부는 장기적 교육의 관점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Balyi, Way & Higgs, 2013; Green, 2004; Weiss & Wiese-Bjornstal,

2009). 이를 위한 실천방안은 학생선수 차원, 학교운동부 관계자 차원에

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학생선수 개개인 맞춤형 교육 접근이 있다.

개별적 접근을 통해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깊

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라이프스킬 함양의 당위성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들은 스포츠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경계하며,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스포츠 맥락 관련의 라이프스킬을 실천해 나가게 된다

(Gould & Carson, 2008; Holt & Sehn, 2008). 학생선수 중심의

(Student-Athlete centered)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선수들의

내재적 동기를 고려한 라이프스킬 함양 활동들이 계획, 운영되어야 한다

(Hodge, Danish & Martin, 2012; Petitpas et al., 2005). 또한, 라이프스

킬 실천에 관한 실제적, 구체적 수준의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선

수들이 본인의 성장 모습에 대한 피드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

다. 이러한 개별적 교육 접근이 뒷받침될 때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

함양에 집중하고 이를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Galipeau & Trudel, 2006;

Marte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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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학교운동부 관계자 간의 교육적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접근

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일부 관계자들은 라이프스킬 함양의 필요성에 공

감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의 라이프스킬 가치 인식을 위해서는 학교운동

부의 교육적 운영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Bean et al., 2018; Fullan, 2016). 특히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 학생선수

모두 참여하는 라이프스킬 간담회, 미팅을 정기적으로 자주 개최하고 지

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운동부에 라이프스킬의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라이프스킬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관계자들을 변

화시키는 데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즉, 학교운동부 관계

자들의 집단적·전문적 책임감은 교육적 설득을 가능하게 하였고 라이프

스킬 함양 프로그램에의 긍정적 지지로 이어지게 된다(Hargreaves &

Fullan, 2012; Sloan, 2010). 이처럼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통

한 전인적 성장은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지속적으로 뒷받침 될 때 성취

가능하였다(정현우, 2017; Alexender, 1987; Eccles & Gootman, 2002)

<그림 36 참조>.

그림 36. 라이프스킬 발휘 유형에 따른 전인적 발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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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의 교육적 네트워크 활성화

본 연구자는 감독교사로 근무하면서 기존 학교운동부의 운영 내용 및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학생선수들에게 스포츠 기

술만을 지도하는 학교운동부는 교육적으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박

재우, 김동학, 2016; 우승호, 진연경, 2018). 또한, <그림 37 상단부 참

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존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은 코치를 중심으

로 한 피상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 학교운동부 제 영역 관련 내용

들에 대해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가 함께 모여 논의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코치와 일부 특정 관계자들의 단편적인 상호작용이 분절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기존 학교운동부

에서의 관계 맺음은 코치를 매개로 한 일방향의 소통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통의 내용도 주로 학생선수들의 운동 기량 및 운영 지

원 관련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본 연구자는 학생선수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류태호, 2005; 박재정, 2015; Thompson, 2003).

또한 코치, 학부모, 학생선수들도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동기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교운동부 관계자들과 새로운 프로그램에

어떠한 교육적 가치관을 담아내고 싶은지를 서로 이야기 나누며 프로그

램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해 나갔다(Fullan, 2016; Potrac & Cassidy,

2006). 이처럼 본 연구자는 감독교사로서 코치, 학부모들과 함께하는 교

육적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활성화하고자 하였다<그림 37 하단부 참조>.

한편, 본 연구자는 수많은 외국 저널 및 도서를 읽으며 라이프스킬이 적

용된 다양한 현장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고, 교육적 가치에 대한 믿음

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라이프스킬 접근은 학교운동부 관계자들

의 의견을 포괄하고, 학생선수들을 전인적 성장으로 이끄는 이정표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라이프스킬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

는 학교운동부에서의 실제 적용을 위해 코치, 학부모들과 고민을 나누었

다.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은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하였고 운영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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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한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해 나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그

램을 점차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학생선수들의 성장에 코치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에

서는 코치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선, 코치들에게 라이프스킬 개발 코칭

은 기존의 기술 훈련체계에 라이프스킬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특히, 별도의 시간 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학

생선수들이 스포츠 기량을 쌓아나가는 데 방해되지 않음을 덧붙여 말하

였다. 그리고 라이프스킬을 지도하는 것은 그들이 지향하고 바람직하다

고 생각했던 코칭방식과 연결됨을 알려주었다. 코치들은 라이프스킬 개

념을 처음 접하였고 생소하게 여겼기에, 프로그램 운영 전 이들에게 라

이프스킬을 안내하는 데 유의하였다. 감독교사로서 본 연구자는 연구, 독

서, 웹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코치와 함께 라이프스킬 개발 훈련방안을

탐색하였다(이옥선 외, 2018). 또한 코치들은 협의과정에서 본인이 학생

선수 시절 받았던 경험, 지도자로서 실천했던 지도 방식 등을 공유하였

고 이를 발전시켜 라이프스킬 개발의 코칭을 구체화 해나갔다(Lee &

Choi, 2015). Lee 외(2019)의 전문성 개발 방식과 같이 코치들은 라이프

스킬 개발 간담회와 논의의 장에서 이야기 나온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보

기도(immediate application), 약간 수정하여 적용하기도(application with

adaptation),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transformation of ideas)하기도 하

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코치들은 단지 학생선수들이 ‘힘들어 하

면서 재미있어 하는’ 코칭을 넘어 전인적 성장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코

칭을 실천할 수 있었다(Galipeau & Trudel, 2006; Placek, 1983).

코치들은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코칭으로 라이프스킬

개발 친화적 분위기 조성, 간접경험 제공, 직접연습 부여, 반성의 장 마

련에 힘을 쏟았다. 이와 같이 코치들은 코칭에 대한 성찰 그리고 감독교

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라이프스킬 함양 코칭 과정을 구조화, 체계화 하

였다(Cushion, 2006; Hellison, 2011; Lee & Choi, 2015). 또한, 본 연구자

는 코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 코칭 구현을 도와주기 위해 수시로 훈련

장, 휴게실을 방문하였다. 코치와 학생선수 간 교육적 상호작용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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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킬과 관계되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코칭장면에 대해 수시로

피드백 주었다. 특히, 코치를 학교운동부 동료 지도자로 여기며 존중의

태도로 조언하였다(조건상, 2015). 우수한 라이프스킬 개발 코칭은 지속

실천을 장려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코치들과 함께 촬영된 장면을 살펴보

며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코치들은 라

이프스킬 개발의 코칭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학교운동부 운영 구성원으로서 학생선수들과 운동부 휴게

실에서 교육적 관계를 맺어나간다. 또한, 학교운동부 맥락을 넘어 가정에

서도 학생선수들이 바르게 생활하고 긍정적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심려를 기울인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학부모를 학생선수 라이프스킬 개발

의 중심축으로 인식하였다(이대형, 2012; 조남용, 이영국, 2013; Martinek

& Lee, 2012). 또한 학부모들도 본 연구자를 인간적으로 신뢰하였고, 본

연구자가 감독교사로서 지니고 있는 전문성에 대해 강한 믿음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자는 학부모들이 라이프스킬 개념을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연계하여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라이프스킬 개발 간담회, 논의의 장 참가를 통해 학생선수들

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누었으며 지도과정에 라이프스킬 개발

을 담아내고자 하였다(장유진, 제성준, 2019; Camiré & Kendellen,

2016). 특히, 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선수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보살

펴주며 감독교사, 코치와는 다른 차원으로 라이프스킬 개발을 도와주어

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교육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학부모

들은 학교운동부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 가정생활에서도 긍정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학생선수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라이

프스킬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이끌었다.

본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은 명칭 WISH의 의미가 나타내는 바와

같이 학교운동부 구성원 및 관계자들의 교육적 견해, 바람 등을 담아내

었다.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들의 학교운동부 협력적 네트워크는 초등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실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들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서로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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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을 공유하였고, 협의하며 프로그램을 개발·실천해 나갔다(Camiré

& Kendellen, 2016; Hargreaves & Fullan, 2012). 특히, 학교운동부 관계

자들의 네트워크에서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학생선수에 대

한 내용들도 활발히 소통하였으며 장기적 성장의 관점과 교육적 시각에

서 라이프스킬 전이를 강조하였다(이옥선 외, 2018)<그림 37 참조>. 이

러한 과정을 통해 본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계획될 수 있었

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하였다(Lee & Choi, 2015).

그림 37. W.I.S.H. 프로그램을 통한 감독교사, 코치, 학부모의 교육적 협력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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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

부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고 초등 학생선수들에게 나타난 교육적 변화

를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문제는 첫째,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

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

가? 둘째,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이 초등 학생선

수들에게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셋째,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

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 조건들은 무엇인가? 로 설정하였

다.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 및 논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

이 결론을 제시한다<그림 38 참조>.

그림 38. 초등학생선수의라이프스킬함양을위한학교운동부프로그램운영과정및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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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은 새로운 시도에 대한 동기 형성 그리고 새로운 시도와 관련한 방향성

및 실천가능성 탐색의 절차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목적은 초

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통한 전인적 성장으로 설정하였고 초

등학생으로서 균형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 스포츠에 대한 폭 넓은 시

각을 가지는 것, 바람직한 학교운동부 활동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였다. 프로그램 구성 원리 및 주안점은 영역·범위의 측면

에서 포괄성을, 실천의 측면에서 통합성을, 단계의 측면에서 계열성을 바

탕으로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지향하는 W. I. S. H.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구성된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라이프스킬 개발 간담회를 개최하였

고, 장소·시간 확보 등 실천의 장 마련에도 많은 신경을 쏟았다. 이와 함

께 학교관리자의 검토,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프로그램은 교육,

훈련, 휴게실 환경조성 세 가지 차원에서 운영되었다. 라이프스킬 개발

교육은 목표수행(Work well), 상호작용(Interact well), 문제처리(Solve

well), 미래준비(Hope well) 4가지 영역을 주제로 각 영역별 10차시 교육

총 40차시로 진행되었다. 교육 방법으로는 영상시청, 토의·토론, 역할극

등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었다. 라이프스킬 개발 훈련에서도 위의 4가

지 영역을 주요 소재로 다루었다. 그리고 라이프스킬 개발 분위기 조성,

간접경험 제공, 직접연습 부여, 반성의 장 마련의 코칭 방식으로 훈련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라이프스킬 개발 휴게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라이프스킬 개발 관련 소통의 증진,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휴게실 생활

의 연결, 휴게실 생활 모습의 전이 촉진이 강조되었다. 이처럼 라이프스

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과정은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었기에,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선수 전인적 성장 지향의 가치를

일관성 있게 추구해 나갈 수 있었다.

둘째, WISH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 학생선수들은 여러 라이프스킬을

함양할 수 있었고, 이들의 라이프스킬 발휘 유형 또한 다양하게 나타났

다. 초등 학생선수들은 목표수행, 상호작용, 문제처리, 미래준비 잘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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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라이프스킬들을 함양하였다. 목표수행 잘 하기 라이프스킬로는 목

표설정 및 계획실천 하기, 책임·역할 다하기, 자기관리 하기, 종합적사고

하기가 함양되었다. 상호작용 잘 하기 라이프스킬로는 긍정적으로 바라

보기, 존중의 소통하기, 협력하기, 배려하기가 함양되었다. 문제처리 잘

하기 라이프스킬로는 문제 받아들이기, 문제 분석하기, 문제 해결하기,

반성하기가 함양되었다. 마지막으로 미래준비 잘 하기 라이프스킬로는

자기이해 하기, 진로 탐색하기, 진로 디자인하기, 장기계획 설계하기가

함양되었다. 이와 함께 초등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발휘 유형은 주변

권유형, 모범 실천형, 중도 이탈형, 지속 냉담형으로 나타났다. 주변 권유

형의 학생선수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라이프스킬 실천을 장려하고 권유하

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모범 실천형의 학생선수들은 꾸준한 자세

로 라이프스킬을 스스로 실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도 이탈

형의 학생선수들은 초기에는 라이프스킬 실천에 적극적이었으나 점차 소

홀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속 냉담형의 학생선수들은 라이

프스킬 실천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모습을 띄고 있었다. 특히,

주변 권유형과 모범 실천형의 학생선수들은 전인적 발달로 나아가고 있

으나 중도 이탈형과 지속 냉담형의 학생선수들은 라이프스킬 함양에 부

족함을 드러내었다. 이에 중도 이탈형과 지속 냉담형 학생선수들을 전인

적 발달로 이끌기 위해서는 장기적 교육 관점을 바탕으로 한 학교운동부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의해볼 수 있었다.

셋째, 실제 현장에서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 권한, 관계, 교육실천 측면의 조건들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 즉, 라이프스킬 친화적 학교운동부 환경 조성, 학교운동부 운

영 리더십의 공유, 학생선수들과의 인간적 관계 맺음, 전이를 위한 총체

적 교육 접근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라이프스킬 친화적 학교운동부

환경 조성으로는 라이프스킬을 응원하는 정책, 라이프스킬에 수용적인

초등학교 시기, 라이프스킬에 가까워질 수 있는 학교운동부 휴게실 공간,

라이프스킬에 어우러지는 학교 공교육 체계 맥락이 갖추어져야 했다. 다

음으로, 학교운동부 운영 리더십의 공유로는 코치중심에서 감독교사,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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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 관계자들이 함께 운영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학생선수들이 수동

적인 교육 대상자에서 교육의 주체로 변화해 나가는 모습이 강조되었다.

또한, 학생선수들과의 인간적 관계 맺음으로는 운동부 관련 행정업무보

다 학생선수 대상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감독교사, 당장의 성과와 실적

보다 교육적 성장을 기다려줄 수 있는 코치, 학생선수들에게 믿음과 신

뢰를 보여주는 학부모, 팀원과 하나가 되는 축구부 동료들, 학생선수들에

게 긍정적 관심을 가져주는 담임교사 및 학급친구와 같은 양상이 요구되

었다. 마지막으로 전이를 위한 총체적 교육 접근으로는 라이프스킬 안내

및 동기 부여, 라이프스킬 개발 활동, 라이프스킬 관련의 반성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했다. 이상의 운영 조건 충족과 더불어 감독교사, 코치, 학부

모 등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은 교육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프로그램

을 더욱 체계화, 내실화해 나가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제언

지금까지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

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마지막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 후속 연구에 대해서도 제언하고자 한다.

가.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위한 제언

학교운동부를 교육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동부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학교운동부의

기능을 오로지 엘리트선수 양성으로 한정하여 인식했다. 이에 학교운동

부에서의 활동은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학교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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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관계자들은 학생선수의 기량 향상에만 집중하였고, 학생선수들 또한

더 많이(多), 더 크게(大), 더 높게(高) 성취해 나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있었다(최의창, 2018).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동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학교운동부는 학생선

수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장으로 여겨져야 한다. 학생선수들은 학교운

동부에서의 스포츠 관련 활동들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함양해 나가야 한

다. 학교운동부 맥락 안과 밖에서 이러한 시각들이 공유되고 합의가 이

루어질 때 학생선수들의 위치는 ‘운동성과를 내는 객체’에서 ‘전인적 성

장의 주체’로 이동하게 된다. 이처럼 학교운동부를 학생선수들의 전인적

발달의 장으로 바라보려는 움직임은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에 근원이

될 수 있다.

둘째, 학교운동부 운영은 감독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학교운동부는 엘리트 선수 양성의 기능에 집중하며 코치에게 학생선수

지도를 일임하였다. 이에 성적 지상주의의 학교운동부 분위기가 팽배하

였고 학생선수, 학부모, 코치, 감독교사 등 학교운동부 관계자들도 ‘운동

선수로 성장하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감독교사의 위치가 재조정 되어야 한다. 감독교사는 학교운동부

내 교육적 상호작용의 핵심인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감독

교사는 학교운동부를 교육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교사 시절부터 쌓아온 소양, 교육학 지식, 교사로서

의 경험 등은 감독교사가 교육적 접근을 바탕으로 학교운동부를 운영해

나가는 데 근원이 된다. 이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감독교사 중심의

운영은 학교운동부를 학생선수의 운동기량 향상보다 전인적 성장에 우선

적 가치를 두는 양상으로 탈바꿈 하게 할 것이다. 또한, 감독교사는 코치

들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교육자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감독교사는 코치와 함께 근무하며, 가까운 위치에서 교육적 가치를 직접

적으로 간접적으로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코치와 교육학적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으며 학생선수를 교육하는 인원으로서 교학상장의 모습을 기

대해볼 수 있다. 이는 형식적·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코치 대상 집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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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개선의 필요성과 연계하여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라이프스킬과 같은 교육적 가치를 담은 학교운동부 프로그램의

모듈화가 필요하다. 즉,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의 세부 조치 사항, 애로 사항 등 실제적 맥락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모듈화는 운영 과정의 총체적 내용들을 체계화함으로

써 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모듈

화 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운동부 관계자들은 기 실행한 프로그

램에 대해 반성적 성찰을 하며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또한

주변 다른 학교의 관계자들도 이러한 포맷을 참고하며 각 학교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프로

그램의 모듈화는 교육적으로 학교운동부를 운영해 나가려는 문화 형성

및 지속·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추후 작업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사료된다.

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다

양한 접근 방식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인문적 코칭(최의창,

2018), Double-goal 코칭(Thompson, 2003), Positive 코칭(Light, 2017)

등은 학습자를 중심에 두고 있으며,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라이프스킬 개발 접근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이 같은 접근방

식들에서는 전인교육 목적의 달성을 위해 어떠한 지도가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라이프스킬과의 공통점에 더불어

차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함으로써 라이프스킬 개발 접근에서의

강조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라이프스킬 개발 교육, 훈련

및 생활지도 관련 접근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라이프스킬 함양 및 발휘의 모습을 장기간 탐색하는 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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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즉,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 및 발휘를 종단적으로 조망해

보아야 한다. 약 8개월 동안 실천되었던 본 프로그램이 보다 장기적으로

계획, 운영될 경우 학생선수들은 더욱 폭 넓고 깊이 있는 라이프스킬 개

발 활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이프스킬 개발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의 함양 영역 및 발휘 양상은 본 연구에서 밝혀

진 것 보다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이프스킬 개발 활동을 계속해 나

가며 학생선수들은 새로운 영역을 함양하게 되기도, 이전과는 다른 발휘

양상을 보여주게 되기도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4가지 라이프스

킬 발휘 유형 중 중도 이탈형과 지속 냉담형의 학생선수들이 어떠한 극

복 과정을 거침으로써 성장해 나가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다. 이 같은 종

단적 탐색은 라이프스킬 프로그램의 보완, 발전에 구체적·실질적 실마리

를 제공해줄 수 있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작업이라 생각한다.

셋째, 다양한 종목과 학교 급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킬 함양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프로그램 개발·운영 과정에는 연구 참여 대상의 특성

및 성격이 짙게 반영된다. 본 연구는 축구 종목의 초등학교 운동부를 배

경으로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함양에 주목하였다. 이에 다른 환경 맥

락에서는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농구, 야구 등 팀 스포츠 종목 학교운동부뿐만 아니라

육상, 수영 등 개인 스포츠 종목 학교운동부에서의 라이프스킬 함양 프

로그램 개발, 운영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운동부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운동부에서의 프로그램 운영 과정을 함께 탐색해볼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맥락에서의 라이프스킬 함양 프로그램 적용

모습들을 분석해봄으로써 각 종목 별, 학교 급 별 특징적인 모습을 확인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는 전문체육·학교체육 분야에 의미 있는 시

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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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다음과 같은 연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연구 과제명 :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최규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으로 라이프스킬 친화적 학교운동부 생활을 통해 초등 학생선수들의 전인적 발달 모습 및 

성장 과정을 밝히는 연구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운동부원이라는 자부심과 자존감을 높이며, 담임선생님 

및 코치님에게는 교육 및 훈련 지도에 대한 보람을 드리고, 학부모들에게는 자녀의 학교운동부 및 

교실에서의 생활과 라이프스킬 개발, 전이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여자 선정조건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코치 3명, 학생선수 14명, 담임선생님 2명, 학부모 4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코치의 경우는 축구부 훈련을 지도하고 학생선수의 교육적 성장 및 라이프스킬 

개발에 관심이 많은 사람, 학생선수의 경우 축구부 소속이며 라이프스킬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 담임교사와 학부모는 교실 및 가정의 맥락에서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개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볼 수 있으며 연구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분이 참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참여 내용 : 코치님은 개인면담에 참가하게 될 것이며, 코치님과 학생이 모두 동의할 경우 축구부 

훈련지도 과정에서 학생선수들의 모습 관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개인면담, 

그룹면담에 참가할 것이며 평소에 작성하는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교육 활동지 내용이 연구 자료로 

함께 활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라이프스킬 교육, 축구부 훈련, 축구부 휴게실에서의 

생활이 관찰(사진촬영 포함)될 것입니다. 담임선생님 및 학부모님은 학생선수들의 교육, 성장과 

관련한 인터뷰만 실시됩니다.

참여기간 및 장소

 1) 기간 : IRB 승인일(연구윤리 심의 승인/ 대략 2019년 5월 말) ~ 2020년 2월

 2) 장소 : 서울00초등학교 및 연구 참여자가 지정하는 장소

참여 방법 : 면담은 개인면담, 그룹면담으로 각각 약 30-40분 진행되며 관찰은 사전 협의된 내용에 

한해 최대 5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구 참여 집단 별로 참여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 

첨부해드린 동의서에 참여방법을 꼭 확인해주시고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 작성: 모집 문건과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를 확인하시고 연구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구 담당자의 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하십시오.

성명: 최규현   /  전화번호: 010-0000-0000 / 메일: 0000000@snu.ac.kr   

� 연구 참여자 모집 문건 

mailto:0000000@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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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소속 기관장 확인서

소속 기관장 확인서

성      명  최규현
소     

속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직      위  석사과정 

연구과제명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

연 구 기 간  2019년 5월 ~ 2020년 2월

연구비 지원 

기관 

(해당 경우)

본인은 상기 연구자의 소속 기관장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상기 연구자는 본 기관 소속이며, 해당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 본 연구가 생명윤리 및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2019년    5월    1일 

소     속: 서울 00초등학교

기  관  장: 0 0 0 (직 인)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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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코치용)

연구 과제명 :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최규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

정 및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학생선수의 더 나은 삶, 전인적 

성장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

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소속의 

최규현 연구원(스포츠교육학 석사과정생 / 01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

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

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

영과정 및 효과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운동부 현장에서 학생선

수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00초등학교 축구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분들도 함께 연구에 참여할 것

입니다. 코치 선생님 3명, 축구부원들의 담임선생님 2명과 부모님 4명 그리고 

축구부 학생선수 14명이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

은 사람들은 모두 00초등학교 축구부 관계자들입니다.

�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코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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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1) 축구부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라이프스킬 친화적 축구부 훈련 및 축구부 

휴게실에서의 생활과 관련한 코치 선생님의 생각을 물을 것입니다. 8월 말 

심층면담을 1회 실시할 것이며, 면담시간은 각 30~40분 정도로 걸릴 예정입

니다. 면담의 정확한 날짜는 동의절차가 이루어진 이후 코치님과 함께 조율

하겠습니다. 모든 면담과정은 코치님과 사전에 합의된 장소와 시간에 실시하

여 지도활동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면

담 내용은 녹음할 예정입니다. 녹음 자료의 파일은 본 연구자가 전사한 후 

즉시 삭제할 것이며, 개인을 알아보는 정보가 제외된 자료는 연구자가 영구

적으로 안전하게 철저히 보관할 예정입니다(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근거).

2) 또한, 코치님과 학생들이 모두 훈련지도 모습 관찰을 동의하실 경우, 학생선

수들의 라이프스킬 친화적 축구부 훈련 모습을 IRB 승인일 이후(연구윤리 심

의 승인/ 대략 2019년 5월 말)부터 2020년 2월까지 최대 5회 사진촬영 및 필

드노트 작성을 하며 관찰 할 것입니다. 사진 자료에서 얼굴(학생선수 / 동의, 

미동의 학생 모두 포함)은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할 것

이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의 경우 관련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 삭제

할 것이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경우, 본 연구자가 영구적으

로 안전하게 철저히 보관할 예정입니다(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근거).

3) 장소는 귀하가 근무하는 장소(학교)가 될 것입니다.

4) 이 연구에서 얻은 정보들은 필요 시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IRB 승인일(연구윤리 심의 승인/ 대략 2019년 5월 말) 이후부터 2020년 2월까

지 심층면담 1회 약 30~40분 그리고 관찰은 최대 5회 매회 대략 1시간 요청받

게 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 책임자 최규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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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심층면담, 관찰, 현지문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나 심

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혹시 축구부 훈련 모습 공개하

는 것이 불편하실 경우 지도모습 관찰을 거부할 수 있으며, 면담에서 답변한 내

용이 연구에 쓰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이 연구는 귀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

가 제공하는 정보는 나중에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 친화적 학교운동부 생활

을 하며 성장해나가는 데 효과적인 방향을 제공하고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

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코치님 본인의 훈련지도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소속의 최규현 연구원

(010-0000-0000)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학년 및 

나이, 학생 사진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최규현 연구원 및 본 연구자의 지도

교수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이중 잠금 장치로 된 연구자 본인의 개인용 컴퓨

터 및 시건장치(열쇠)가 있는 서울대학교 체육관 스포츠교육학 연구실(417호) 서

류장에 보관, 정리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

기할 예정이며, 연구 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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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

상도 없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최  규  현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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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 과제명 :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최규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구

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면담과정의 녹음 및 훈련모습의 사진촬영이 진행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9. 나는 나의 (이름,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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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학생선수용)

연구 과제명 :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최규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

정 및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

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여러분들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

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이 설명서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분명하게 되지 않는 말이나 정

보에 대해서는 연구를 담당하는 최규현 연구원(010-0000-0000/0000000@snu.ac.kr)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초등 학생선수인 여러분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

로그램을 운영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해 많은 정보를 얻고자 실시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

할 지 물어볼 것입니다.

2. 왜 저에게 참여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00초등학교 축구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분들도 함께 연구에 참여할 것

입니다. 코치 선생님 3명, 축구부원들의 담임선생님 2명과 부모님 4명 그리고 

축구부 학생선수 14명의 어린이가 이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라이프스킬 함양 학교운동부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연구원 선생님

은 여러분이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지를 묻는 것입니다.

�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학생선수용) 



- 266 -

3. 꼭 참여해야 하나요?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며 참여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일

은 없습니다. 연구 참여 또는 비참여 결정은 여러분들의 운동부 생활에 전혀 지장

을 주지 않을 것이며, 시합출전 및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4. 연구 중에 어떤 일을 하나요?

1) 축구부 학생선수인 어린이 여러분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킬 교육, 축구부 훈련, 

축구부 휴게실에서의 생활을 통한 라이프스킬 개발과 관련한 생각을 물을 

것입니다. 8월 말 1:1 면담 1회, 친구들과 함께하는 그룹 면담 1회 실시될 것

이며, 면담시간은 각 30~40분 정도로 걸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담 내용은 

녹음할 예정입니다. 녹음 자료의 파일은 연구원 선생님이 기록한 후 즉시, 

삭제할 것이며 개인을 알아보는 정보가 제외된 자료는 선생님이 평생 안전

하게 철저히 보관할 예정입니다.

2)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라이프스킬 수업, 축구부 훈련 및 생활관에서의 

모습을 IRB 승인일(연구윤리 심의 승인/ 대략 2019년 5월 말) 이후부터 2020

년 2월까지 최대 5회 사진촬영 및 필드노트 작성을 하며 참여관찰 할 것입

니다. 사진 자료에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할 

것이며, 개인을 알아보는 정보의 경우 관련내용을 살펴본 후 즉시 삭제할 것

이며,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경우, 연구원 선생님이 평생 안전

하게 철저히 보관할 예정입니다.

3) 면담 및 관찰 시, 연구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라이프스킬 교육 활동지 및 

라이프스킬 훈련일지를 함께 활용하려 합니다.

4 장소는 여러분들이 등교하고 운동을 하는 장소(학교)가 될 것입니다.

5) 여러분과 보호자가 허락하면 이 연구에서 얻은 정보들을 연구하는 다른 선생

님들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여러분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

다.

5.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IRB 승인일(연구윤리 심의 승인/ 대략 2019년 5월 말) 이후부터 2020년 2월까

지 심층면담은 1:1면담 1회, 그룹면담 1회 약 30~40분씩 그리고 관찰은 최대 5

회 매회 대략 1시간 요청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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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연구에 참여할 경우 위험한 내용은 없나요? 

  본 연구는 심층면담, 관찰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나 심각한 부작용

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에서 답한 내용이나 

다른 관련 자료가 연구에 쓰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은 삭제할 수 있습니

다. 모든 면담 및 관찰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가 사용되는 일은 없습니다.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수집된 자료들은 밖으로 유출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7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나요?

  여러분이 연구에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

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연구 참여, 비참여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운동부 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시합출전 및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입니다.

8. 이 연구가 저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이 연구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여러분들은 스스로 라이프스킬 개발 모습을 되돌아보고 바람직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제공

하는 정보는 나중에 여러분과 같은 어린이들이 학생선수로서 라이프스킬 친화

적 학교운동부 생활을 하며 성장해나가는 데 효과적인 방향을 제공하는데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9. 이 연구에 참여하면 선물이 있나요?

  귀하의 연구 참여시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기념품(약 5000원 상당)이 증정될 

것입니다.

10.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연구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읽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무엇이든 

최규현 연구원(010-0000-0000)이나 부모님 혹은 보호자에게 설명을 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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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십시오. 원한다면 “보호자용 설명서”를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여러분이 보관할 수 있도록 연구원 선생님이 복사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도 함께 동의

서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한 후 연구에 참여하길 원한다면 이름을 써 주십시오.

   

동 의 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2. 나의 모든 궁금한 점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원에게서 설명 받았습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 할 것을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 중 녹음 및 사진 촬영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나는 이 연구에서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및 라이프스킬 교육활동지를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 참여자 아동 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법정대리인 명(연구 참여자와 관계)       서  명          날 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명             서  명           날 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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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법정대리인용)

연구 과제명 :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최규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

정 및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의 자녀는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00초등학교 축구부 학생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와 귀

하의 자녀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자녀의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다른 

가족 분들과 충분히 의논해 보십시오. 법정대리인께서 자녀의 참여를 결정하시

게 되면, 연구 참여자용(아동용) 설명서 및 동의서에 있는 법정대리인 서명 란

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해가 분명하게 되지 않는 말이나 정보에 대

해서는 연구를 담당하는 최규현 연구원(010-0000-0000/0000000@snu.ac.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스포츠교육학 전공의 교수님과 연구원 선

생님이 초등 학생선수의 발전적인 삶을 위한 라이프스킬 개발 학교운동부 프로

그램을 운영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기 위해 많은 정보를 얻고자 실시하

고 있습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00초등학교 축구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분들도 함께 연구에 참여할 것

입니다. 코치 선생님 3명, 축구부원들의 담임선생님 2명과 부모님 4명 그리고 

축구부 학생선수 14명이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

은 사람들은 모두 00초등학교 축구부 관계자들입니다.

�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법정대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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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1) 축구부 학생선수들을 대상으로 라이프스킬 교육, 축구부 훈련, 축구부 휴게실

에서의 생활을 통한 라이프스킬 개발과 관련한 생각을 물을 것입니다. 8월 

말 1:1 면담 1회, 학생 그룹 면담 1회 실시될 것이며, 면담시간은 각 30~40분 

정도로 걸릴 예정입니다. 면담의 정확한 날짜는 면담 참여자와 함께 조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면담 내용은 녹음할 예정입니다. 녹음 자료의 파일은 본 

연구자가 전사한 후 즉시 삭제할 것이며, 개인을 알아보는 정보가 제외된 자

료는 연구자가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철저히 보관할 예정입니다(서울대 연구

윤리지침에 근거).

2) 학생선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라이프스킬 수업, 축구부 훈련 및 생활관에서의 

모습을 IRB 승인일(연구윤리 심의 승인/ 대략 2019년 5월 말) 이후부터 2020

년 2월까지 최대 5회 사진촬영 및 필드노트 작성을 하며 참여관찰 할 것입

니다. 사진 자료에서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할 

것이며, 개인을 알아보는 정보의 경우 관련내용을 기록 후 즉시 삭제할 것입

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경우, 본 연구자가 영구적으로 안

전하게 철저히 보관할 예정입니다(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근거).

3) 면담 및 관찰 시, 학생들의 라이프스킬 교육 활동지 및 라이프스킬 훈련일지

를 함께 활용하려 합니다.

4) 장소는 귀댁의 자녀가 등교하고 운동을 하는 장소(학교)가 될 것입니다.

5) 이 연구에서 얻은 정보들은 필요 시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선수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IRB 승인일(연구윤리 심의 승인/ 대략 2019년 5월 말) 이후부터 2020년 2월까

지 심층면담은 1:1면담 1회, 그룹면담 1회 약 30~40분씩 그리고 관찰은 최대 5

회 매회 대략 1시간 요청받을 것입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연구에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여도중, 귀하의 자녀는 언제든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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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없이 연구 참여를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의 자녀가 연구에 참

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 책임자 최규현 연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

십시오. 연구 참여, 비참여의 문제는 자녀의 운동부 생활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며, 시합출전 및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심층면담, 관찰, 현지문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나 심

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질문에서 답한 

내용이나 다른 관련 자료가 연구에 쓰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스포츠교

육학 연구실 소속 최규현 연구원(010-0000-0000)이며 본 연구자의 지도교수 또

한 연구 자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정보가 학회

지나 학회에 공개될 때 귀하의 자녀 이름과 다른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즉, 답변한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수집된 

자료가 밖으로 유출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

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

심의위원회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

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

될 것입니다.

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연구 참여자 학생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학생선수로서 라이프스킬 친화적 학

교운동부 생활을 하며 성장과 관련한 방향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참여 학생에게는 자신의 라이프스킬 개발 모습을 되돌아보고 바람직

한 성장을 해나갈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님에게도 자녀의 라이프스

킬 개발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의 자녀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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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연구 참여, 비참여 여부는 귀하의 

자녀 운동부 생활 특히 시합출전 및 성적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소속의 최규현 연구원

(010-0000-0000)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학년 및 

나이, 학생 사진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최규현 연구원 및 본 연구자의 지도

교수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이중 잠금 장치로 된 연구자 본인의 개인용 컴퓨

터 및 시건장치(열쇠)가 있는 서울대학교 체육관 스포츠교육학 연구실(417호) 서

류장에 보관, 정리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

기할 예정이며, 연구 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

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녀의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귀하의 자녀가 연구 참여할 경우 감사의 뜻으로 소정의 기념품(약 5,000원 상

당)이 증정될 것입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최  규  현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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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000-0000

이 설명서는 학생의 연구 참여 동의에 대한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학부모용 연구 참여자 설명서 및 동의서와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

다. 만약 학생, 학부모 둘 중 한 분만 연구 참여를 원한다면 해당 동의서만 제출해

주셔도 상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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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 과제명 :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최규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의 자녀가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 및 나의 자녀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

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

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구

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자녀의 면담과정이 녹음되며 사진이 촬영되며, 

자녀의 일지 및 학습 자료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9. 나는 자녀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서명은 학생용 동의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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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학부모용)

연구 과제명 :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최규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

정 및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본 연구 주제에 적합한 환경에 

있는 00초등학교 축구부 학생선수의 학부모 자격으로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

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소속의 최규현 

연구원(스포츠교육학 석사과정생 / 01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

명해 줄 것입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

리고 연구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

용을 신중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

영과정 및 효과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운동부 현장에서 학생선

수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00초등학교 축구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분들도 함께 연구에 참여할 것

입니다. 코치 선생님 3명, 축구부원들의 담임선생님 2명과 부모님 4명 그리고 

축구부 학생선수 14명이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

은 사람들은 모두 00초등학교 축구부 관계자들입니다.

�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학부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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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1) 축구부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 전이된 모습이 축구부 휴게실 그리고 

가정의 맥락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학부모님의 생각을 물을 것입니다. 

8월 말 심층면담을 1회 실시할 것이며, 면담시간은 각 30~40분 정도로 걸릴 

예정입니다. 면담의 정확한 날짜는 동의절차가 이루어진 이후 학부모님과 함

께 조율하겠습니다. 모든 면담과정은 학부모님과 사전에 합의된 장소와 시간

에 실시하여 학부모님의 개인사정 및 기타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면담 내용은 녹음할 예정입니다. 녹음 자료의 파일

은 본 연구자가 전사한 후 즉시 삭제할 것이며, 개인을 알아보는 정보가 제

외된 자료는 연구자가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철저히 보관할 예정입니다(서울

대 연구윤리지침에 근거).

2) 장소는 귀하의 자녀가 등교하고 운동하는 장소(학교)가 될 것입니다.

3) 이 연구에서 얻은 정보들은 필요 시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IRB 승인일(연구윤리 심의 승인/ 대략 2019년 5월 말) 이후부터 2020년 2월까

지 심층면담 1회 약 30~40분 요청받게 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 책임자 최규현 연

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심층면담, 현지문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나 심각한 부

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혹시 면담에서 답변한 내용이 연구에 

쓰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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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이 연구는 귀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

가 제공하는 정보는 나중에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 친화적 학교운동부 생활

을 하며 성장해나가는 데 효과적인 방향을 제공하고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

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님께서 학생의 교

육 및 성장과정 등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소속의 최규현 연구원

(010-0000-0000)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학년 및 

나이, 학생 사진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최규현 연구원 및 본 연구자의 지도

교수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이중 잠금 장치로 된 연구자 본인의 개인용 컴퓨

터 및 시건장치(열쇠)가 있는 서울대학교 체육관 스포츠교육학 연구실(417호) 서

류장에 보관, 정리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

기할 예정이며, 연구 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

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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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없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최  규  현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000-0000

 

학생의 연구 참여 동의에 대한 법정대리인 및 동의서는 별도로 첨부되었으며, 이 

동의서는 학부모님 여러분이 직접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서류이므로 혼동하지 않

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학생, 학부모 둘 중 한 분만 연구 참여를 원한다면 해당 동

의서만 제출해주셔도 상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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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 과제명 :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최규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구

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면담과정의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9. 나는 나의 (이름,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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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담임교사용)

연구 과제명 :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최규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이 연구는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

정 및 효과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귀하는 학생선수의 더 나은 삶, 전인적 

성장에 관심이 많은 교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권유받았습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소속의 최규현 연구원(스포츠

교육학 석사과정생 / 010-0000-0000)이 귀하에게 이 연구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

니다. 이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하여 수행 될 것이며, 

귀하께서는 참여 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는지 그리고 연구

의 내용이 무엇과 관련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내용을 신중

히 읽어보신 후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필요하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의논해 보십시오. 만일 어떠한 질문이 있다면 담당 연구원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1. 이 연구는 왜 실시합니까?

  이 연구는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

영과정 및 효과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운동부 현장에서 학생선

수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00초등학교 축구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분들도 함께 연구에 참여할 것

입니다. 코치 선생님 3명, 축구부원들의 담임선생님 2명과 부모님 4명 그리고 

축구부 학생선수 14명의 어린이가 이 연구에 참여할 것입니다. 본 연구에 참여

하도록 권유받은 사람들은 모두 00초등학교 축구부 관계자들입니다.

�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 연구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담임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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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일 연구에 참여하면 어떤 과정이 진행됩니까?

1) 축구부 학생선수들의 라이프스킬 개발, 전이된 모습이 교실맥락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담임선생님의 생각을 물을 것입니다. 8월 말 심층면담을 1

회 실시할 것이며, 면담시간은 각 30~40분 정도로 걸릴 예정입니다. 면담의 

정확한 날짜는 동의절차가 이루어진 이후 선생님과 함께 조율하겠습니다. 모

든 면담과정은 선생님과 사전에 합의된 장소와 시간에 실시하여 수업 및 교

육활동, 학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면담 

내용은 녹음할 예정입니다. 녹음 자료의 파일은 본 연구자가 전사한 후 즉시 

삭제할 것이며, 개인을 알아보는 정보가 제외된 자료는 연구자가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철저히 보관할 예정입니다(서울대 연구윤리지침에 근거).

2) 장소는 귀하가 근무하는 장소(학교)가 될 것입니다.

3) 이 연구에서 얻은 정보들은 필요 시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4. 연구 참여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IRB 승인일 이후(연구윤리 심의 승인/ 대략 2019년 5월 말)부터 2020년 2월까

지 심층면담 1회 약 30~40분 요청받게 됩니다.

5. 참여 도중 그만두어도 됩니까?

  예. 귀하는 언제든지 어떠한 불이익 없이 참여 도중에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그만두고 싶다면 연구 책임자 최규현 연

구원에게 즉시 말씀해 주십시오.

6. 부작용이나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본 연구는 심층면담, 현지문서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요소나 심각한 부

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혹시 면담에서 답변한 내용이 연구에 

쓰이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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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 연구에 참여시 참여자에게 이득이 있습니까?

  이 연구는 귀하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

가 제공하는 정보는 나중에 학생선수들이 라이프스킬 친화적 학교운동부 생활

을 하며 성장해나가는 데 효과적인 방향을 제공하고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

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담임선생님께서 학생의 

교육 및 성장과정 등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8. 만일 이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귀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9. 연구에서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은 보장됩니까?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소속의 최규현 연구원

(010-0000-0000)입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학년 및 

나이, 학생 사진입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최규현 연구원 및 본 연구자의 지도

교수에게만 접근이 허락되며, 이중 잠금 장치로 된 연구자 본인의 개인용 컴퓨

터 및 시건장치(열쇠)가 있는 서울대학교 체육관 스포츠교육학 연구실(417호) 서

류장에 보관, 정리할 것입니다. 동의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을 보관한 후 폐

기할 예정이며, 연구 자료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개인 정보가 학회지나 

학회에 공개 될 때 귀하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법이 요구하면 귀하의 개인정보는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모

니터 요원, 점검 요원, 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참여자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본 연구의 실시 절차와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본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용한다는 동의로 간주될 것입니다.

10. 이 연구에 참가하면 사례가 지급됩니까?

죄송합니다만 본 연구에 참가하는데 있어서 연구 참여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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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없습니다.

11. 연구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연구 중간에 문제가 생길 시 다음 연구 담당자

에게 연락하십시오.

이름:    최  규  현         전화번호:       010-0000-0000        

만일 어느 때라도 연구참여자로서 귀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다음의 서울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 연락하십시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SNUIRB)       전화번호: 0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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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서

연구 과제명 : 초등 학생선수의 라이프스킬 함양을 위한 학교운동부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효과 탐색

연구 책임자명 : 최규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과정)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

니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법률이 규정한 국가 기관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6. 나는 언제라도 이 연구의 참여를 철회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이 나에게 어떠

한 해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7. 나의 서명은 이 동의서의 사본을 받았다는 것을 뜻하며 나와 동의 받는 연구

원의 서명이 포함된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나는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면담과정의 녹음이 진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9. 나는 나의 (이름, 학생과의 관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수집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받는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 285 -

Abstract

An exploration on the

operation process and effectiveness

of School Athletic Club Program

for Elementary Student-Athlete's

Life Skill Cultivation

Kyuhyun Choi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and operate a School

Athletic Club program for cultivating elementary student-athlete’s life

skill, then explore the educational changes that appear to elementary

student-athlete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first, how is

the School Athletic Club program organized and operated to cultivate

elementary student-athlete’s life skill? Second, what is the educational

impact of the School Athletic Club program that cultivate life skill on

elementary student-athletes? Third, what are the operating conditions

for the School Athletic Club program to cultivate elementary

student-athlete’s life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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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was conducted over a course of 17 months from October

2018 to February 2020,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addition,

the elementary school soccer team, which is located in the area where

parents have high economic and educational interest, is the main

background of the study. A total of 24 participa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including supervision teacher who was researcher, 3 coaches, 4

parents, 2 homeroom teachers, and 14 student-athletes.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observations, on-site documents,

visual materials, supervision-teacher’s reflection journals and

student-athlete’s life skill training diaries. In the 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process, the methods of open coding, axis coding and

selective coding proposed by Strauss(1987) were utilized. In order to

retain the trustworthiness of the research, triangulation, member

checking, peer briefing were used and compliance with the research

ethics was also concerned.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research process are as follows.

First, the School Athletic Club program to cultivate life skill of

elementary student-athlete was organized based on the procedures of

① forming motivation for new attempts and ② exploring direction,

practicability of new attempts. The purpose of the program was set as

the holistic growth through the cultivation of elementary

student-athlete’s life skill. The detailed goals of the program were ①

to achieve a balanced growth, ② to have a broad view on sports and

③ to establish a desirable environment for School Athletic Club

activities. The constituting principles and main points of the program

were based on ① inclusiveness in terms of area and scope, ②

integration in terms of practice, ③ sequence in terms of steps. After

the above course, W. I. S. H. School Athletic Club program was

devised aimed at cultivating the life skill of elementary student-athlete.

In order to actually run the devised program, life skil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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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was held and preparation for the practice such as securing a

place, time was concerned. At the same time, the devised program was

reviewed by school administrators and deliberated by various

committees. The program was operated at three levels: 1) Education,

2) Training, and 3) Establishment of a Locker room environment. Life

Skill Development Education was conducted in 40 lessons with 10

lessons per area under the themes of four areas: ① Work well, ②

Interact well, ③ Solve well, and ④ Hope well. Various methods such

as video viewing, discussion, and role play were used as education

methods. In the Life Skill Development Training, the four areas above

were also covered as main materials. The training was conducted in a

coaching way to create an atmosphere of life skill development, provide

indirect experience, give direct practice, and supply a venue for

reflection. Finally, in order to Establish Life Skill Development Locker

room Environments, the expansion of communication related to life skill

development, the connection of education – training - Locker room

life, and the promotion of transfer for Locker room life were

emphasized. As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process of Life Skill

Cultivation School Athletic Club program was organically connected to

each other, the program was able to consistently pursue the value of

the holistic growth for student-athlete.

Second, through the WISH program, elementary student-athletes

were able to cultivate several life sills and their types of life skill

demonstration also appeared variously. Elementary student-athletes

cultivated the life skills related to Work well, Interact well, Solve well,

Hope well. 1) Work well life skills have been improved in setting

goals and implementing plans, fulfilling responsibilities and roles,

managing oneself, and thinking comprehensively. 2) Interact well life

skills have been enhanced in viewing positively, communicating

respectfully, cooperating, and being considerate. 3) Solve well life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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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advanced in accepting problems, analyzing problems, solving

problems, and reflecting on oneself. Lastly, 4) Hope well life skills

have been progressed in self-understanding, exploring careers,

designing careers, and mapping out long-term plans. Furthermore, the

types of elementary student-athletes’ life skill demonstration were

found to be 1) Adviser type, 2) Modeling type, 3) Dropout type, 4)

Neglector type. Adviser type’s student-athletes showed characteristics

of encouraging and assisting people around them. Modeling type’s

student-athletes appeared to implement life skills themselves in a best

practice and steady attitude. Dropout type’s student-athletes were

initially active in life skill practice but gradually became apathetic.

Finally, Neglector type’s student-athlete did not continue to have

interest in practicing life skills. Particularly, student-athletes of Adviser

type, Modeling type were progressing to the holistic growth but the

student-athletes of Dropout type, Neglector type showed a lack of

cultivating their life skill.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argue that the

School Athletic Club should be operated on the basis of the long-term

educational perspective in order to lead the student-athletes of Dropout

type and Neglector type to the holistic development.

Third, to operate the Life Skill Cultivation School Athletic Club

program in the field, conditions in terms of environment, authority,

relationship, and educational practice must be prepared. In other words,

1) establishment of a life skill friendly School Athletic Club

environment, 2) sharing leadership of the School Athletic Club

operation, 3) building close relationship with student-athletes, and 4)

overall educational approach for life skill transfer should be supported.

First of all, ① policy advocating life skill, ② elementary school period

receptive to life skill, ③ life skill friendly locker room space, and ④

public education system harmonized with life skill had to be qualified

for establishing the life skill friendly School Athletic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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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s. Next, ① cooperative operation of supervision-teacher,

coaches, parents changed from coach-centered team management, ②

student-athlete’s transition as educational agents changed from passive

subjects were emphasized for sharing leadership of the operation.

Moreover, ① supervision-teacher who focus on educational activities

rather than administrative tasks, ② coaches who are able to wait for

educational growth rather than concentrate on immediate result and

performance, ③ parents who show trust, confidence in student-athletes,

④ teammates who are united with team members, ⑤ homeroom

teacher and classmates who have positive interest in student-athlete

were required for making close relationships with student-athletes.

Finally, the process of ① life skill guidance and motivation, ② life

skill development activities, ③ life skill oriented reflection had to be

taken for overall educational approach seeking transfer. In addition to

meeting the operating conditions, School Athletic Club staffs including

supervision-teacher, coaches and parents should systematize and refine

the program through the activation of educational network.

The comprehensive discussions regard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ink between the development and practice of

Life Skill Cultivation program was discovered. The program was

developed founded on the principles of inclusiveness, integration,

sequence and these constituting principles were closely related to

program operating conditions in terms of environment, leadership,

relationship, and educational practice. Second, each life skill

demonstration type of elementary student-athletes showed different

appearances of holistic development.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student-athletes of Dropout type, Neglector type should be

supported by individually customized approach and educational

interaction reinforcement approach among School Athletic Club staffs

based on long-term educational perspective. Third, in the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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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the activation of educational networks by supervision-teacher,

coaches, and parents was emphasized. Therefore, School Athletic Club

staffs come to have mutual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in a

cooperative network, rather than a coach-oriented network.

Lastly, the suggestions on the basi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ith regard to the educational operation of School Athletic Club, the

view about the School Athletic Club needs to be changed. Also, the

management of School Athletic Club should be centered on

supervision-teacher. Furthermore, modularization of School Athletic

Club programs that contain educational values such as life skill is

necessary. With regard to the follow up study, research on a variety

of approaches to holistic education is required. Also, long term research

to explore life skill cultivation and demonstration is needed. Moreover,

research on cultivating life skill is necessary for various sports and

age groups.

keywords : Elementary Student-Athlete, School Athletic Club,

Life Skill, Holistic growth

Student Number : 2014-2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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