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優秀選手 養成에 관한 昭究

---體育行政面을 中心 o ;료---

金 l鳳 *흠

序 등倫

오늘날 國際社會어l 있어서의 Sports는 國力諾示의 角초쪼場iζ르 變했‘ o 며 Olympic에 서 의

메달 수는 그 國家의 國力測定의 R度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 제 近代 Olympic의 創始者였던 쿠베르탱 (Pierre de Coubertin)이 主l휩했 던 “ Olympic

寫政者

game에서 의 主된 目的은 購利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參加하는데 있다”고 한 말은 낡은

標語로 사라져가고 있다. Olympic에서 의 勝利는 選手 個人의 最高 榮警일 t뿐만 아니라 그

가 所屬된 國家의 영예로 돌려진다. 그러묘로 各國은 앞을 다투어 國際 Sports의 鏡爭속에

뛰어들기 시작한지 오래이다.

이러한 碩向은 1936年 (1) 以後 그 度가 急速하여졌ξ며 ‘近代 Olympic의 政治化와 選手의

個性 技殺 碩向은 이 제 Olympic에 임하는 Sportsman으로 하여금 政治를 의 식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0972 . 7 . 29 뉴요크헤럴드드리분지) 좀 더 1 구체적으료 말하면 Olympic에서

획득한 메달 수는 그 國家의 國力， 즉 G.N.P. 成長率과 上昇曲線을 간점적으료 시사해 주

고 있는 것이다. 그 結果로 各國은 앞을 다투어 국제 Sports의 角逢場에 뛰어들게 되었오며

우리나라도 例外될 수는 없었다. “體力은 國力”이라는 말을 흔히 쓰게 되었고 金鍾泌 前總

理는 1972년 7월29일 뭔헨 Olympic選手團 s結團式에서 “Olympic의 目的이 參加에 있다는

것은 지난 날의 이야기이며 오늘 날은 金메달 爭取가 目標”라고 한 말과 1976年 몬투리올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年金부록 生活을 보장한 先例를 보더라도

가 얼마나 Sports에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더구나 Sports는 國威宣揚

과 더불어 民間外交의 沒劃도 겸하고 있다. 그러므로 各 種目의 Sports를 國民 모두가즐겨

行하고 國際鏡技에서는 좋은 成績을 올리려면 體育 自體의 發展을 左右하는 體育行政과 그

組織이 잘되어 있어야할것이다. 다시 말하면選手養成을위한貝體的이고正確한選手

養成計劃과 그 計劃과 實鐘을 위한 科學的인 行政活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에서 本 핍究는 主로 文敎部와 그 산하의 體育 專擔機構와 그 運營計劃을 버릇하

여 地方自治團體의 組織파 運營 그리고 國民體育 振興法을 行政的인 面에서 比較 昭究하여

(l) 1936년 베를란 올림벽으로 이 大會에서 손 기정 선수가 바라톤에저 우승하였음〔일장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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根本的인 鏡技A口의 저변확대方案과指導者， 빛 優秀選手 養成의 問題點에 關한 意見을

提示 하였다.

n. 우리나라 體育行政의 現況

1. 政府의 體育行政 機構

〈表 1> 우리나라의 體育行政機構

務 總 理 |
\--------------1' 國民體育審議委員會

文敎部長官」 _I 國民體育課-，

l 9A ’
_I-뚫꿇屬-줍혈←|

1 ilfG: W HJj I카-l 7 人 3體 育 局 .-m--+;‘힘형讓-，l~ tJt ~ i\t~1
| 4 人 g

i-j간짧市敎育委員會 I-I쭉觀1-[끓變I-I 保 健 1뽑 育 係 |

市·道했育혈폰 1-출용흉I-I쪽촌폴I-I )판 會 敎 育 係 l
I I-I 文化係(體育擔當者 ~I1 c1 A)

[ I굶廳좁옳|-[寶펀據풀暑값ili뿔몇곤F 體育行政暴任)j

위의 表에서 보듯 國務 總理를 中心으로 하는 體育審議會와 文敎部의 上部組織은 體制를

갖추고 있i나 市， 道의 數育委員會는 1λ‘의 體育擔當官이 있고 市鄭에는 1人의 장학관이

ζ 體育行政을 겸무하고 있고 實際的인 寶錢者가 없오며 面과 洞에는 전혀 擔當者조차 없어

行政組織의 초보적 원칙에 위배된 챈 피라맛형을 이루고 있어 上部와 下部組織의 問題點올

1져包하고 있다.

2. 機 能

(1) 國民體育 審議 委員會 : 國務總理가 當然職 委員長이 되고 文敎部長官이 當然職 副委

員長이 되며 委員은 長官， 社會團體의 機關長 등 17名 (2 )우혹 構成하며， 國民體育과 學校體

育， 體育施設에 關한 基本計畵j 體育基金의 確保 및 運用計畵j 運動用具의 需給計劃과 其他

(2) 委員長 : 國務總理， 副委員長 : 文敎部長官， 委員 : 文化公報， 國防， 商I. 無任所長官， 共和黨 事

務總長’‘ 園會 文公委員長， 國會議員 2A. 國際 Olympic委員， 體育敎授 2人， 國定敎科홈副社흉
國會 文公專門委員， 新‘聞協會 會長， 大韓商工會議所長以上 17A의 委員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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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育振興에 必훨한 事項을 立案하고 分析하여 體育政策에 反映하는 便命을 며고 있다. 그

러 나 1970年 委員會가 發足한 후 委員會의 計劃과 事業을 積極的으로 資料魔集， 分析 檢討

「하여 處理 報告하는 實務機關이 없어 이렇다할 實積을 남껴지 못하고 있다.

(2) 文敎部 體育局 : 國民體育課， 學校體育課， 學校給食課가 있 o며

國民體育課는 1) 戰場體育의 指導 藍督 2) 社會體育施設의 管理 3) 體育團體의 設置 및

폐 지 4) 國民 Recrea-tion의 指導 藍督 5) 좁少年 體育指導 藍督 6) 觀技用具의 標準化

l設定 및 收入 추천 7) 其他 다른 課의 主管에 屬하지 않는 事項을 다루며 學校 體育課는

1) 學校體育의 指導 藍督 2) 各級 學校 體育數師외 指導 藍督 3) 養護敎師 및 學校의 수

곱-계획과 指導 藍督 4) 學生 保健에 關한 事項을 다루고 있으며

學校給食課는 學生들의 給食에 關한 事項을 다루고 있다.

(3) 大韓體育會

1) 目的과 繼構:大韓體育會는 文歡部의 體育行政政策을 實錢하기 위한 산하단체로 운영

경 비는 전액 국고 보조를 받는다. 또한 그 目的은 體育運動을 m國民運動化하여 學校 및 社

會體育振興오로 國民體力向上과 健全하고 明郞한 氣風진작과 아울러 Amateur鏡技團體를통

할 지도하고 優秀한 경기자를 養成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하묘로서 民族文化 發展에 이바지

:함을 目的오로 한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表2>와 같은 體育機構를 가진다.

2) 事 業

@ 全般的 體育運動에 關한 基本方針의 審議 決定

@ 體育運動의 Amateur精神 確立

@ 各 加盟團體와 支部의 育成 톰효督

@ 全般的 體育運動의 자문 및 建議(政府에 對한)

@ Olympic, Asian Game , Universiade 딪 이에 準하는 國際的인 總合鏡技에 關한 事項

@ 體育鏡技의 國際 交流

(J) 全國體育大會의 開f崔

흉 國民體力홉向上에 關한 調훌 짧究

® 鏡技技術의 핍규究 및 向上

@ 鏡技者의 健康 管理 및 科學的인 養成

@ 體育運動 施設에 關한 맑究와 設置 및 管理

@ 體育運動에 關한 資料 魔集과 調훌 統計

@핑 體育 運動에 關한 宣傳 계몽

@ 體育 運動에 關한 各種 刊行物 發行

뺑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훨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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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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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育J關係法令

(1) 國民 體育 振興法 ; 1962.3.13 法律 제 1146호로 公布되었오며 2章 17條료 되어 있다.

(2) 國民 體育 振興法 施行令 ; 1963.11. 3 大緣領令 4187호로 體育 振興法을 위한 施行細

則이며 全文 18條록 되어 있다.

(3) 學校 保健法 ; 1967.3.20 法律 제 1928호르 公布되었으며 全文 19條로 構成되어 있다.

(4) 學校 保健法 拖行令 ; 1969. 11. 25 大統領令 4311호료 全文 13條로 되 어 있 다.

(5) 學校 保健法 施行 規則 ; 1970.9.14 文敎部令 제 268호로 全文 2條로 되 어 있 다.

(6) 體育賞 施賞 規定 ; 1969.7.19 文敎部令 저11 242호로 國民體育 振興法 제 13條의 規定에

의해 全文 5條로 되어 있다.

(7) 學校 身體 檢훌 規定 ; 1969.7.19文敎部令 241호로 學生과 敎員의 身體와 體力 向上

을 위하여 全文 15條로 構成되어 있다.

lll. 外國의 體育 行政

1. 美 國

(1) 政策面

1956年에 Kraus-Weber Test라는 體力 測定 方法을 通하여 유럽 여 러 나라의 좁少年들과

美國 어린이들과 運動 能力을 比較한 結果 몹시 둬떨어졌다. 이에 온 國民사이에 여론이

환기되고 드마어 政府의 政策으로 大統領 좁少年 體力 向上 委員會(President’ s Council on

Youth fitness)와 大統領 美國 좁少年 體力 向上 審議會(President’s Advisory Committee

on fitness of. American. Yonth)가 아이젠아워 大統領에 의해 짧足되었다.

이 두가지 정책은 대단히 彈力한 政策的 뒷받침오로 크게 成果블 얻어 美國 體育이 世界

頂上을 유지하는데 크게 頁歡하였다.

연방정부에 委員會가 發足한 後 1960年 煩에는 各 州와 學區에서도 委員會를 設置하여

體力育成政策에 活氣를 불어 넣 었다. 더 구나 1967年에 는 케 네 다 大統領이 연약한 美國A

(Soft American)을 배 격 하기 위하여 가정과 地域社會가 協力하여 體力育成을 f足求해 야 한

다는 성명을 發表하묘로서 國民들은 더욱 體力에 關心을 갖게 되었다. 또 各 州마다 Re

creation局을 두어 좁少年 선도에 積極的인 政策을 쓰게 되었다. 이러한 政府의 努力이 認

定을 받아 學校體育과 一般社會團體에서 積極的인 支援을 얻어 施設과 活動에 박차를 가하

게 되었다. 도 體育活動이 {];業能率 向上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항을 안정받아 商業 資本이

投資되고매스콤이 관여하묘로서 美國 올림픽 選手團의 경비와 況美州鏡技大會의 經費를

찬조금‘으로;充當하고 잊우며 政府에서도 體育에 대한:참주금 딴륭은 려세학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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體育擔當機構로서는大統領 直屬의 體力向上委員會가있고 保健體育 례크리에이션協會가

있다 Amateur Sports를 통할하는 美國體育會(Amateur Athletic Union)가 있우며 그 산

하 전 연방에 53個 地區協會가 소속되어 있고 14個 種目의 團體가 所屬되어 있어 여기에서

체육행사와 體力測定을 하고 있으며 各 州마다 그 下部組織이 完備되어 있어 名實相附한

活動을 하고 있다.

(2) 社會體育面

美國體育이 大架 스포오츠로서 급격한 발전을 한것은 1930年 以後의 일이다. 1930年 세

계 적 인 경 제공황에 直面하여 루우즈벨투大統領은실업 자의 情續문제를 Recreation Center를

通해 해결하였오며 2次大戰中에는 군대와 후방에서의 Recreation이 作業能率을 向上시키고

安全을 도모할 수가 있다고 보아 組織的오로 추진 하였다. 그리하여 Recreation活動은 더

욱 活廢하여졌￡며 이에따라 全體的으로 Sports活動도 活氣를 띄게 되었다. 이리하여 보는

:Sports에 서 參加하는 스포오츠로 전환하게 되 었고 Sports를 健全하고 價{直있는 것으료 信念

을 갖게 되었다. 또 여러가지의 스포오츠 단체가 생겼고 州政府나 연방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社會體育施設을 完備하여 體育發展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3) 學校體育面

1918年 세계 제 1차 대전에 필요한 청년의 정칩을 위해 18"-'25세 의 좁年들의 身體檢훌를

實施하였던 바 健康과 體力이 最下의 水準이어서 國民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리하여 대전

後는 體育을 學校의 正式 敎科目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또 2次 大戰으로뭘體適性(physical

::fi tness)의 重要性이 認定되 어 終戰後 Hans Krausi專土와 Ruth P. Hirshland博士가 유럽에

비해 美國좁年들의 身體適性 水準이 낮음을 發表하였고 이것이 아이젠하워大統領의 注目을

받아 좁少年 體力 向上 審議會와 體力 向上 委員會를 發足시컸고 약 700개 大學에서 體育

指導者(體育學土)를 길러내고 있다. 이들 各各의 學校는 地域 Sports協會에 所屬되어 있다

Amateur Sports는 A.A.U.에 서 관할하고 있￡며 大學들은 全國大學鏡技協會(National

ε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의 會員이 되 어 있다. 또 體育， 保健， 舞觸， Recreation의

지 도자와 대 학교수들은 美國 保健體育 敎育者 協會(A .A.H .P.E .R)의 會員으로서 會員 相互

聞의 專門知識向上과 專問分野 發展에 힘쓰고 있다.

2. 西 獨

(1) 政策面

2차大戰의 敗戰後 좁少年들의 體力이 날로 나빡져 가묘혹 各州의 文敎相과 體育團體와 協

會의 合同決議로 體育再健運動을 展開하여 根本的인 政策으후 學校體育勳告(Em~fehlongen

Zur otderung de Leibeserziebung in der schδlen)를 通해 學校體育의 確立과 體育敎師의

養成 施設의 建設 • 學據體育과 社會體育의 協力에 대한 문제 와 發展方向을 提示하제 되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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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의해 學校體育은 많은 發展을 가져올 수 있었다. 또 各州마다 스포오츠 學校를

설치하고 Sports연구소가 있어 좁少年들에게 스포오후章 制度를 實施하고 있다. 또 西獨

스포오츠 연맹 (Der Deutsche Sports Bund)에서는 스포오츠진흥과 體育λ、 口 저변확대를 위

해 제 2의 걸에 力點을 두고 있다. 또 1956년에는 서 독올렴펙委員會가 Golden plan을 發表

하여 제 1의 걸과 제 2의 길을 뺨行하여 實施로록 하였오며 (大韓體育會 1972:168)이 계 획 이

정부 地方自治團體와 國民들의 열렬한 호응을 얻자. 1960年에 黃金計훌l覺書(Memorandum

Jum Golden FUr Gesundhlif Spiel und Zrhobung)를 마련하여 15個年 計劃으로 體育施設

‘에 對한 結合計劃을 發表하였다. 이案은 서독올럼펙委員會가 作成한 것으후 政府의 積極的

인 지원을 얻어 體育振興策이 確固한 基盤위에 서게 되었다. 이 計劃의 中間實績(1961 "'19

''69)을 보면 학교 운동장 8，506個， 室內水泳場 501個， 屋外水泳場 722個 兒童유회장 16,370

-個이며 30，000이 상 수용할 수 있는 市營운동장이 40個이 상이며 90，000명 이 상 되는 스타마

움과 올렴픽시설을 만들어 1962年 올럼픽을 開健하기도 하였다. EE 연방정부는 60年이후

매년 100만 마르크(약 12억 원)을 體育拖設費로 지출하고 있는 寶情이며 이는 우리 나라 대

한체육회 전체예산 7억 원의 1. 7배에 해 당한다.

(2) 社會體育面

서독의 사회체육과 스포오츠는 民間團體의 自發的인 活動에 의해 발전되어 왔고 그 母體

는 독일스포오츠연맹이다. 독일스포오츠연맹은스포오츠 제2의 길에 力點을 두어 體育A口

의 저변확대를 위해 스포오흐 클럽을 조직하고 스포요츠시설의 계획 및 建設을 위해 스포

오츠 施設짧究所를 設置하였다. 또 스포오츠章 制度를 實施하여 230만명 이 나 參加하였다.

이로 인해 學校體育과 社會體育의 空白이 없어졌으며 各州의 스포오츠학교에서도사회체육

지도자흘養成하고 있ξ며 스포오츠相談所가 있어 스포오츠의 科學的 資料를 제공하고 있다.

(3) 學校體育面

서독의 교육은 州마다 독자적인方法이며 體育數育도시간수나교과내용， 명칭등이 주州마

다 다르다. 그러나 共通된 것은 中等數育課程과 大學에서 필수후 채택하고 있다는 點이다.

서독에서 學校體育의 目標는 “體育은 身體를 g뭘하게 하고 健康을 증진하고 活動能力과

安全性을 發展시켜 技術的인 能力과 저항력을 높이고 좋은 자세를 교육한다. 또 體育은 性

格形成과 全人格의 흉쫓展에 기 여 하고 그것은 意志力， 克己力， 協力， 騎士精神을 推進한다"

고 되어 있￡며 體育의 시간수는 국민학교 1"'2학년은 每日 l回， 3학년이 상은 주당 3시 간

과 주 2회의 Group活動을 한다. 中等學校는 週當 3시 간과 週當 2시 간의 Group活動을 하게

되어 있다. 또 學校施設에서 體育施設은 敎室과 同等한 價{直를 가지고 있어 體育施設이 갖

추어지지 않 o 면 學校가 될 수 없다.

3. 日 本

{l) 政策面



-74-

1946年 文部省에서 社會體育 實施에 關한 案을 發表하여 國家와 社會體育 行政의 指針을「

示達하였고 1949年 社會 體育法을 制定하여 社會體育(戰場體育을包含) 振興과 野外活動의

指導者 養成에 重點을 두었다. 1957年에는 全國 各處의 뻐T， 村에 2名의 地方公務員이 社賣

體育行政을 맡게하여 地域社會 發展에 공헌케 하였다. 1961年에는 스포오츠 振興法이 制定

되었 o며 府， 都， 縣， 區에는 스포요측 진흥위원회가 市， 머r， 村의 敎育委員會에는體育指

導委員이 있어 體育을 指훨하였다. 1964年 東京 올림픽을 계기로 m國民的오록 체육과 스

포요츠의 振興政策을 施行하여 世界 頂上의 隊列에 끼이게 되었오며 그 後 1965年 3月 에는

國民體力 育成을 위한 方案을 모색하기 위해 文部省， 훔生省등 11個 政府部뽑와 168名의 民~

間團體 代表가 모여 간담회블 까졌다. 여기서 國民體力 形成 事業 協議會블 結成하고 每月

7日을 “健題의 날”로 定하였으며 가을에는 國民 體力檢훌를 實施하여 體力을 育成할 수 있

는方案을 마련하여 補給하고 있다. 또 政府에서는 內關의 자문기관ξ로保健體育 審議會를

두고 國民의 體力增進과 保健을 위해 努力하고 있다. 또 文部省은 國會의 議決을 얻어 올림

픽기념 좁少年 總會센터法을 마련하여 올렴픽大會에 使用했던 施設을 좁少年들이 利用하

도록 하였다.

(2) 社會體育面

1943年 日本 Recreation協會가 結成되어 레크리에이션의 보급활동이 始作되고 1946年 社

會體育 實施에 關한 案과 1949年 社會體育法이 制定되어 레크리에이션의 法的 位置가 確保

되었다.

、 그 後 國民體育會， 레크리에이션大會좁少年 勞動者를 위한 全國좁少年大會等 社會體育

活動이 活發해졌으며 이에 따라 體育施設도 점차 확장정비되어 갔다. 1949年에는 스포오츠

뱃지 테스투制를 實施하여 大架體育 補給에 注力하였으며 그 後 各種 行事가 實施되었다.

1962年 6月23 日 에는 스포오츠少年團이 組織되었다. 그 當時에는 22個 團體에 700名의 團

員오료 發足하였으나 現在는 1600個 團體에 40萬의 團員을 確保하여 눈부신 짧展을 거듭하

고 있다. 또 이들의 活動場은 學校施設， 公設運動場등이며 自體에 약 5萬햄의 施設을 가

지고 있고 對外的인 活動￡로는 1965年에 代表를 西適에 파견하였고 同年에 유니버 시 아도

大會를 參觀하기도 하었다(大韓體育會， 1972년 p.186 rv187)

日 本의 스포오츠組織은 財團法人 日本體育짧會(Japan Amateur Sports Association)와 이

를 頂點으로 하는 鏡技團體가 있고 Pro-Sports團體가 있다. 경기단체는 38個이 며 둥록선수

는 약 2，200萬이 다.

4. 東 獨

東獨이 스포오츠를 國策 o로 發展시키게 된 理由는 2次大戰 以後 國際的인 孤ft.2...로부터J

脫出하기 위한 外交手段이었다. 그들은 이러한 目的 達成을 위해서는 鏡技力 向上에 注力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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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길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積極的인 스포오흐振興策을 펴게 되었다. 東獨은 예산면에서도

西獨의 약 3倍에 達하는 金題을 投入하였다s=. 라이 프지 히의 體育 文化大學은 8年前에 800

校 25，000名을 對象오르스포오츠能力兒의 早期發見을 위한 大規模調훌플始作하였다. 이

‘調훌는 對象 兒童뿐만 아니 라 先祖블의 體格까지 소급 調훌할 程度로 뿔手 發抽의 組織과

體系가 科學的으로 되어 있었다. 지금은 모든 兒童들에게 스포오츠 選-手로서의 素質을 알

수 있는 能力 證明書를 갖게 하고 東獨 體育스포오츠연맹 (D.T.S.B)에 서는 이를 一括 管理

해서 콤퓨터료 記錄해 나가고 있다. 지금은 3살까지 이 制度를 확대 實施하고 있다.

3세 이상의 생兒를 體育敎師가 힘1\練시키면 뭘體發達과 그 後의 適↑生을 쉽게 發見할 수있

다는 原理에 根據를 두고 있다. 또 7'"'-'18세 까지 참기-하는 스파르다 키아도(-名 어린이올

렴픽)에서 有솥흥1*를 찾는다. 이 大會는 全國에서 350萬정도가 參加하며 17種目을 年顧別료

-週日間 實施하는데 標準記錄을 突破하는 者만도 1만여 명 이 나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

굴되는 션수는 그 所屬 地方 自治團體에 通知하며 릉지받은市， 州는彈化對象選手로指名，

重點的인 養成에 들어 간다. 이 들은 國民敎育省 直劃 스포요츠 엘리트학교(K.].S . 전국에 6

개 )에 入校시 켜 集中하Ii練을 받는다. 大體로 20세 이 상의 選手들이 入校하여 寄宿舍生活을

한다. 쉬二前에는 學科I夫를 하고 午後에는 體育活動을 하는데 -定한 記錄과 目標에 達成

하지 돗하면 一般學校로 몰려보낸다.

各自의 트레이닝 결과와 鏡技成績이 收錄되며 健康管理도 철저해서 2個月 마다 健康즘%斷

을 받는다. 現在 東獨의 現投 選手의 大部分이 K.].S出뭘이 다. K.].S出身과 在學 中 鏡技力

이 優秀한 者는 特別 選手養成機關의 하나인 스포오츠클럽 (S.C .)으료 引週하여 이곳에는

1, 000名이 넘는 트레이너가 있어 一流選手 養成에 心血을 기울인다. 이 밖에도 -流選手養

-成機關으로 軍士스포오츠클럽 (24萬명)과 경찰 스포요측 클럽이 있다.

이와같이 東獨은 철저한 스포오츠 英才數育을 實施하는 한현 選手에겐 特別 待週를 하며

國際大會에서 優秀한 成果블 을린 選手는 大學敎授와 맞먹는 대우를 한다. 올림픽후에는

많은 勳章이 메 달리스투에게 수여되고 높은 社會的 待遇를 받는다(大韓體育會 1973 p.51'"'-'52)

5. 北 韓

북한의 體育은 오늘날 全북한 주만들을 더욱 철저한 공산주의者로 A間을 개조하기 위하

‘여 공산당원이 지향하고 있는 소위 「사회주의 국가건설」이라는 과중한 목표달성에 원동력

적인 의의가 강조되고 있다.

북한은 1957년에 이른바 내각결정 제 14흐로 「체육사업의 대중화와 기술 수준 향상 및 철

저한 시행」을 부르짖고부터 1957년 12월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결의로 소위 「군중 체육사업

-의 발전 촉진」과 아울러 「스포오츠 기술의 수준 향상책」을 마련했다.

1959년 2月14 日 내각결정 제 15호후서 「체육의 대중화」를 재 강조하면서， 직장별 체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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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직하여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검일성은 소년 교양 사업의 개선 강화책으로서 학교체

육의 캉화와 국방체육에 치중할 것을 지시 함으로서 제 1차 5개 년계 획 (북한총람 1968: 62:

1)시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길일성은 1963년 12월19일과 21일에

@ 군중 체육 사업을 全體 인만 대중사업오로 전환시킬 것.

@ 모든 체육 종목에 대한 선수 체육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하여 기술의 세계 수준화를

期할것.

@ 중점적으로 우수선수를 양성할 것 등을 강력히 지시했다.

북한은 체육사업을 全 A民에 대한 運動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內關決定 제 17호(1965 . 2. 25)

로 총 15개 항목에 이르는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지침을 발표했다.

길일성은 1966년 10월의 당 대표자 대회에서 「모든 북녁 주민들은 현 정세와 관련된 黨의

과업을 받들어 나가기 위하여 全體 노동자들과 청소년들은 각자의 체력을 더욱 튼튼히 단

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노동과 국방에 더 찰 적응시켜야 할 무캡고도 명예료운 과업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함오로써 북한의 체육청책은 종래에 실시해 온 體育活動이 더욱 중요

시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의 체육정책은 김일성의 우상화 문제외 더욱 직결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균중체육의 목표달성을 위한 한 수단임이 분명한 것이다.

북한은 이와 같이 체육을 대내적으로 정책 수행의 뒷 받침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한펀우

로는 정책외교의 수단흐로 삼고 있는데 특히 칩단교육을 통하여 우수선수를 광범위한 테두

리에서 구하고 선발된 선수를 중점적으로 양성하여 공산계 국가 및 중럽국가들과의 체육교

류를 함ξ료써 상호간의 친선과 유대를 강화하여， 북한의 세계적 지위를 높이자고 광분하

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는 군중체육을 소위 「사회주의 증산운동」과 「천리

마 작업반 운동」의 평가 기준으로 삼는등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치중하고 있는 군중체육을 보면 오늘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이 심시한 인민 체육 검정제도가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만 체력검

정은노동이 가능한 연령의 확실한 인력을 파악하는데 더욱 과학적인 접계를 얻기 위해 단

행한 것으료 이미 1948년 7월에 인민 위원회 교육국 명령3호로서 결정 채택한 것이었ξ며

성인 l급， 성인 2급， 소년급의 3등급오후 구분하여 실시되고 있던 것을 1965년 이래 체육

활동의 중요성에 따라 검사기간을 월간으로 강화하고， 고등 학교와 대학생은 성안 l급의

검정자격을 획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體力檢定은 우수선수→ 및 유망선수의 선발에 효과적오로 이용되고 있i며 각종선수권

대회의 뜰전자격은 일급이상을 획득한 者에 한정하고 있으며 출전자격의 유효기간은 2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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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육시설은 1951년 전쟁중에 착공되었다고 주장하는 수용인원 7만의 모란봉 경쟁

장과 10만 수용의 동 평양 경기장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1963년 통계)

씨 릉 場: 5，930個

그 네 場: 3.840個

各種 經合魔技場 : 170個 鐵 球 場 : 3.286個

體育館 29個 麗 球 場 : 5，452個

體育室 354個 排 球 場 : 8，115個

또 북한의 직장 티임수는 단체가 2，946개 농민체육단이 4，783타 임 기타 265개 ;티 엄 도향

7，984 1O.J 임 이 나 되며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추어 정책적으로 강력한 지원을 하고 있다.

黨 l I 內 關 J

-I 道 A民 委員會 {

l끊體育 指쫓환l

j市 鄭싫育명樂部j--)호현스혈흔폰l

R:좁勞職盟

里·둠 體 育 部

企業所 體育部

資料 : 共옳簡問題맑究所， 北韓便覺. 1971 , pp.493~498

근래의 북한 체육활동을 보면 1974년 아시안 게임에서 처녀출전하여 우리 나라에게E뒤챈

以後부터 김 일성 이 중공의 체육문화대 학을 방문하여 스포오츠흘 직접 관랑하고 1975년 4월

체육사칠단을 日本에 파견하고 5개 항오로 된 국방체육 강화지침을 내려고 全國民에게 체

육의 철저한 실시륭 지시하였으며 소련 중공등과 스포츠교류를 갖고 국제경기에도 적극성

을 보이고 있다.

IV. 問題點과 改善方案

以上에서 選手養成을 위한 體育行政에 關係되는 우리나라 現況과重要外國現況을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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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같은 훌魔위에서 選手養成을 위한 우리의 問題點과 體育發展을 위한 根本的인 問題

플 해결키 위한 改喜方案에 對하여 되도록 實現可能한 몇가지 方案을 다음에 論述코자한다

1. 國民體育 審議委員暫의 機能꿇化

現tE의 國民體育 審議委員會는 形式上 彈力한 機構록 體育振興에 必、훨한 事項을 計劃， 審

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 運營에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가지고 있다.

첫째 委員會 委員中 體育會長 體홉數授 2名 外에 體育團體 경험자가 1"'-'2名오료 보면 體

育專門家는 5名에 不過하다. 그러묘록 現 體制보다 能率化하고 그 機能을 갚리려면 構成員

씌1 對한 專門家의 比率이 높아야 하며 여기서 決定된 事項은 政策으로 施行되어야 한다.

政策은 곧 目的指向的이 며 目的達成이나 問題解決을 위 한 手段的 行政路線(Course of Action)

언 것야다(黃仁政， 1969: 173) 文數部에서 作成된 案件만을 審議하는 消極的인 連營方法을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國民體育審議委員會와 文歡部 體育局사이에 有機的인 接觸을 위한 常設機關을 두

고 거기에 專門委員會를 두도록 한다. 例를 들면 좁互台나 總理室에 體育擔當 秘書官을 두

어 그 機能을 彈化하고 그 效能을 極大化하는 政策이 必훨하다.

2. 體育 行政機構의 꿇化

1) 機構의 再整備

文敎音B의 體育行政 組織을 보면 體育局을 頂點으료 下部組織에 서울特別市數育委員會，學

務局， 體育課가 있고 其他 市， 道敎育委員會는 管理局， 文政課 社會體育系얀에 1名의 體育

擔當者는 學校體育에 關한 檢훌와 對外鏡技의 統制， 保健 및 給食問題等으로 업무량이 많

아 社會體育 分野는 事寶上 소흘히 할 수 밖에 없는 實情으로 -般行政은 地方自治團體의

機能을 通하는 體制이면서도 體育行政만은 市道에 體育 擔當部뽑가 없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地方行政 單位인 市， 道에 體育擔當部暑를 두어 上意가 下部에까지 樣

透 波及될 수 있는 機構로 再整하여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市， 道에 購育

課， 市 컴P에 體育系를 물面에 擔當官을 두어 社會體育을 담당케 하고 市， 道의 數育委員會

에 體育課， 市， 劃敎育廳에 體育系를 新設하여 一般行政組織과 數育委員會 組織의 2個 채

널을 다같이 活用로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體育擔當者의 專門化

現在의 體育行政 擔當者는 한결같이 -般 行政職(定員表에 )이 다. 體育은 어 닥까지 나 專門

分野이며 特珠 技術職임에도 불구하고 政府에서 一般行政職오후 補하고 있음은 스포츠발전

에 큰 저해 요인이 된다. ι 文數部 體育局을 비릇한 體育行政家들이 一般 行政職。l기 때문에

‘體育에 對한 專門知織。1 결여되고 關心과 責t£感이 적음은 %論 創意와 努力이 專門職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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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따를 수는 없 다. 體育行政이 正常 動L道에 오르려면 우선 담당자에 對한 전푼직 制度

가 實施되고、市 • 觀 • 몸 • 面에 이르기까지 組織 體系가 정비되고 지드요원의 확보가 先行

되어야 할 것이다.

3) 國民體育振興法의 補完/및 澈底한 施行

國民體育振興法은 全文 17條 附則 o 료 된 韓國 體育 振興의 母法이 다. 國法이 公布 되고

난 후 體育 振興 基金의 確保를 위한 振興 基金 財團이 設立되었지만 大部分의 法條文。1

死文化되 어 있다. 一倒를 들면 同法 9條 2項애 大統領令오로 定하는 職場에는 -種目 以上

의 運動鏡技部를 設置하고 鏡技 指導者를 두어 야 한다는 明文 規定이 있음에도 不빼하고 職

-場數에 比하면 그 수가 너무 적오며 近來는 經營 合理化란 이름으록 줄이고 있는 現象이다

'(1971년 219티 엄 에 서 현재는 150티 엄으로 줄어 둘었다). 同法은 彈制規定이 없어 必흉흉에의

해 만들어 놓고 放置되어 있는 實情이묘록 政府는 全面的으록 補完하여 彈力한 行政力과

←政策의 뒷받칩을 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4) 大韓體育會의 國家直營

스포오츠團體의 理想的인 構成은 순수한 同1ll.J..의 自主， 自發的 組織이라 할 수 있으나

‘메달획득을 놓고 國家와 國家가 鏡爭하는 現寶을 불 째 現 대한체육회도 보다 彈力한 組織

으후 改編하여 國家에서 直營하고 加盟된 鏡技團體를 統劃 藍督하여 선수 강화훈련을 위한

一元體制블 確立하여 야 한다.

그 가장 좋은 例가 東獨이다. 人口는 우리나라의 半밖에 않되는 1，700萬 (세계 36位)이 나

19721건 뭔헨올렴픽에서 소련， 미국 다음으료 3位를 차지하였고 1976년 몬트리올올렴픽에서

도 3位를 고수하였다.

‘ 5) 學校體育의 彈化

(1) 體育敎育의 數科課程의 再檢討

現‘代 學校體育의 目標나 自的은 A間形成이란 것 外에 基魔體力。1나 스포오츠 技術指導

r에 관한 統一的이고 貝體的언 數材가 實錢되지 않고 있는 형펀。]며 中 • 高校의 3學年은 入

ι試위주의 體力章만을 實施하는 實情이다. 그러묘후 文數部가 全國的으로 體育數育의 實@

를 거두기 위한 段階的 過程을(基鍵體力과 基本技를 포함한 鏡技力 向上策) 確定하고 積極

?的으로 行政力을 통원하여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또 이러한 敎育을 위해서는 施設과 用貝

그리고 有能한 指導者가 있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施設과 用貝는 特히 重훨하다.

學校 設置 基準令(大統領令제 3253호) 제3條에는 國民， 中， 高等學校의 體育施設의 基本

:規定이 있고 大學設置令(大統領令제 3226후)에는 大學의 基準이 있으나 規定의 약 10%程度

밖에 設置되고 있지 않은 實情이다.

。1러한 狀況下에서는 학교교육은 물흔 優秀선수양성의 基本을 마련한다는 것은 기대할수

:없다. 法은 施行을 전제로 만든 만큼 彈力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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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4>

學 校 別
施 設} 學 校 數 室內體育館 基 本‘施 設

‘國 民 學 校 5.810 216 2.950
中·高 等 學 校 2,324 212 1.162

計 8,128 421} 4.H2

홈等專門學校 23 4 17
初 級 大 學 20 2 2
敎 育 大 學 16 3 13
大 學 68 19 26

計 127 28 58

(2) 體力章의 據大實施와鏡技活動장려

體力章 制度·實施後全體學生의體生의 向上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시정되어야할문제

가 남아있다. 體力章이 入試와 결부되어 3學年의 體育은 體力章에 치중되고 있다. 體力章

의 實施 흥동領과方法응學校體育시간에 實施해도 좋으나 연숨과 숙달은 個A 스스로의 시 간

을 使用하여야 하고 止課시간에는 다른 운동을 하여야 한다. 특히 體力章을 自뭘의 體力과

健康을 위해 스스로 하는 습관을 걸려 앞￡로 社會生活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 자거의 體力을 測定할 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고 여 기서 힘1\練된 體1J

을 발휘할 수 있도록 課外活動에 體育部를 두어 鏡技活動을 장려하여야 한다.

(3) 體育장학금制度의 彈化

大韓體育會를 비훗한 各 機關에서 體育6]나 스포요흐에 才能이 있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

급하고 있으며 文敎部에서도體力章 成績이 우수한 자와 鏡技能力이 越等한 자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1969"-'1972년까지의 年度別 ~웹(文敎部)을보면 λ、員 55名에 金題

은 128萬원이 다. 이는 學生션수 54，929名의 1/1，000이 며 l.A當 23，30023여 원은 事實上 學

業과 運動에專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더욱 많은 장학금을 確保

해서 安心하고 鏡技와 學業에 專;융;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것이다.

3. 社寶體育의 振興

社會體育이란 國民의 l享生 福社向上을 目的 o로 學校體育活動以外의 體育， 스포오츠，돼

크리에이션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體育活動이다. 社會體育은 組織的이고 數育的인 의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特히 좁少年과 成A에 對하여 組織的인 敎育活動을 장려함에 있어

必훌한 組織이나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國民이 願하는 째에 모든 場所를 利用하여 體育活動을 하묘혹서 國民體育

의 大累化 運動， 體育人口의 저변확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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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나 독일같은 곳은 社會體育의 Sports Club에 서 많은 선수가 나오고 있다. 例를 들

면 동독은 1, 700만 A 口에 220萬名어 선수이나 우리나라는 3，000만 인구에 70， 636名이 다12)

서독에서는 연간 12억 원정도흘 사회체육시설비로 쓰고 있다. 우려나라도 體育施設확보플위

한 계획과 實鐘이 시급하다.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하고 있다. 이것은 찰 살기 위한 운동이며 건강이란 잘사는 지륨

길이다. 새마을 운동의 단위부락마다 지역적 름성에 맞추어 體育施꿇을 하고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는 가운데 웃음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북한과 비교

를 해도 우리의 體育輝設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 수 있다.

4. 군처l육(軍體育)의 조직 및 선수훌련 단 설치

우리는 국민의 義務를 다하기 위하여 軍入隊를 하게 된다. 그런데 군대 에 있는 3年이 란

기간은 선수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만약 이때 선수로서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

하게 된다면 그만큼 공백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入隊한 선수들야 技術을 쌓아

鏡技力을 向上시컬 수 있도록 지도할 국가代表급 우수선수의 훈련단이 設置되어야 할 것이

다. 이 훈련단은 集團收容오로 강화훈련을 實施하고 代表選手가 入隊하면 기본훈련을 마친

후 이곳에 入團시켜 彈化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또한 국망부에서 體育學校를 設置하고

軍體育提導者와 優秀선수를 育成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體育指導者의 資質向上과 身分保障

(1) 資質向上

現在 體育 指훨者 養成기관은 大學의 體育學科 또는 體育數育科와코우치 아카데미 (Coach

Academy)로 크게 나눌 수 있다.

指導者의 賢質을 向上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될 사람의 우수성과 이들을 數育하는 훌흉

한 시설과 장소가 구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現在 상태로는 이 條件이 하나도 具備되어

있지 못한 形便이다. 지도자의 資質을/向上시킴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體育大學이나 大學 體育學科에 入學하는 學生은 체육지도자로서 자절을 얻는 경우와 선

수로서 生活을 연장하고자 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나 大學에서 체육지도자로서 순

수한 교육을 받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이들의 大部分은 大學예비고사에 不合格펀 때문에

太學體育科에 入學한 경우가 大部分이다. 따라서-이들 극소수 人員도 質이 低下환 자가 大

部分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體育大學이나 大學體育科의 運營方金f올 根本的

우로 시정하여 순수한 체육지도자 양성올 위하여 체육교육의 전문화가 요망훤다. 이런 풋

에서 國立太學校의 사뱀대학 체육과는 체육교사 양성끼관 o로 그대로 두고 국자가 直接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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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체육대학 설치가 시급하다.

國立體育大學을設置하여 大學으로서 변모를 갖추어야 하고 體育分野에만 전념할 수 있

는 지도자률 養成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에 직면되어 있다. 이 大學에서 充分한 設備와 器

材률 貝備하고 有能한 數授陣을 確保하여야 하며 우수한 학생을 모아 선발， 교육하고 졸업

후 국가가 保障할 생활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 국가대표 훈련원을 附設하고 여거에

참정적으로 코우치 아카데미를 佛設하여야 한다. 이려하여 理論을 겸비한 選手를 양성하고

나아가서는 전문직 경기지도자와선수양성에 注力하여야 할 것이다. 이려한 制度가 계속된

다면 國民體育向上과優秀選手의 養成에 큰 도움을 줄것이다.

(2) 경 기 지도자의 身分保障

現左 文敎部에서는 대한체육회의 코우치 아카데미 수료자에게 급수에 따른 자격시험을

實施하여 合橋者에게 資格證을 주고 있다. 그러나 資格을 얻은 사람도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어 公信力을 認定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교우치가 스스로 奉f±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各國에서는 코우치는전문직엽화되었

고 그들에게 責任과 任務를 지우는 대신 相應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 또 한펀으루는

사회체육 지도자로 채용하고 국가가 봉급을 지급하는 나라도 있다. 우리나라도 우수선수의

鏡技力을 向上시키려면 우수한 지도자를 엄선하여 이들이 경기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또 法이 定하는 대록 企業體， 團體， 各級학교의 지도자도 資格證

所持者에 限하여 採用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V. 結 論

선수양성을 위한 織略的인 고찰을 本論에서 전개하였다. ‘ 문제의 핵심을 갚이 파고 들어

가 그 개선책을 科學的으로 究明하는데 不足한 感아 없지 않우나 우리의 現況과 先進國의

경우 등을 前提하고 當面할 우리의 基本的인 問題해결을 위한 몇가지를 다음과 같이 요약

한다.

1. 선수양성을 實質的으후 保障하는 體育 行政 組織을 彈化한다.

1) 國民體育 審議 委員會의 기능을 彈化하기 위하여 委員會 構成에 體育專門家의 比率을

높이며 體育專門委負을 더 많이 위촉하고 文敎部 體育局 사이에 유기적인 첩촉을 할수

있도록 常設기관을 두도록 한다. f!P, 좁:&:훌훌와 總理室에 體育擔當 秘書官을 두도록 하

여 이를 전문화하여 文數部 體育局과 國民體育 審議 委員會사이에서 교량적 投뽑U을 다

하 도록 한다.

2) 體育行政體制의 遊펴라맛 現象을 是正키 위하여 各 道에 體育課， 市鄭에 體育係를， 몹

面에 體育擔當官을두어이들이 전뭄직화되어 文敎部의 體育行政策을 下部에셔 基本化



- 83-

하는 政策의 下部 具體化 原則을 實現시키도록 한다.

3) 可能한 범위에서 대한체육회를 國家의 直營體로 運營되드록 한다.

4) 선수강화 훈련을 위 한 彈力한 ~元體制의 特珠 組織융 構成하고 이것이 彈力한 行政

力을 行便하도록 한다.

2. 國民體育振興法 빚 國民體育振興法 施行令이 제대로 어김 없이 施行되도록 彈力한 行

政擔置블 彈究하며 法令에서 規制된 事項을 拖行하지 않을 때는 相應한 處띔이 加해지는

制載方式을 採擇하도록 한다.

3. 경기인구의 확대방안을 積極 推進하여 下部의 洞으로부터 面， 市郵， 道와 대한체육회

에 이르는 上向式 채널을 通하여 유망주를 발굴 上申하여 국가에서 이블을 引受하고 전담

하여 장학제도를 겸한 選주힘II練등을 組織化하여 이들로 하여금 代表選手群을 形成토록 한

다.

4. 體育施鼓 基準의 엄 격 한 實現과 用 • 器貝:의 據充을 積極 도모하며 長期的인 計劃下어f

上部의 補助에만 依存하지 말고 施設을 直接利用하는 下部에서 直接 自信의 努力과 創意로

서 關係者와 協助하여 調達로록 行政的 錯置를 彈力히 推進한다.

5. 體力章 制度를 多角的으로 活用하여 鏡技力 向上에 기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6. 體育 짧學金 制度를 彈化하여 장학금액을 대폭 증액하고 수혜 대 상 A員도 중원로록

하여 보다 많은 學生에게 혜택이 가드록 개선한다.

7. 社會體育 o로서 職場體育을 振興시켜 야 하며 직 장마다 선수를 기르는 錯置가 實現되

도록 하며 軍 體育의 組織 및 선수훈련단 設置와 軍 體育學校의 設置가 빨리 實現되도록

한다.

8. 지 도자의 資質을 向上하기 위 하여 지도자 양성소와 國立 體育大學의 設置가 必要하며

지도자 資格證 制度를 만들어 이를 所持한 者에게 生活 保障制度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것

은 다른 分野에서도 그렇지만 資格이 認定된 者에게 相應한 保障을 부여하는 것은 A間의

意、欲을 높이는데 있어서 基本的인 條件이 라 할 수 있다.

9. 優秀選手 지도자 및 코우치는 國家와 大韓體育會에 認定한 기간동안 責任있는 지도가

可能케 하기 위 하여 모븐 여건을 부여하도록 한다.

(師範大學 體育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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