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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유소년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스포츠 양

육과정과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양육을 이해하는데 있

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1) 스포츠 양육은 어떻게 시작되며 그 과정

은 어떠한가? 2) 스포츠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내용은 무엇인

가? 3) 스포츠 양육은 어떠한 이론적 함의를 가지는가?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성주의적 신념을 토대로 질적 연구 방법들 중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2015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진행되었다. 참

여자는 총 18명이며, 자료수집은 심층면담, 비참여관찰, 연구자일지, 현지

문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들은 ‘기술’, ‘분류’, ‘해석’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 졌고(Wolcott, 1994), Stake(1995)의 분석 방법에 따라 각각

의 사례 내에서 의미들을 추출하고 이들을 요약하여 중심의미를 구성한 

뒤 다시 사례들 간의 중심의미들 중 일치점과 차이점을 구분하여 범주화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스포츠 양육은 사회계급과 이데

올로기가 반영된 행위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가 스포츠클럽에 자

녀를 참여시키는 동기는 자녀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투자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부모의 신념은 신자유주의적인 그리고 중⦁상층 계층에서 공

유되는 사고방식이었다. 또한 이러한 부모들의 신념은 자녀의 스포츠클

럽 활동에서 다양한 지지행위들로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자녀의 스포

츠클럽 활동에 대한 부모의 신념체계 그리고 다양한 지지활동들은 그들

이 속한 사회적 계급과 관련이 되어 있으며, 그 사회의 문화와 이데올로

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스포츠 양육 경험을 탐색한 결과 스포츠는 부모에게 양

육의 수단과 사회화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다. 먼저, 스포

츠클럽은 부모들에게 자녀의 양육수단으로써 자녀의 ‘신체적 자본’과 ‘사

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부모의 신

념을 전수하는 ‘수단’이 되고 있었다. 한편,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

동에 참여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다른 학부모들과의 관계를 

형성 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스포츠클럽

의 참여는 부모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됨으로

써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스포츠는 부모에게 

자녀양육의 수단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그들의 삶의 측면에서는 ‘관계’적

인 의미와 더불어 ‘스포츠로의 사회화’라는 의미도 함께 내재되어 있었다.

셋째,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높은 애정과지지 그리고 

적극적인 관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

모들은 다른 아이들에 대한 경쟁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

모의 경쟁의식은 스포츠의 경쟁적인 환경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스타일에 반영되고 있었다. 또한 성에 대한 부모의 고정관념

은 자녀의 스포츠 종목 선택에 기준이 되고 있었으며, 양육행동과 스타일

에 반영되어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스타일은 부모의 양육 목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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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모에게 스포츠클럽은 자녀의 ‘양육수단’인 동시에 ‘관계’

적인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스타일은 스포츠

클럽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환경적 맥락에 의해 유발 혹은 변화되고 있

었다. 이는 부모의 스포츠 양육이 일반적인 부모의 양육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스포츠 양육에 대한 이해와 개념 확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스포츠 환경에서 부모의 스포츠 양육에 대한 연구와 더

불어 이론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부모

의 스포츠 양육의 개념을 확립하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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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근대화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산업화 요구는 20세기 우

리사회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전개된 급격

한 사회변화는 가족의 유형과 의미 그리고 역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

다. 예를 들어 농경시대의 대가족형태는 산업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되었

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는 여성

평등으로 대체되었다. 가정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가 되고 여성은 양육

과 가사 일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양육과 생계를 분

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와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이상적인 

가정, 좋은 부모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형성 하였다(Coakley, 2009).

즉, 각자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다양한 

여가문화를 즐기는 등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상적인 부모 

혹은 가정의 모습이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 속에 가족단위로 즐

길 수 있는 캠핑, 농장체험, 레저스포츠,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산업체들이 지속적으로 형성⦁발전되고 있으며, 미디어에서도 ‘아빠어디

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오마이 베이비’ 등 스타 부모들과 자녀들의 일

상생활을 담은 예능프로그램들이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

모와 자녀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의 방영과 여가산업의 활성화는 현대인

들이 가정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반추하고 있음을 단편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성장과 함께 변화한다. 가령, 유아기

부터 청소년까지 부모는 자녀를 올바르게 성장 발달시켜야 하는 ‘양육’

의 역할이 주어진다. 이후 부모의 역할은 양육보다는 자녀를 지지하고 

조언하는 지지자로 역할이 변화한다. 이러한 부모의 역할에서 ‘양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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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특정기간’에 거쳐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양육은 단순히 아이를 어른으로 자라게 하는 것만이 아

니라 아이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적⦁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의미한다(한우

진, 2008). 따라서 부모는 자녀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한 구성원

들과의 상호작용 방식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학습하고 내면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Darling &

Steinberg, 1993).

유소년 시기의 아이들은 가정에서 벗어나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지식과 규범을 익히고 또래 아이들과 교류를 통해 정체성과 사회적 관계

를 형성한다(우동한, 2009). 이처럼 유소년 시기에는 학교라는 환경적 변

화와 함께 정체성과 사회적 능력의 발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각

별한 관심이 요구된다(심명희, 서은희, 송수지, 2013). 이에 부모는 자녀

에게 학교에서 받는 정규 교육뿐만이 아니라 영어, 미술, 음악, 스포츠 

등 다양한 사교육을 제공하여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사회적 능력 향상을 

돕는다.

유소년의 발달을 위한 이러한 사교육 중에서도 최근 유소년 스포츠클

럽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매우 활성화 되고 있다(강윤정, 2005; 이철근,

2009; 이동건, 2015: 유형삼, 2004). 유소년스포츠 클럽은 스포츠 과외가 

조직화되면서 유소년들만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스포츠프로그램으로써 강

남, 목동, 상계동, 경기도, 분당, 일산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펴져나갔다(대한매일, 1999년 9월 27일 23면; 강윤정, 2005 재

인용). 2009년도에는 초등학생 참여비율이 약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조인현, 2009), 현재 더 많은 유소년들이 스포츠클럽에 참여하

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유소년스포츠 수요의 증대를 반영하

듯이 2015년도에는 국가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소년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이 생겨났으며(국민체육 공단, 2015), 유소년스포츠와 관련된 한국유소년

스포츠학회, 한국운동발달협회 등 학회 및 협회들이 구축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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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서는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미래의 

유망한 사업으로 보도하고 있다(일간스포츠, 2015. 06. 11; 경남매일,

2015, 03, 14; 아시아뉴스통신, 2014, 09, 30; 스포츠 한국, 2015, 06, 30;

투데이에너지, 2015, 05 11). 이제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유소년들의 신체

활동과 스포츠 활동을 주도하는 하나의 추세인 것이다.

초기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자녀의 부족한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켜 학

교 체육활동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일부 부모들의 필요에 의해 시작되

었다(강윤정, 2005). 그러나 개인교습 형태인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그 효

율성이 입증되면서 부모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 보급되었다(이철근,

2009).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일부 부모들에 의해 행

해졌던 자녀의 스포츠클럽 활동이 부모들 사이에서 유행이 되고, 현재는 

사회적으로 대중화가 되었다는 점이다.

유소년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기 이전 부모들이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중⦁고등학교 내신관리에 목적을 두거나 자녀를 엘리

트 선수로 키우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중⦁고등학

생이 아닌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입시를 위한 

내신관리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또한 스포츠클럽에서 제공하는 교육 

내용을 볼 때 자녀를 엘리트 선수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모의 의도가 있

어 보이지도 않는다. 즉,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참여를 단순히 이전부터 

한국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교육열이라고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강윤정, 2005). 따라서 현재 부모들 사이에서 스포츠 사교육

인 ‘스포츠클럽 붐(Boom)'이 일어난 현상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부모와 유소년 스포츠 활동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의 자본과 

자녀들의 스포츠 참여의 관계(권윤정, 김경숙, 2004; 김혜림, 1991; 한선

아, 2003; 홍은경, 1996; Coakley, 2002; Davison, et al. 2012; Dukes,

Mota & Silva, 1999; Leel, 2014; Shropshire & Carroll, 1997; Yang,

Telama & Laakso, 1996),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부모의 문화자본 

재생산(임경진, 2000; Swanson, 2009), 부모와 자녀의 젠더에 따른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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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활동(Brustad, 1996; Dowda, Dishman, Pfeiffer & Pate, 2006;

McElroy, 1983; Kay, 2006) 그리고 자녀의 스포츠 참여와 부모의 역할

(Coakle, 2002; Dukes, Dorsch & Smith 2009; Greendorfer & Lewko,

1978), 부모의 태도 및 인식과 자녀의 스포츠 참여(김경수, 1995; 김정대,

1999; 김소정, 2007; 이시혁, 1982) 등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가 가진 자본(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이 아동의 

스포츠 참여와 어떠한 상관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부모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문화, 젠더 등의 관련

성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 대부분은 부모를 스포츠 중개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부모들의 입장이 아닌 유소년들의 시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또한 양적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개인의 행위와 환경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상호연관 되는가를 살펴보기 보다는 '유소년의 스포

츠 활동은 특정한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와 같은 단편적인 연구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자녀들을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참여시

키는 부모의 ’양육행위‘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부모에 대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기존의 연구

자들이 구조기능주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연구

자들은 스포츠의 순기능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아동의 스포츠 참여와 

활동에 있어 부모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연구해 왔다. 스

포츠사회학자들도 구조기능주의의 영향으로 아동의 사회화에 있어 부모

가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고, 이러한 현상을 스포츠사회화로 설명해 왔

다(임번장, 1997, Smith & Rosenberg, 1970; Stevenson 1990), 스포츠 사

회화 프로세스는 스포츠로의 사회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스포츠 탈퇴 

및 재사회화로 단계로 구분되는데, 부모는 자녀의 스포츠로의 사회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물론 부모는 아동의 스포츠 입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단 자녀가 

스포츠에 입문하게 되면 부모는 자녀의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경제적 지

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행동적인 지지를 제공한다(Eynon, Kitch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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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otiuk, 1980;Green & Chalip, 1997; Kirk et al., 1997). 일반적으로 자

녀의 스포츠 활동에서 부모의 역할과 영향력을 스포츠로의 사회화로 한

정지을 수는 없다. 최근 연구들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스포츠 활동 참여

로 인해 역사사화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부모의 사회화가 자녀의 스포츠 

경험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Brustad, 1992; Coakley, 2004;

Dorsch,2009; Fredricks & Eccles, 2004; Greendorfer, 2002; Partridge,

Brustad, & Babkes Stellino, 2008). 아울러 스포츠사회화 과정과 유소년 

스포츠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스포츠사회화 모델은 부모가 자

녀의 스포츠사회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한 것으로 자녀의 스포츠 활동 

참여로 인한 부모의 역사회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처럼 

아동의 스포츠 활동과 부모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구조기능주의 관

점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부모가 양육의 ’주체자임‘을 간과하

고 부모의 입장에서 유소년 스포츠 활동을 살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부모는 자녀의 성장을 위한 보살핌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와 가

치, 규범 등을 전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울러 유소년 스포츠 활동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 중에서도 부모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 만큼 부모의 관점에서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

환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부모의 관점에서 유소년 스

포츠클럽활동에 대한 현상을 면밀히 살펴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

정이며, 아동의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부모의 양육에 대한 고찰도 부족

해 보인다. 따라서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양육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관점에서 유소년 스포츠클럽활동과 관련된 전

반적인 ‘양육과정’과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모들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소년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스포

츠 양육과정과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양육을 이해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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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유소년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스포츠 양

육과정과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양육을 이해하는데 있

다.

3. 연구 문제

1) 스포츠 양육은 어떻게 시작되며 그 과정은 어떠한가?

2) 스포츠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3) 스포츠 양육은 어떠한 이론적 함의를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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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부모의 스포츠 양육

스포츠 양육은 스포츠 영역에서 자녀의 사회화에 관련된 부모의 신념(목

적, 가치), 태도, 행동 등을 의미한다.

2) 유소년 스포츠

유소년 스포츠는 유소년을 위한 조직화된 신체활동을 총체적으로 일컫

는 것으로서, 유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과 시합 등을 지속적으로 제

공해주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3) 유소년 스포츠클럽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유소년(만7~12세)들의 사교육을 목적으로 시간,

자원, 전문인력 등을 적극적 투입을 하여 스포츠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

획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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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유소년기의 의미와 부모양육의 중요성 

인간의 생애주기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쳐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로 구분되며 각각의 시기에 따른 과업이 주어진

다. 만약 그 시기에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다음 시기로 넘

어가거나 혹은 평생에 걸쳐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송

명자, 2008). 물론 각각의 시기에 주어진 과업을 반드시 수행해야하는 것

은 아니지만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인 발달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청소년

기까지는 적절한 발달과업을 획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소년 시

기는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성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자아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로 사회적 중재자인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양

육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은 달라진다(심명희, 서은희, 송수

지, 2013).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가 올바른 정체성 및 사회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소년 시기와 부모양

육에 대한 연구는 학계에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초기 연구자들은 유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부모의 양육행동

과 환경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연구자들은 아동들의 

발달 단계마다 그 특징이 다르고 이러한 아동의 발달 수준의 차이에 따

라 부모의 양육행동도 달라질 것이라 본다(Darling & Steinberg, 1993).

또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양육스타일 중 어떠한 양육스타일이 적합

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Steinberg, Elmen, & Mounts, 1989).

이러한 문제제기는 부모의 양육이 부모의 태도와 환경적인 맥락에 의해

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동의 발달단계는 크든 작든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는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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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영아기(1-2) 유아기(3-7) 아동기(8-13) 청소년기(14-19)

발달 
모든 감각

기관 작용

상상력 증가

어휘력 급증,

비논리적,

성적 호기심

인지발달,

자아개념 발달

질풍노도의 시기,

자기중심성

사회

성

낯가림, 애착,

신뢰감 형성

자기중심적,

주도적,

도덕성 발달,

근면성 형성,

도덕성 형성,

소속감 형성

자아정체감 확립,

인생목표확립,

진로 선택

부모

역할

부모의 역할 

적응,

감각자극 제공

보호자,

지적자극과 

훈육자의 역할,

상호작용

긍정적인 지지,

역할 모델,

진로 지도,

고민 상담 

단계가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볼 때 자녀의 발

달단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은 영향을 받을 수밖

에 없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유소년기의 특징을 이해하고 부모의 역할

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발달단계와 부모의 역할(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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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소년 시기의 특징

유소년 시기는 유아기(1~6) 및 아동기(7~12)를 의미한다(최경근, 2007).

아동기는 유소년기의 좁은 뜻으로 학동기라고 한다. 이는 이 시기부터 

공식적인 교육이 시작되어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이 시

기의 아동들은 가정이라는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인 학교에서 또

래 아이들과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교류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습득하게 된다(이재우, 2007). 또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

식은 물론 규범과 규칙을 몸소 익히게 되면서 인지적 발달과 규범에 대

해 이해하게 된다.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신체적 성장과 함께 자신의 신

체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운동능력이 발달하게 된다. 이 시기 아동에게 

운동과 놀이는 신체발달을 촉진 시킬 뿐만 아니라 사고력, 추리력, 판단

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용하다(우동한, 2007).

한편, 이 시기 아동은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자

아’는 또래와 자신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아이들은 

근면성과 열등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Erikson, 1963; 우동한, 2007 재

인용). 다시 말해서 이 시기는 사회구성원으로써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의미체계를 학습, 가족과의 관계를 넘어 사회적 관계를 형성, 학업적인 

기술을 배우는 일에 몰두, 근면성을 경험하고 유능의 덕목으로 확장되기

도 한다. 그러나 또래들보다 자신의 유능감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열등감

을 경험하게 되며, 이를 극복하지 못 했을 때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노은영, 2015). 이처럼 유소년들은 학교라는 조직적 단체 생

활을 통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습득하고 자아정체

성의 기반을 확립한다. 따라서 부모들은 유소년기의 특성을 잘 인지하고 

자녀들을 관찰하여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과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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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소년기의 특징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

1) 신체적 발달과 부모의 양육 

유소년은 영⦁유아기의 급속한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신체적 성장을 보

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주고 뼈와 근육의 발달 그리고 

운동신경에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다(박정태, 2006). 즉 이 시기에 아동

들은 신체적으로 대근육과 소근육이 발달되어 근육의 힘이 증가한다. 이

런 근육의 증가는 움직임을 빠르고 강하며 민첩해지게 한다(송명자,

2008). 예를 들어 3세 아동은 테니스볼을 그물너머로 넘기는 것을 못하

지만 10세가 되면 대부분의 유소년들은 이 동작을 구사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또한 이 시기의 유소년들은 강한 근육의 힘과 더불어 유연함을 가

지고 있어 달리기, 오르기, 줄넘기, 수영, 자전거타기, 스케이트 타기 등 

다양한 신체적 활동들을 구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 신경을 갖추게 

된다(정종재, 2001). 하지만 이러한 운동 신경은 사용하지 않으면 발달되

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신체활동이 필요하다. 사실 이 시기의 유소년들

은 주의력과 집중하는 시간이 청소년들보다 짧기 때문에 집중을 요하는 

운동은 쉽게 지칠 수 있다. 이에 유소년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활동적

인 측면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제안된다(이찬

희, 2015).

한편 아동의 신체적 발달은 신체적인 기능향상뿐만 아니라 정서나 사

회성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심명희, 서은희, 송수지, 2013). 가령 운동 

능력이 뛰어난 유소년들은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리더로 인

정받게 되지만 운동능력이 떨어지고 신체적으로 허약한 유소년들은 또래 

친구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

처럼 또래아이들 보다 신체적인 면에서 부족한 아이들은 열등의식을 형

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우동한,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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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 ‘나’라는 자아개념이 형성되

기 때문이다(노은영, 2015; 유승록, 2010). 다시 말해서, 아동들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아개념의 한 부분인 신체상을 갖게 되는데 대부분

의 유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상을 또래 친구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형성하

기 때문에 만약 자신의 신체가 또래 친구들보다 덜 발달되었다면 열등감

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유소년 시기의 신체 및 운동 발달은 유소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유승록, 2010). 따라서 학부모는 아이들의 학업적인 

부분만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아이들이 신체적인 열등감을 느끼지 않

도록 신체적인 능력과 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와 피드백은 자녀의 

자신감과 유능감을 향상시키며, 올바른 신체상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지지와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금명칠, 2011; 유도선, 김병준, 2010; Hoyle & Leff, 1977).

2) 지적발달과 부모의 양육

인간의 지적능력 발달은 유소년 시기에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 시기에

는 공간과 사물의 지각력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아동

에서 유소년으로 성장하면서 기존에는 낮은 높이에서 보이던 사물들이 

점차 자신의 눈높이에 맞게 보이게 되고 운동능력이 발달됨에 따라 공간

지각도 발달되기 때문이다(Ault, 1989). 이처럼 유소년 시기에는 사물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주관적, 정서적, 지적기능이 분화됨에 따라 사물의 상

태나 변화 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사고력과 기억력도 현저하게 

발달하게 된다(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2013).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까

지는 사고가 자기중심적이지만, 학년이 올라 갈수록 자기중심적인 경향

이 없어지고 주위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지적인 기능의 발달은 9세에서 10세경부터 추상작용이 발달하여 몇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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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물로부터 공통되는 특징을 뽑아내는 능력을 가지게 되며, 12세경이 

되면 추상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우동한, 2009). 학

습에 있어 중요한 능력인 기억에 있어서도 이 시기의 아이들은 모델이 

되는 행동, 혹은 내용을 장기간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확립된다고 본다

(이동근, 2005). 이처럼 유소년 시기는 급격한 인지발달이 이루어짐으로 

부모들은 자녀의 인지발달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부모들이 자녀의 인지발달을 위해 과제를 제공할 때 고려해야할 부분

은 아이들의 참을성과 집중력에 맞는 적절한 과제이다(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2013). 즉, 이들은 아직 주의력과 집중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스

스로 호기심을 느끼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반복적인 학습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

점을 다양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면성을 함께 발달시켜 준다.

한편 이 시기에는 철학적인 사고가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선악을 구분

하고 도덕적 사고를 하는 등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시기

의 아이들은 착한 아이지향단계로 타인을 도와주는 행동을 지향하며, 자

기에게 가까운 사람들이 기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도덕적인 행위로 인

식한다(김경희, 1999).

즉,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기대와 평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이런 어른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Eccles & Harold,

1991). 따라서 부모는 아동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는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부

모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과 가치, 신념들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모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며 그들의 가치관을 정

립하는 것이 양육에 있어서 중요하다(Frediricks & Eccles, 2004).

이처럼 유소년기의 아이들은 급격한 인지발달이 이루어지고 이런 인지

발달을 통해 대상을 바라보는 객관성, 주관성, 가치관이 형성된다. 또한 

객관성과 주관성 그리고 가치관은 도덕성 형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며 발달된다(송명자, 2008). 가령 인지적으로 발달이 늦은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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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신의 주관에 대한 확신도 떨어지게 된다. 이런 자신의 주관을 확신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주변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갖게 되며 결국 

주변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 그리고 기대행동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

이고 의존하게 된다. 또한 인지적 발달이 느린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업

적인 부분을 따라가지 못 할 경우 또래 아이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

하며 스스로 열등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의 인

지적 능력과 발달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만약 아이가 인지적인 발

달이 늦어진다면 아이가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자존감과 유능감을 잘 형

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과제와 긍정적인 평가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주어

야 한다(Horn & Hasbrook 1986; Wsiss, Bredemeier & Sewchuk, 1985).

또한 이런 지속적인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주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3) 사회성발달과 부모의 양육  

유소년 시기는 가족이라는 환경에서 벗어나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분

리가 되어 자신의 독립된 행동을 하게 된다. 또한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

용을 하게 되면서 또래집단의 형성 및 집단 소속을 통한 안정감을 추구

하게 된다(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2004). 특히 유소년시기의 교우관계 

형성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며, 이때 형성된 사회성이 청소년 그리

고 성인기에 걸쳐 사회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초기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서로에게 사회적 행동에 

관한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배기원, 2004). 즉, 친구들과 상호교류 과정에

서 나의 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

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서로를 보며 학습하게 되는 것

이다. 또한 유소년들은 학교라는 집단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가치 및 태도, 역할과 행동양식 등을 습득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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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과정을 경험한다. 따라서 저학년의 아이들은 유아기 때의 자기중심

적인 성향이 남아 있으나 학교의 조직적 단체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와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자기중심적 성향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다. 고학년이 되면 아이들은 집단의 규칙을 준수

하며 협동하여 집단의 목표달성에 협조하려는 집단의식이 크게 발달하게 

된다(이찬희, 2015). 아울러 이 시기에는 의존성이 줄고 자율적 태도가 

발달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그 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박정태, 2006). 이처럼 유소년 시기에는 또래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기중심적 성향을 탈피하기 시작하고 집단의식이 형성되면서 소속

감이 형성되며, 집단의 규칙준수와 협동심이 증가하는 등 사회화에 필요

한 의식과 각종 사회적 행동 양식을 습득하게 된다.

이에 부모들은 아이들이 고립되지 않고 교우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

록 또래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장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이 시기

의 아동들은 또래집단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시각에 초점을 두

는 연습이 필요하다(신명희, 서은희, 송수지, 2013). 이런 부모의 노력은 

자녀의 가치관과 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되며 상호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다리가 되어 아동의 현재 상태(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올바른 방향의 피드백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

다.

지금까지 유소년시기의 특징과 그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소년시기의 아동들은 학교라는 조직적 단체 

생활을 통하여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규범, 인간관계, 도

덕성, 근면성)들을 습득하고 자아정체성의 기반을 확립한다. 그리고 이러

한 발달과업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초적인 단계로 부모

들은 유소년기의 특성을 인지하고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지지와 교육 그리고 환경을 제공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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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현황 및 배경 

가.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개념 

 

유소년 스포츠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어린

이를 위한 어떠한 조직화된 신체활동을 전부 일컫는 것으로서, 어린이와 

유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과 시합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주는 프로

그램을 의미한다(권일권, 2008). 어린이를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은 학교,

지역문화센터 등 교육기관이나 지역의 공공 기관 그리고 구단이나 리그

에서 운영하는 유소년 클럽, 체육교실, 스포츠 학원 등 사설 교육 단체에

서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최근에 조직된 사설 스포츠 교실로 유소년

들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유소년 스포

츠클럽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체육과외 프로

그램’으로써의 유소년 스포츠클럽이다. 이런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유소년들이 소그룹으로 모여 전문스포츠 지도자에게 각

종 운동 및 신체활동을 배우는 형태로 개인 생활 중심의 태도에서 벗어

나 신체적, 정신적 발달과 협동심 및 성격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새로

운 교육으로 간주한다(김보윤, 2002). 두 번째로는 ‘사설 학원’의 개념을 

의미하는 유소년 스포츠클럽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소년스포츠 클럽은 

참가자들의 흥미와 요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레

져 스포츠, 레포츠 체험 그리고 학교내신체육을 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

다(이철근, 2009).

이처럼 그 동안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체육 과외’ 혹은 ‘사설 학원’의 

개념으로 정의 되어 왔다. 하지만 체육과외는 특성상 소수의 인원을 가

지고 이들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식 스포츠 교습 활동으로 학원처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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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반면 스포츠 사설 학원은 

조직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유소년들만을 대상으로 맞춤식 

프로그램 제공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재의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이 두 

가지 개념을 통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유소년

(만7~12세)들의 사교육을 목적으로 시간, 자원, 전문인력 등을 적극적 투

입을 하여 스포츠 활동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나.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특징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과외 형태를 띤 ‘사설 교육’으로 기존의 스포츠 

학원의 성격과는 조금 다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첫 번째 특징은 ‘조직화된 교습’ 활동이라는 것

이다. 초기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체육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방과 후 또

는 주말에 그룹별로 인원을 모으면 스포츠 지도자가 운동장에서 교육을 

해주는 단순한 형태였다(최경근, 2007). 이런 유소년스포츠 교습 활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체계화, 조직화, 대형화되어 자체적으로 스포츠 시설을 

갖춘 스포츠 센터의 형태로 발전되었다. 현재 대형화된 조직적 스포츠 

센터로 발전했음에도 초기 운영 방식이었던 소수정원과 참여자들의 수준

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프로그램

을 구성하고 있다.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두 번째 특징은 ‘부모의 통제’가 용이하다는 점

이다(Coakley, 2006). 사회 전반에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예전보다 바

빠진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즉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을 때 자녀가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상황

에서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부모들을 대신해 자녀들이 안전하게 신체활동

을 할 수 있는 장을 제공 하고 있다. 이는 스포츠클럽의 특성상 수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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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원의 그룹으로 이루어지며, 이런 그룹은 서로가 알고 있거나 혹은 

소개를 통해서 형성된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누구와 무엇을 언제 

할지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며 자녀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

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세 번째 특징은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이다.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수업은 그룹 형태로 이루어

진다. 이에 부모들은 자녀를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참여시키기 전부터 활

발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자녀의 스포츠클럽 참

여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자녀를 스포츠클럽에 참여 

시킨 이후에도 부모들의 커뮤니티 활동은 지속되는데 가령 지도자의 티

칭 정보, 또래 친구들, 스포츠 시합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한다.

특히 자녀가 참여하는 스포츠 수업의 방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

고 수업에 반영하도록 제안하기도 한다(이철근, 2009). 이처럼 유소년 스

포츠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유소년 스포츠 선택에서부터 참여과정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네 번째 특징은 ‘참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사설 스포츠 학원은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유

소년만이 아닌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반면 유소

년 스포츠클럽은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 스포츠 프로그램 제공하

고 있는 사설 교습인 만큼 대부분 만 7~12세 연령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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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유형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

은 축구클럽, 농구클럽, 테니스클럽 등과 같이 하나의 종목만을 교습하는 

형태이다. 이런 유형의 클럽 활동은 초기 유소년스포츠가 형성될 시기에 

많이 활성화 되었으나 현재는 유소년 축구클럽이외는 그 모습을 찾아보

기 힘들다. 이는 유소년 스포츠클럽이 점점 조직화·대형화되면서 다양한 

종목을 모두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소년 축구클럽은 기존

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2년 월드컵 이후 축구에 대한 국민

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녀에게 축구를 가르치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축구 구단들은 유소년 클럽

이나 교실을 개설하여 전문적인 축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박

지성, 송중국 등 그 당시 스타출신의 축구선수들이 은퇴 후 전문적인 유

소년 축구클럽을 잇따라 개설하고 있는 것도 유소년 축구클럽이 유지되

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유소년 축구클럽들 중 최근 많

은 관심을 받고 있는 P유소년 축구클럽의 철학을 살펴보면 축구기술, 신

체, 심리 그리고 사회성의 성숙을 통한 즐거운 축구이다. 즉, 축구를 통

해 축구 기술을 습득하고 신체적인 발달과 더불어 자신감, 페어플레이,

배려 등 사회성을 키운다는 것이다. P유소년 축구 클럽 프로그램은 정규

반, 선수 육성반, 스페셜 코스로 나누어지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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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 내용

정규반

연령별로 축구의 기초단계에서 성숙의 단계 아이들에게 제공하

는 반으로 기본기 학습과 함께 응용력과 적용능력을 키위기 위

한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함

선수 육성반
축구를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학생선수로서 꿈을 키워나가는 반임

스페설 

코스 

영어반
원어민 코치를 통해 영국의 정통 영어와 축구를 함께 배울 수 

있는 과정

드리블 

코스

축구의 전문적인 테크닉인 드리블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

는 과정

실전 반
경기실전에서 꼭 필요한 움직임 즉 포지션 별 움직임, 공간패스,

공간 창출 등 전술적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과정

표 2. P 유소년 축구클럽 프로그램

두 번째 유형은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소년 스

포츠클럽이다. 이런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참가자들의 흥미와 요구를 만

족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레저 스포츠, 레포츠 체험 그리

고 학교내신 체육을 통합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맞춤식 교

육과 소수정원으로 참가자에 맞는 수업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각의 유

소년 스포츠클럽은 그 기관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을 구

성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들 기관의 목적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유소년들

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도모하여 이러한 능력과 기술들을 일상생활에

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대중화된 유소년 스포츠클

럽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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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종목 대상 인원 프로그램 소개 및 효과

스

포

츠

클

럽

축구

농구

인라인

학교체육

초등(여)

초등(남)

초등 

초등

초등

동학년

8~14명

분기수업 중 1회 클럽별 이벤트 참

여, 또래문화 형성과 건전한 사회성 

함양, 조화 있는 신체형성 및 발달,

인성발달

교

실

축구

농구

인라인

체능단

초등(남)

초등

초등

초등

10명

정원제

또래문화 형성과 건전한 사회성 함

양, 조화 있는 신체형성 및 발달,

인성발달

레저

이벤트

승마 초등
제한

없음

체계적인 교육 후 산악승마,

해변승마 체험, 정서안정 및 스트레

스 해소, 신체균형 발달 

카트

레이싱
초등

체계적인 교육, 집중력 향상,

스트레스 해소

개인

교습
수영, 인라인스케이트, 테니스, 골프, 스키, 스노우보드, 스케이트

캠 프

여름캠프 초등
제한

없음

수상스키, 스킨스쿠버 다이빙, 수영,

레프팅 등의 수상스포츠 체험, 서바

이벌 게임, 클레이사격 등의 지상스

포츠 체험,

겨울캠프 초등
제한

없음
스키, 스노우보드

문화캠프 초등
제한

없음

동굴체험, 별자리 관측, 박물관,유적

지 탐사 등

표 3. K 유소년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유형삼,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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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효과 및 소개

실내 축구
축구기술 습득, 팀 간의 협동심, 스포츠맨십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

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

실내 농구 농구기술 습득, 점프운동을 통해 성장 촉진에 도움을 준다.

인라인 

스케이트

유산소 운동으로 신체의 체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특히 균형력, 협응력, 지구력 증진에 높은 효과가 있다.

개인별레슨 수영, 스키, 스노우 보드, 스케이트, 내신체육, 기초체력

비만교정 교실

단계적인 난이도의 유산소성 운동과 기술운동을 익힘으로써

에너지를 발산하고 지방을 연소시켜 비만을 해소하며, 규칙적인 운

동 습관을 기르게 한다.

키크기 교실
성장혈 및 판을 자극하는 운동 즉 요가, 스트레칭, 농구 등 으로 성

장촉진을 기대하고 균형 있는 체형을 유지한다.

특수 체육 

개인차나 발달 지체로 인해 일반 프로그램 수행이 어려운 경우 각각

의 유소년에 맞는 맞춤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하여 운동 수

행의 자신감을 회복한다.

표 4. C 유소년 스포츠클럽 프로그램(김일수, 2010)

  

이처럼 유소년 스포츠클럽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스포츠 종목인 축

구, 농구, 수영, 등이 있으며, 레저 스포츠인 스키, 인라인스케이트, 스노

우 보드, 스케이트 등이 제공되고 있었다. 또한 승마, 카트레이싱과 같은 

이벤트성 스포츠 체험교실과 학교체육을 통합하는 학교체육(내신체육),

체능단, 기초체력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이한 점은 스포츠만이 아닌 

현대사회에서 유소년의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교정, 키크기 교실,

특수 체육 등과 같은 특정한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

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밖에 영어와 고급 스포츠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상위계층을 공략한 

유소년 스포츠클럽도 있다. 이런 스포츠클럽의 목적은 리더십과 팀워크

를 키우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학습하여 자신감 있게 영어회화를 구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프리미엄 유소년 스포츠클럽인 만큼 교육 내용 

또한 승마, 골프, 스키를 중심으로 하며, 레포츠는 지상⦁수상⦁항공으로 

분류하여 펜싱, 사격, 요트, 열기구, 패러글라이딩, 초경량항공기 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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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종목 효과 및 소개

스포츠

골프 골프와 영어교육을 통한 자신감 향상

스키 소수정예의 영어레슨

스노보드 수업을 통한 자신감과 대담함 향상

승마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정서발달

지상

레포츠

라크로스 페어플레이 정신을 키워줌

크리켓 페어플레이 정신을 키워줌

서바이벌 승부를 통한 단결력과 인내심 향상

암벽등반 인내력 향상

MTB 도전정신과 인내력 향상

양 궁 집중력 향상

사 격 집중력 인내심 향상

펜 싱 집중력과 인내심

수상

레포츠

스킨스쿠버 모험심 향상

수상스키 순발력과 평형성 향상

레프튼 모험심 향상

카누 순발력과 평형성 향상

요트 모험심 향상

항공

레포츠

열기구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줌

패러글라이딩 하늘 경험과 자신감 향상

초경량항공기 비행기 조작능력과 자신감

스포츠카트 모험심 향상

문화체험

마 술 마술을 통한 과학의 원리를 이해함

연 기 무대매너, 자기소개, 인사법을 배움

테이블매너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품격을 배움

테마캠프

자연캠프 강, 바람, 바다, 흙을 주제로 하는 캠프

한마음캠프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캠프

예술캠프 사이언스, 판토마임, 뮤직, 연극을 주제로 하는 캠프

자기개발캠프 리더십, 경제, 극기, 전통예절을 주제로 하는 캠프

해외캠프 현지에서의 언어습득, 문화체험을 하는 캠프

그 외의 캠프 승마캠프, 모터바이크 여행

인이 흔히 접근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표 5. A 유소년 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이철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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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내          용

1967. 5. 31 숙녀 미용체조 개설

1967. 6. 26 YMCA 초보자 수영 강습

1967. 7. 25 YMCA 사회체육 지도자 강습

1967. 7. 31 어린이 체육교실

1967. 12. 5. 레슬링 정기 프로그램 채택

1967 YMCA 단체 유도대회

1968. 12. 14
제 1회 초시자 직장대학 배드민터 대회

(현 YMCA 배드민터 선수권 대회)

1970 제 1회 체육 자원지도자 강습회

1976 YMCA 아기 스포츠단 프로그램 개설 

라.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성장 배경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체육수업 이외 사설조직에서 제공되는 유소

년 스포츠 활동은 YMCA가 최초라 할 수 있다. 1903년 한국에 창설된 

YMCA단체는 지⦁덕⦁체의 세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기

독교 정신인 예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체육활동을 통하여 YMCA의 목

적달성을 이루려 했다(대한 YMCA 연맹, 1986). 70년대에 이르러 경제성

장이 이루어지면서 엘리트 스포츠와 함께 국민생활체육도 이 시기에 많

은 성장을 하게 된다. 즉, 이 시기에는 엘리트선수들의 육성을 위해 국가

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스포츠의 사회적 기반을 확대

하는 것이었다. 이런 국가정책에 따라 학교체육이 강화되고, 어린이회관

의 건립, 소년체전과 청소년 스포츠의 국제교류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전

개되었다(조민동, 2001). 따라서 초창기 YMCA단체의 성격도 ‘스포츠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보급’하는 것이었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시민건강

교육에 역점을 둔 사회체육보급’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YMCA 종합체육

관의 개관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어린이, 중⦁교생 대상별 체육

교실이 만들어졌으며 이후 체조, 유도, 수영 등의 다양한 종목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되었다(김정현, 1995).

표 6. 70년대 중반까지의 YMCA 체육활동 내용(조민동,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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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가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현대화가 시

작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국민체력향상이 곧 국가발전의 길임을 인식

하고 체육진흥 정책을 추진하였다(대한체육회, 1981). 또한 88서울올림픽

과 86아시안게임을 성황리에 유치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체육 참

여를 유도하였으며, 사회체육의 대중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생활체육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YMCA단체 이외 사설스포츠학원들

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중 태권도와 수영은 유소년들의 체력단련, 사회

화 그리고 놀이를 위한 필수 교육으로 자리매김 되어 그 당시 태권도와 

수영을 배우지 않는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조항용, 2015).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체육은 스포츠의 생활화를 통해서 국민

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확대하고 유소년들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에 목표

를 둔 평생체육의 구현으로 생활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에 노력하였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인격형성 평생체육의 구현과 

같은 목적과는 조금 다른 목적을 둔 체육과외 활동이 강남과 수도권 신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체육과외는 강남일대를 

중심으로 중상층의 부모들이 자녀의 부족한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켜 학

교 체육활동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당시의 체육과외는 부모들이 소수인원을 모집하면 체육을 전공으로 한 

지도자가 운동장을 빌려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의 유소년 스포츠클

럽과 같이 체계화된 형태는 아니었다. 하지만 체육과외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많은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1990년대 후반에는 상담 사

무실 및 학원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기 시작했다(이철근, 2009). 이러한 현

상은 학교학급의 과밀화와 체육시설 빈약 등으로 개인에 맞는 체육이 불

가능한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핵가족과, 취업모의 증가

로 인한 가정교육 해결책으로서의 욕구와 맞물려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

었다(조인현, 2009).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체육과외 혹은 스포츠교실들이 체계화된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유소년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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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은 유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의 중심이 되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된다.

많은 부모들과 유소년들은 기존의 학원에서 새로운 형태인 유소년 스

포츠클럽에 참여하길 원했으며, 따라서 이시기에는 여려 형태의 스포츠

클럽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가령 초기 200~400명 정도의 회원을 보유

한 유소년 스포츠클럽들에서 부터 막대한 자본을 기반으로 고급화를 표

방하는 회원제클럽, 유명스타가 운영하는 클럽(김일수, 2010; 유형삼,

2007; 이철근, 2009), 외국계 유소년 스포츠 프랜차이즈 개설 등 기존의 

스포츠클럽의 규모와 운영 면에서 차별화를 두기 시작했다.

현재 유소년 스포츠클럽은 경쟁을 통해 기존의 유소년스포츠클럽과 다

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

으며 점점 더 전문적이고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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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이론 

가. 부모의 양육에 대한 개념  

양육의 뜻을 풀이하면 ‘기르다’라는 의미로 아동을 어른으로 성장하도

록 돌보면서 지적 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말한다(한순옥, 1997).

즉 양육은 단순히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올바른 성장

과 발달을 위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지지를 제

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생

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적⦁사회적 능력을 길러주는 의미도 포함된

다(한우진, 2008). 이러한 관점에서 양육은 한 개인이 성장하면서 자신이 

속한 문화를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양육자인 부모는 그 사회가 지니고 있

는 문화적 가치관 및 행동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한순옥, 1997). 즉, 부모는 자녀를 사회화시킬 의무가 있으며, 자녀

의 사회화가 곧 양육의 목적이자 가치가 된다. 자녀의 사회화와 관련된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목적은 그 사회에 필요한 매너, 사회적 기술, 그리

고 학업 능력 등과 같은 특정한 기술과 호기심, 비평적 생각, 독립심, 창

의성 그리고 즐김과 사랑의 경험과 같은 좀 더 일반적인 능력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Darling & Steinberg, 1993).

한편 부모의 양육에 대해 학자들은 그들의 관점에 따라 ‘양육태도’와 

‘양육행동’ 그리고 ‘양육스타일’로 개념화 하였다. 먼저 양육을 태도로써 

개념화한 Hauser(1973)은 “현재와 미래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부모가 보여주는 태도는 자녀의 지각의 척도가 되어 

자녀의 지적, 정의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Ajsen

& Fichein(1975)은 양육태도를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

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치르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

식”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원영(1983)은 “실제 생활에서 자녀를 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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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행동양식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양육을 양육행동으로 정의한 Becker(1964)는 양육행동을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이

다”라고 하였으며, 이숙(1991) 역시 양육행동을 “부모가 아동을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데 있어 나타내는 행동”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오

성심과 이종승(1982)은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

함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 및 태도”로 정의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을 양육스타일로 정의한 (Darling & Steinberg

1993)는 양육스타일을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하는 과

정이나 부모 행동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분위기를 뜻하는 것으로 양육을 

위한 목표 지향적 행동과 몸짓, 목소리 톤, 언어표현 등의 목표 지향적이

지 않은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또한 서진영과 이주연(2013)

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의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양육에 대한 개념을 학자별로 살펴 본 결과 양육태도와 양육

행동 그리고 양육스타일 간에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양육태도와 스

타일은 보편적인 부모의 행동양식이나 경향 혹은 외현적⦁내현적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태도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정서 혹은 행동양식이지만 스타일은 자녀에 대한 태도라기보다 부모 자

신들의 일반적인 성향 혹은 분위기가 양육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양육을 개념화하는 방법에서도 찾을 수 있

다. 즉, 양육을 태도 개념화한 연구자들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과정

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정서와 행동양식 등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양

육을 스타일로 개념화한 연구자들은 부모의 일상적인 신념, 태도, 성향,

행동 등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나타난다고 보고 이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처럼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형성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양육스타일은 이미 형성된 부모의 성향이 양

육과정에서 발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양육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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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학 자 정 의 

양육

태도

Hauser(1973)

“현재와 미래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부모가 보여주는 태도는 자녀의 지각의 척도가 되

어 자녀의 지적, 정의적 특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Ajzen &

Fishbein(1975)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위해 기르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

이원영(1983) “실제생활에서 자녀를 대하는 구체적인 행동양식”

양육

행동

이숙(1991)
“부모가 아동을 대하고, 가르치고, 돌보는데 있어 나타내

는 행동”

Becker(1964)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보편적으

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이다”

오성심, 이종승

(1982)

“양육행동이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함에 있어

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 및 태도로 

정의한다.”

양육

스타

일

Darling &

Steinberg(1993)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이나 

부모 행동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분위기를 뜻하는 것으로 

양육을 위한 목표 지향적 행동과 몸짓, 목소리 톤, 언어표

현 등의 목표 지향적이지 않은 행동 모두를 포함한다.”

서진영, 이주연

(2013)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

도의 포괄적 개념이다”

양육스타일에 대한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차

이점을 진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

는 구체적인 행동들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양육행동은 양육태도나 스

타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위들로  부모가 같은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스타일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행위의 질은 

달라진다. 가령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한다고 할 때 권위적인 부모는 일

방적으로 자신들의 관점을 이야기를 하지만 권위있는 부모는 자녀의 이

야기를 들어주고 타협점을 찾으려 노력한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행동은 

양육태도와 스타일을 반영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부모들의 양육태도 혹은 

스타일을 통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

표 7. 부모의 양육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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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이론적 모델  

부모의 양육에 대해 관심을 가진 학자들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이러한 

양육방식의 차이에 따른 아동의 발달적인 측면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아동 발달 목적인 사회화와 관련하여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회화하는지에 대해 주목하였다. 따라서 부모들의 양육패턴을 모델화하

고 양육 유형을 개념화 하는데 주력 했으며, 양육 유형에 따른 아동의 

성장과 사회화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양육 유형은 학자들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모델

화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학자들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정신역동,

사회학습 그리고 신념 시스템의 관점에서 양육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각각의 관점에서 어떻게 양육을 모델화 하였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먼저 정신 역동(Psychodynamic)의 관점에서 양육에 대한 연구는 정신

분석의 창시자인 Freud로 거슬러 올라간다(Darling & Steinberg, 1993).

그는 부모와 아동 사이의 정서적 관계에 따라 아동의 행동, 성격 그리고 

성적발달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즉 아동의 발달 단계에 따라 성적에너지

의 흐름의 이동으로 아동은 특정한 신체적 자극에 집중하게 된다. 이때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태도를 취해야 만족감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

정될 수 있지만 너무 엄격한 태도를 취하거나 방치하면 고착현상이 일어

난다고 주장했다(윤주영, 2004).

이후 학자들은 부모와 아동 사이의 정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의 양육태도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는 양육에 대한 태도(Attitude)가 양육

적 수행들(Practices)과 행동들(Behaviors)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수행

과 행동의 결정을 돕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Baldwin, 1948; Darling &

Steinberg, 1993; Orlansky, 1949; Schaefer, Bell & Bayley, 1959;

Symonds, 1939). 따라서 이들은 정서적 과정의 변화를 토대로 양육태도

와 특정 행동과의 관계를 형성하려 노력하였으며, 행동들을 유형화하여 

양육모델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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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신 역동에 근거를 둔 학자들은 양육태도를 부모와 자녀의 관

계를 결정하는 정서적 경향으로 보고 양육을 ‘양육태도’로써 유형화 하

였다.

학습이론(Learning theory)의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을 연구한 학자들

은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양육행동에 중점을 두었다(Becker, 1964; Sears,

Maccoby, & Levin, 1957; Levy, 1943). 이들이 양육태도보다 양육행동에 

더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인간이 행동을 구성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행

동을 관찰하는 과정이나 경험을 통해 행동 후 보상 또는 처벌을 받는지 

등의 결과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적절한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의 발달은 환경에 대한 학습에 있고, 어

떠한 환경에 노출되느냐가 아동의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양육의 유형은 일상 영역에서 사용되는 규칙들에 의해 발생되

는 행동과 특정한 양육 수행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모의 양육을 ‘양육행

동’로 유형화 되었으며, 양육의 모델 또한 다양한 환경들에 대한 부모의 

양육 수행들을 범주화함으로써 구성하였다(Grusec, 1992; Darling &

Steinberg, 1993).

신념 시스템(Belief systems)의 관점으로 접근한 학자들은 부모의 양육 

신념에 따라 부모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진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양

육태도를 부모의 성향으로 보고 이런 부모의 성향과 양육행동을 구분하

였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

러한 성향은 잘 변하지도 않고 모든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

서 이들은 양육태도를 ‘양육스타일'로 유형화하고 양육스타일에 따른 양

육행동과 아동의 사회화에 대해 연구하였다(Baurmrind, 1967; Darling &

Steniberg, 1993). 그러나 이들은 단순히 아동이 부모에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의 이론들과는 달리 부모의 영향을 통해 그들 스스로 발전하며 부모

의 양육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그들의 제안은 

그 동안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 그리고 자녀의 성장 사이의 불일치성을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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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신 역동 사회학습 신념시스템

개 념 양육태도 양육행동 양육 신념

가 정 정서적 과정 구체적인 행동 양육 가치, 목적

목 적 사회화 사회화 사회화 

이처럼 부모의 양육 유형은 ‘양육태도’, ‘양육행동’, ‘양육스타일’로 학

자들 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으나 이들의 공통된 관심사는 아동들의 성

장과 성장과정에서의 사회화였다. 즉, 이들은 아동의 사회화에 영향을 주

는 부모의 양육, 부모의 가치와 목적 그리고 태도 등이 부모의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대해 논의해왔다.

표 8. 부모의 양육에 대한 관점  

1) 부모의 양육태도 모델 

정신역동의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 모델을 ‘태도’로 처음 체계화한 한 

사람은  Symonds이다(강형구, 2011; 김미정, 2011; 정택용, 2011; 차지량,

2007). 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거부-수용, 지배-복종 이라는 2개의 축

을 직교하여 ‘양육태도’를 지배형, 수용형, 복종형 그리고 거부 형 등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양육태도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지배형의 부모는 아동의 행동

에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아동이 그 기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 따라

서 이런 부모에게 성장한 아이들은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반면 자립성이 

부족하고 예의가 바른 대신 반항적이거나 불안한 행동을 많이 보인다(강

형구, 2011; 김미정, 2011; 정택용, 2011; 한순옥, 1997). 수용형의 부모는 

과도하게 자녀를 보호하는 유형으로 이러한 부모에게 자라난 아이들은 

책임감이 낮으며, 교우관계가 활발하지 못하는 등 미성숙한 사회화를 보

인다고 설명하고 있다(강형구, 2011; 김미정, 2011; 정택용, 2011; 한순옥,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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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복종형의 부모는 맹목적이고 익애적인 유형으로 이런 부모에게 

자라난 아이들은 유아적 상태로 머물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기중심적

인 모습을 많이 보인다. 거부형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애정이 없고 

자녀에 관심이 없는 유형으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애정을 갈구하고 주의

를 끌기위한 거짓말, 도둑질과 같은 문제행동들을 한다(강형구, 2011; 김

미정, 2011; 정택용, 2011; 한순옥, 1997).

각 유형에서 거부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 수용은 간섭형과 

불안형, 그리고 지배는 기대형과 엄격형, 복종은 맹종형과 익해형으로 분

류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의 양육태도가 지배와 수용 사

이의 있을 경우 자녀에게 간섭적인 행동을 보이며, 수용과 복종의 사이

에 있을 경우 자녀에게 익애적인 행동 그리고 복종과 거부의 사이에 있

을 경우 자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지배와 거부 사이에 있을 경우

에는 잔혹함을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가장 이상적인 부모와 자

녀의 관계는 이러한 유형의 중간을 취하는 태도라 말하고 있다.

그림 1. Symonds의 양육태도에 대한 가설적 모형(강형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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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Symonds는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관계를 중심으로 부모의 양

육을 태도로써 이론화하였다(강형구, 2011; 김미정, 2011; 정택용, 2011;

한순옥, 1997). 하지만 그는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임상사례를 중심으로 

양육태도를 이론화하였기 때문에 실효성과 검증의 문제가 제기 되었으

며, 또한 부모의 양육을 부정적으로만 설명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차지량, 2007; 한순옥, 1999).

Symonds이후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부모의 양육을 모델화한 연구자는 

Schaefer이다. Schaefer(1959)는 Symonds의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

해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신생아 시기부터 유소년 시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들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종단적으로 연구하

였다. 그리고 애정과 통제가 적절히 조화된 양육태도의 가설적 원형모형

(Cicumplex model)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양육태도의 모형을 보면 

애정(Love)-적의(Hostility)축과, 자율(Autonomy)-통제(Control)의 축을 서

로 직교하게 하였으며, 이 축들을 기준으로 양육태도를 구분하였다.

그림 2. Schaefer의 양육태도에 대한 가설적 모형(이원영,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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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애정적 부모는 자녀에게 수용적, 애정적, 인지적이고 이해를 잘하

며, 아동 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 즉, 애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

는 설명을 자주 사용하고 의존적인 행동에도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행동

을 보이며, 체벌보다는 훈육과 칭찬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행동을 보인다.

반면 적대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적개심을 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자녀를 귀찮아하며 비난하는 행

동을 보인다. 자율적인 부모는 자녀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끔 허락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이러한 부모는 자녀에게 규칙을 제시하지 않고, 자녀의 

행동에 간섭하거나 방해를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통제적인 부모는 자

녀의 행동을 조절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따라서 자녀에게 여러 가지 행

동에 대한 규율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를 엄격하게 요구한다(이숙,

1988; 한순옥, 1997).

한편 Schaefer의 양육 모델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애정의 정도와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는 통제의 정도에 따라 4차원으로 구분되어진다.

즉, Schaefer 양육 모형은 두 축을 기준으로 자율-애정과 통제-적대 사이

의 양육태도 그리고 자율-적대와 통제-애정 사이의 양육태도로 구분되며,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haefer의 모델에서 첫번째 자율-애정적 태도를 살펴보면 부모는 아

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함으로 독단적

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이러한 부모에게 양육된 아동은 능동적, 독립

적, 사회적이며, 창의적이다. 또한 사교적이어서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적의감이 없다. 그러나 사회화가 잘 이루어지는 아동들도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반항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이들이 가정이라

는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다는 기분을 갖기 때문이며 부모가 분노하지 않

을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강형구, 2001; 김미정, 2001; 남상인, 1983; 차

지량, 2007; 이숙, 1988; 한순옥, 1997; 한우진, 2008; Hurley, 1965;

Watson, 1957).

두번째 차원은 애정-통제적 태도로 부모는 아동에게 애정을 보이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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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아동행동을 통제하려는 경향도 보인다. 이러한 부모는 아동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대부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아동에게 제시한다. 따라서 아

동은 자율적으로 자란 아동에 비해 의존적이고 사교성이 떨어지며, 강하

거나 약한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강형구, 2001; 김미정, 2001; 남상인,

1983; 차지량, 2007; 이숙, 1988; 한순옥, 1997; 한우진, 2008; Hurley,

1965; Watson, 1957).

세번째 차원은 적대-자율적 태도로 이러한 부모는 아동에게 애정을 가

지고 대하지 못하며, 아동에게 관심도 없어 마음대로 행동하게 내버려두

는 태도를 보인다. 이와 같은 부모에게 자란 아동은 정서적으로 불안하

며 자신의 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보인다. 또한 부모에게 관심을 끌기 위

한 이상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강형구, 2001; 김미정, 2001; 남상인,

1983; 차지량, 2007; 이숙, 1988; 한순옥, 1997; 한우진, 2008; Hurley,

1965; Watson, 1957).

마지막 차원인 적대-통제적 태도는 부모가 아동에게 애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동과 심리를 모두 통제하려는 독재적인 양육태도를 보

인다. 또한 이들은 아동의 의사표현 혹은 감정표현 등을 허용하지도 않

는다. 이러한 부모에게 양육된 아동은 대체로 반항적이고, 방어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갈

등, 분노를 겪게 되면서 자학적, 퇴행적이 되기도 한다(강형구, 2001; 김

미정, 2001; 남상인, 1983; 차지량, 2007; 이숙, 1988; 한순옥, 1997; 한우

진, 2008; Hurley, 1965; Watson, 1957).

2) 부모의 양육행동 모델 

부모의 행동들을 분석하여 모델화한 Becker(1964)는 부모의 양육 모델

을 엄격-허용의 차원, 애정-적대의 차원인 2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가 

구분한 부모의 양육행동들의 특징들을 각각 살펴보면 먼저 엄격한 부모

는 기준을 세우고 이런 기준에 자녀가 부합하도록 강요하는 양육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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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자녀가 그들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보일 때 자녀에

게 위협이나 처벌 등을 준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 아래서 자라난 아동은 

통제가 잘되어 순종적이고 사회적인 행동을 하지만, 두려움을 유발하고 

의존적이다. 반면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는 아동의 행동에 규제

를 두지 않고 아동이 하고 싶은 행동을 모두 수용한다. 이러한 부모에게 

양육된 아동은 반항적이고 책임감이 없으며 집중력이 부족하다. 또한 습

관적이고 규칙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경향을 보인다

(Becker, 1964).

두번째 애정-적대 차원에서 애정을 가진 부모는 아동을 대할 때 권위

적이지 않고 설명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칭찬을 자

주하며 대화를 통해 이유를 설명한다. 이와 같은 부모에게 양육된 자녀

는 사교성이 좋고, 독립적이며 사람들을 신뢰하는 등 높은 사회성을 보

인다. 반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는 아동에게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며 신체적 처벌과 비난, 야단과 같은 언어적인 위협을 보인다. 따라서 

아동은 범죄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협동심이 없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반항적인 경향을 보인다(Becker, 1964).

그림3. Becker(1964)의 양육행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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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양육행동 부모의 특성 아동의 특성 

높은 

애정과 

통제의 

정도

민주적인 형 온화, 지지, 규칙준수 신뢰, 독립, 사회성

관대한 형 명백한 표준과 한계 결여 독립성, 반사회성, 공격성

구조적인 형 
구조식 한계, 높은 표준,

신뢰, 온정과 지지

높은 수준의 성취와 

반응성

낮은 

애정과 

통제의 

정도 

통제적인 형 제한점과 적대감
신경질적 반응, 사회적 

위축, 수줍음

적대적인 형 제한적, 처벌적, 높은 불안 사회적 위축, 자기처벌

방임형 온정과 통제부족, 방치 비행성

신경질적인 형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려함 불안, 반사회적, 공격적

이후 Becker는 이와 같은 기준을 조합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의 

정도와 통제의 정도로 구분한 뒤 양육 형태를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런 

양육의 유형별 설명은 <표 9>와 같다.

표 9. Becker의 양육행동 (한숙옥, 1997)

박성연과 이숙(1990)은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이 그 가족이 속한 사

회의 가치관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들은 국⦁내외에 선행 연구들을 면밀히 검토

한 후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적대, 통제-허용, 과보호-자율, 일관성 있

는 규제-일관성 없는 규제, 적극적 참여-비적극적 참여, 합리적 지도-비합

리적 지도, 성취-비성취 등 8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 하였다. 8개의 하

위 척도를 한국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적용한 결과 적대 및 통제 요인이 

같은 요인으로 묶여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등 7가지 요인으로 범주화 되었다. 이

후 이숙(1991)은 대상을 좀 더 확장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행동척

도’의 타당성을 다시 평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

동’의 개념을 구별하고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써 척도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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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행동 내용 

애정

아동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아동중심적이면서 아

동을 존중 수용해주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의미. 가령 자녀에

게 칭찬을 잘하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따뜻하게 위해 주며 자녀와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는 행동 등이 포

함.

적대

자녀에 대해 거부적이고, 불만이나 비난을 표시하며, 자녀를 무시하고 벌

을 잘 주는 태도를 의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녀의 나쁜 성격에 대해 

비난을 하며, 자녀의 나뿐 점만 들추어내고 자녀가 말을 붙이면 귀찮아하

는 등의 행동이 포함.

통제 

아동의 충동이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에 관련된 태도를 의

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면 벌을 주

고, 부모가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따르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잔소리를 많이 하는 행동이 포함.

과보호 

아동의 독립적인 행동을 되도록 막고 의존성을 보상해주는 행동으로서,

아동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뒷바라지를 하는 태도를 의미. 예를 들면 

자녀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일도 도와주어야 마음이 편하고, 자녀의 교

유관계에 지나치게 염려를 하며, 위험해 보이는 놀이는 못하게 하는 행동 

등이 포함.

합리적인 

지도

아동을 도와주거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는 태

도를 의미. 구체적으로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

은 방법인가를 가르쳐주면 자녀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행동을 포함.

적극적인 

참여

아동과 함께 적극적 그리고 활동적으로 행동하며, 아동이 하는 일이나 문

제해결에 대해 요청하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태도로 정의. 구체적으로

는 자녀가 모르는 것을 물어오면 사전 등을 함께 찾아보고 자녀의 일을 

관심일게 물어보는 행동 등이 포함.

성취

아동의 발달 수준에 대한 관심이나 지적 사회적 행동에 대한 기대가 높

은 태도를 의미.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

고 원대한 꿈을 격려하며 자녀가 어려운 일을 해내면 칭찬해주는 행동 

등을 포함

일관성 

있는

규제

매일 일과를 정해 놓고 있으며, 아동에게 정해 놓은 규칙을 지키고 따르

게 하는 태도를 의미. 즉, 자녀가 어머니와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행동 등을 포함.

<표 10>은 방성연과 이숙(1990)의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의 범주화와 개념적 정의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10. 부모의 양육태도 및 행동의 개념적 정의(박성연, 이숙,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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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의 양육스타일 모델

Baumrind(1967)는 백인 중산층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양육 신념

과 방법을 조사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있는(Authoritative

parenting), 허용적인(Permissive parenting) 그리고 권위적인(Authoritar-

ian parenting) 스타일로 분류하였다. 그녀가 부모의 성향으로써 양육태

도를 스타일로 개념화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기 학자들과는 다른 관점

으로 양육태도를 보았기 때문이다. 즉 그녀는 기존에 신체적, 행동적 처

벌 등 엄격함으로 정의되어 왔던 부모의 ‘통제’를 가족과 사회로의 통합

을 위한 행동적 ‘요구’로써 정의했다. 이러한 그녀의 접근 방법은 양육태

도를 통제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초기 학자들과 달리 통제를 질적으로 

접근하여 구별하게 만들었다. 또한 그녀는 아동의 기질적인 다름과 이런 

아동의 기질이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동의 기질에 의해 유발되는 부모의 행동과 그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구

분하려 노력했다(Darling & Steinberg, 1993).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형성된 

그녀의 양육 모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위있는 양육스타일을 가진 부모는 자녀와 그들의 권리가 상호

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열린 

의사소통과 체벌 그리고 순종적인 요구를 지양하고 한다. 또한 아동의 

기준에서 적절한 기준을 설정하고, 독립적이 되도록 격려한다. 즉 권위있

는 부모는 자신들의 요구를 명확하게 묘사하고 결정에 대한 설명에 의해 

자녀를 통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부모에게 자란 아동은 유능감과 자아신

뢰감, 자아통제력이 높고 탐구하기를 즐기며 높은 사회성을 보인다(정택

용, 2011; 한순옥, 1997; Baumrind, 1967).

둘째, 허용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는 권위있는 부모보다 비효율적

인 의사소통과 더불어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이들은 아동의 행동에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지닌다. 이러한 허용

적인 부모에게 자란 아동은 미성숙하며, 충동의 절제와 책임감이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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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여 사회성이 떨어진다(정택용, 2011; 한순옥,

1997; Baumrind, 1967).

셋째,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는 자녀의 행동뿐만 아니라 심리

적으로 조절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권위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과 

권위를 요구하고 부모와 자녀간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보인다. 따라

서 자녀의 행동이 부모의 요구와 다를 경우, 자녀들의 행동을 금하고 처

벌한다. 이와 같은 부모에게 자란 아동은 자율성이나 지적 탐구 부족  

등 전반적으로 사회화 능력이 떨어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정택용,

2011; 한순옥, 1997; Baumrind, 1967). 이처럼  Baumrind(1967)는 부모의 

양육스타일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세 가지 양육유형 중 권

위 있는 양육스타일이 자녀의 유능감 혹은 능력 향상을 유발하는 이유는 

명확한 부모의 요구와 정확한 소통으로 자녀의 반응을 이끌어 냄으로써 

자녀의 심리적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Baumrind의 양육스타일은 현재까지도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연

구 대상이 백인 중산층의 가정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문화, 민족, 아이들의 기질 등에 대한 고려 없

이 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성장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

다. 또한 권위 있는 양육스타일이 아동의 유능감을 높인다는 점은 인정

되고 있으나 어떻게 자녀의 유능감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

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Darling & Steinberg, 1993; Perry & Bussey,

1984; Spera, 2005).

연구자들은 양육스타일의 문화적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가정을 대상으로 그 차이점을 밝히려 하고 있다. 가령 다른 민족을 대상

으로 부모의 양육스타일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를 조사한 결과 권위있는 

부모들 중 유럽의 청소년들이 가장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반면 아시아

인과 아프리칸 청소년들은 낮은 학업성취를 보였다.(Dornbusch, Ritter,

Leiderman, Roberts & Fraleigh, 1987; Steinberg & Elmen & Mounts,

1989).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민족 혹은 문화에 따라 부모의 양육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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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동의 성장에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권위 있

는 양육스타일을 가진 부모들과 자녀의 유능감 사이의 메커니즘에 대해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제안(Lewiss, 1981; Kimiecik &

Horn, 2012)되고 있지만 아직 개념적으로 그리고 실증적으로 더 많은 검

증의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이처럼 Baumrind의 양육스타일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새롭게 보완되고 수정되고 있다.

한편, Maccoby와 Martin(1983)는 Baunrind의 유형적 접근을 ‘반응’과 

‘요구’의 차원으로 변형하였다. 여기서 ‘반응’과 ‘요구’의 개념은 사회화와 

개인들이 요구에 대한 절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부모의 반응이 자녀

의 기질 혹은 개성을 참고하여 나타나는 행동이라면 부모의 요구는 사회

적 요구를 반영하여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Maccoby와 Martin(19

83) 의해 새롭게 정리된 부모의 스타일을 보면 권위있는 부모(Authoritat

-ive parenting)는 요구와 반응 두 가지 모두 높은 특성을 갖는 반면 권

위적인(Authoritarian parenting) 부모들은 높은 요구와 낮은 반응, 그리

고 너그러운(Indulgent) 부모는 낮은 요구와 높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또한 그들은 무관심(Neglecting)한 부모들의 타입을 발견하

였는데 이런 부모는 낮은 반응과 요구로 이해되었다(Darling &

Steinberg, 1993; Maccoby & Martin, 1983).

Maccoby & Martin가 만들어낸 차원들을 기반으로 Baumrind(1991)는 

부모 양육스타일의 4가지 유형을 다시 구성하였다. 4가지 양육스타일은  

Maccoby와  Martins의 양육스타일을 좀 더 체계화 한 것으로 권위 있

는, 권위적인, 허용적인(Permissive) 그리고 거부와 무시(Rejecting-Negl

ecting)로 구성되었다. 먼저 권위 있는 부모는 높은 요구와 반응을 가지

고 있는 스타일로 자녀들을 위한 가이드를 할 때 적극적이나 너무 과하

지 않고 방행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녀에게 가혹한 징

계보다는 지지를 많이 사용한다. 반면 권위적인 부모들은 높은 요구는 

하지만 낮은 책임감을 가지는 스타일로 그들은 복종과 지위에 중요성을 

두며 설명 없이 복종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허용적인 부모들은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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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낮은 요구를 보이는 스타일로 자녀들에게 매우 관대하며 자녀 스

스로 자제하기를 기다리고 대립되는 상황을 회피한다. 한편, 거부와 무시

의 부모들은 요구와 책임감이 낮은 스타일로 이들은 자녀들에게 관여와 

지지를 하지 않으며, 자녀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Darling과 Steinberg(1993)는 양육에 대한 3가지 관점(태도, 행동, 스타

일)의 이론들에 근거를 두고 부모의 양육 신념과 부모의 스타일 그리고 

행동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제안했다. Darling와 Steinberg(1993)는 

부모들의 양육 목적은 자녀의 사회화이며, 부모들의 행동 그리고 태도가 

자녀의 사회화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에 대한 속

성으로 양육수행과 양육스타일을 제안했다. 여기서 양육행동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목적을 표현하여 직접적으로 자녀의 사회화에 영향

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의 사회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의 특정한 기술과 행동 그리고 일반적인 능력을 반전시키는 

다양한 행위를 하게 된다. 이러한 목적은 부모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게 되며,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행동들을 통해서 자녀의 사회화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다.

반면,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혹은 부모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분위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녀

의 사회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부모의 목적이 학업 성취라면 부모는 자녀에게 학업 성

취의 중요성을 대화라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자녀를 이해

시킬 수 있다. 여기서 부모의 양육스타일에 따라 대화의 질이 달라지는

데 Baunrind의 양육스타일 중 권위있는 부모의 경우 열린 의사소통으로 

자녀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득할 것이다. 반면 권위적인 부모는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하기 보단 높은 학업성취를 자녀에게 요구할 것이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스타일에 따라 사회화를 받아들이는 자녀의 마음가짐이 달라

지고 이것은 결국 자녀의 사회화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그들의 가설적 이론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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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Darling & Steinberg(1993)의 양육스타일 모델 

이처럼 Darling & Steinberg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스타일을 구별하고 

행동과 스타일이 자녀의 사회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

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부모들이 특정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부모의 

행위는 같아도 양육스타일에 따라 그 방법과 방향성이 다르다는 점을 제

안하고 있다.

반면, Grolnick(2003)는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과 기존 

양육스타일에 이론적 기반으로 두고 자신만의 이론적 관점을 발전시켰

다. 그가 자기결정이론에 관심을 둔 이유는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정서적 

분위기의 형성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Holt et al, 2009).

자기결정이론은 사회적 맥락이 사람들의 내적인 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으로 환경적 요소들이 인간의 자율성을 지지, 통제하

거나 무동기를 유발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특정한 정서를 형성하고 공

유하는 가족 환경에 관심을 가진 그는 자기결정 이론을 기반으로 아동의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스타일을 관여, 체계 그리고 자율적 지지 등 

세 가지로 개념화 하였다.

자율적 지지(Autonomy support)는 특정한 맥락에서 자녀의 행동 수행

을 위해 강압적인 분위기보다 그들의 감정을 수용한다(Grolnick,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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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t, 2009). 따라서 자율적 지지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풀기 위한 선택을 제공하며 자녀의 선택하는 과정에 관여한다. 이와 같

은 아동의 선택은 부모가 자녀의 특정한 행동을 이끄는데 있어 최소한의 

압력을 주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Holt, 2009; Holt & Knight, 2014).

체계(Structure)적인 양육스타일은 부모들이 자녀의 행동에 있어 명확

하고 체계적인 가이드를 명시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모들은 자

녀의 기대와 자기결정 방법에서 그들이 행동할 수 있게 규칙들을 제공한

다. 사실 이 이론에서 체계적 스타일과 자율적 지지 스타일의 개념에 대

해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Grolnick, 2003). 따라서 그는 자율적 지

지의 방법으로 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체계

적인 부모는 자녀의 선택 범위를 적게 제공하는 반면 자율적 지지의 부

모는 넓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자율적 지지의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대로 두는 자유방임주의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자녀의 선택 범위와 선택

의 존중에 대해 항상 고민한다(Holt & Knight, 2014). 이처럼 자율적 지

지에서 부모가 제공하는 선택의 제한은 체계적 양육스타일의 구조적 틀

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Holt, 2009).

관여(involvement)는 부모가 자녀의 삶에 흥미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양육스타일로 이러한 관여의 양육스타일은 행동적 규칙의 확장을 통해 

개념화되었다(Grolnick, 2003). 이런 양육스타일의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집중과 결정 등에 높은 관여를 보인다. 즉 부모들

은 자녀의 기분에 민감하지 못한 성향을 보이며, 일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다(Holt, & Knight, 2014).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

성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지지를 제공할 때 관여는 일반적으로 긍정적

인 양육법이다. 그러나 부모의 많은 관여는 아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그들의 행위를 조절하게 되어 부모의 관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

다(Grolnick, 2003).

지금까지 부모의 양육에 대한 모델을 학자 별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양육의 유형을 차원적으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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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onds는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차원으로, Schaefer(1959)는 애정-적

의, 자율-통제의 차원, Becker(1964)는 애정-적대, 엄격-허용의 차원,

Maccoby & Martins (1983)는 반응과 요구의 정도에 따라 권위 있는, 권

위적인, 그리고 너그러운, 무관심 스타일로 Baumrind (1991)도 반응과 

요구의 정도에 따라 권위 있는, 권위적인, 허용적인 그리고 거부와 무시

의 스타일로 구분하였다. 또한 Grolnick(2003)는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

라 자율적 지지, 체계, 관여의 스타일로 구분하였다.

학자들의 초기 양육 모델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차원의 근원은 통제,

애정 그리고 관심의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aumrind는 차원으로 부모의 양육에 접근을 하기보다 배열적으로 접근

하여 부모의 통제를 질적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을 

권위 있는, 권위적인, 허용적인 부모의 양육스타일로 개념화하였다. 이후 

Maccoby & Martins에 의해 Baumrind의 양육스타일은 반응과 요구 2가

지 차원으로 통합되어 부모의 양육스타일이 새롭게 개념화 되었으며,

Grolnick(2003)는 양육을 차원적으로 접근했지만 통제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자들과 달리 자기결정이론을 기반으로 자녀의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부모의 양육스타일을 모델화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제

안된 양육 모델들은 접근한 방법과 개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근원적

으로 공통된 부분들이 있으며, 특히 자녀의 양육에 있어 부모의 신념과 

정서 그리고 행동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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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포츠 양육 

가. 스포츠 양육의 개념

스포츠 양육은 ‘스포츠’와 ‘양육’의 합성어로 양육의 관점에서 스포츠 

양육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육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양육은 앞서 양육의 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 사회적 능력발달을 위해 적절한 지지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자녀의 사

회화와 관련된 부모의 신념, 태도, 행동 등을 포함한다.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신념, 태도, 행동은 추상적일 수도 있으며, 혹은 매우 구체적일 

수도 있다. 가령 양육에 대한 부모의 전반적인 신념, 가치관, 태도 등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 학업이나 스포츠 등과 같은 특정한 부분과 관련된 

양육에서는 부모의 가치관, 태도, 행동들도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양육의 관점에서 스포츠 양육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자녀의 사회

화를 위해서 부모가 가지는 스포츠와 관련된 신념, 태도, 행동 등을 의미

한다.

한편,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를 위해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기

도 하지만 이를 통해 부모 역시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화의 관점에서 부모의 스포츠사회화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사회화는 스포츠라는 소사회에서 개인이 스포츠를 통

해 집단구성원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관, 신념, 태도 등을 집단 

내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습득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방법

에 의해 이루어진다(kenyo & Mcpherson, 1974). 이러한 사회화이론에서

는 스포츠사회화에 중요한 중매자로 가족, 친구, 동료 등을 제안하고 있

으며, 부모의 스포츠사회화는 가족 중 자녀의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이

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사회화의 관점에서 스포츠 양육의 의미를 고찰 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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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의 사회화를 위해(양육을 목적으로) 스포츠로 입문하고, 참여

하면서 스포츠 양육과 관련된 그들의 가치, 신념, 행동 등을 습득하는 것

이다. 이처럼 스포츠 양육의 개념을 스포츠사회화와 양육의 관점에서 살

펴본 결과 아동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부모가 가지는 스포츠에 대한 신

념, 태도, 행동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나. 스포츠 양육의 연구동향   

본 연구는 부모의 스포츠 양육의 과정과 의미를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여기서 부모의 스포츠 양육은 아동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부

모가 가지는 스포츠에 대한 신념, 태도, 행동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

포츠 양육과 관련된 부모의 신념, 태도, 행동들을 조사한 연구들과 그 밖

에 스포츠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변인 그리고 부모의 스포츠 양

육 경험을 조사한 연구들을 구분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1) 스포츠 양육

(1) 부모의 신념 

 

부모의 스포츠 양육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이 주목한 것은 부모의 신념

이었다(강윤정, 2005; 김홍설, 조민형, 전용배, 2003; 조정근, 2003; 정재용

은, 2010; 이시혁, 1982; 임경진, 2000; 이지영, 오연주, 2014; Boisa, et al.,

2005; Brustad, 1996; Dowa, Dishman, Loprinzi & Trost, 2009; Eccles &

Harold, 1991; McElroy, 1983; Mulvihill, Rivers, & Aggleton, 2000;

Pfeffer & Pate, 2007; Swanson, 2009; VanDerworp, & Ryan, 2014). 이

들은 스포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신념, 젠더에 대한 신념, 자녀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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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에 대한 기대와 유능감에 대한 신념, 부모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한 신

념이 자녀의 스포츠 참여와 활동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신념에 대해 연구한 연구자들은 대부분 기대가치 모델

(Expectancy- Value Model)을 기반으로 하여 부모의 신념이 자녀의 스

포츠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다. 기대가치 이론은 

부모의 일반적인 신념들(성역할, 고정관념, 목적, 가치 등)은 인구통계학

적인 요소(교육수준, 수입, 자녀의 성별, 등)와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 

환경에 의해 형성되며, 이러한 신념들은 부모의 행동을 결정하거나 행동

에 영향을 미쳐 자녀들의 성취 행동과 관계된 신념, 가치, 목표 수행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근거로 연구자들은 스포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에 따라 

자녀의 스포츠 활동과 참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며, 아동의 

스포츠에 대한 가치와 자신의 능력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신념이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행

동, 피드백)로 나타나며, 아동은 이러한 부모의 지지를 통해 자신의 스포

츠 능력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이는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유능감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 아동의 스포츠 참여 기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부모의 신념이 자녀의 스포츠 참여에 

대한 선택과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가령 Fredricks

와 Eccles(2004)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남자아

이들이 여자아이들 보다 스포츠 참여 기회가 더 많다고 보고하고 있으

며, 여자아이들은 여성적인 스포츠 그리고 남자아이들은 남성적인 스포

츠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

가 스포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녀의 스포

츠 참여 여부와 종목의 선택은 달라질 수 있다.

부모의 신념과 관련된 연구들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는 먼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신념이 자녀들의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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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celroy(1983)는 자녀들의 성과 반대되는 성을 가진 부모와 함께 스포츠 

활동에 참여 하도록 하고, 부모들에게 자녀의 성과 반대되는 스포츠의 

가치와 지지를 제공하게 하였다. 즉 여자아이의 경우 아버지로부터 남성

적 성향의 스포츠 가치와 지지를 그리고 남자아이의 경우 어머니로부터 

여성적 성향의 스포츠 가치와 지지를 제공받게 한 것이다. 그리고 부모

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엄마와 아들의 경우 아들은 여성적인 성

향으로 점차 변화하였지만 아빠와 딸의 경우 딸은 지속적으로 여성적 성

향이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엄마와 아들의 경우 자녀의 심리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아들의 남성적인 성향을 줄어들게 했지만 딸은 자신

의 기술을 발전하는 역할로 아버지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딸의 성향은 변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관념이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서 지지행동으로 나타나며, 부모

의 신념에 따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 성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아이들의 스포츠 성향은 스포츠 선택

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Swanson(2009)의 연구는 미국의 중·상층 어머니들의 가치 그리고 신

념을 축구라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어떻게 자녀에게 전수하는지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

르면 미국 중상층 엄마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헌신적이며 스포츠맨

십과 이성애적인 남성다움을 보여주는 등 좋은 아들에 대한 기준을 가지

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그들의 가치관을 자녀에게 내면화시키기 위해 자

녀를 축구클럽에 참여시킨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의 중상층 사

회에서 축구클럽은 자녀의 스포츠맨십과 이성애적인 남성다움을 체화시

킬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비슷한 수준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으로써 기능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연구는 스포츠가 계

급의 아비투스(Habitus)를 전승 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아비투스

(Habitus)의 전승은 부모들의 양육행태로도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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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Mulvihill, Rivers와 Aggleton(2000)의 연구는 질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

하여 유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이들의 인식

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탐색한 것이다. 연구 결과 아동의 신체적 활동은 

그들의 나이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신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호

하는 신체활동은 아이들의 성에 따라 남자 아이는 팀 스포츠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여자 아이들은 무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는 자녀들의 신체활동에 있어 자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점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신체활동이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의 양육을 쉽게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신체활동은 

아이들을 바쁘게 만들어 움직임 욕구가 높은 아이들의 지루함을 덜어준

다는 것이다. 반면 아이들의 신체활동의 참여는 부모의 일과 스케줄 관

리 등 부모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족의 구조

와 관련하여 아이들의 신체활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소수의 편

부모들은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편

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스포츠 활

동에 참여하기도 힘들며, 자녀들의 스케줄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신체적 활동과 관련하여 아동의 관점과 부모

의 관점 그리고 가족의 구조적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아동의 신체적 활

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지영과 오연주(2014)의 연구는 아버지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신체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아버지들 모두 자녀의 양육에 대

한 참여를 스스로 고민하고 있었으며, 자녀와 함께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정재용(2010)은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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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자기효능감과 양

육에 대한 아버지의 인식 변화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아버지와 함께 

스포츠에 참여한 아동은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신체적 유능감과 사회적 

유능감이 향상되었으며, 아버지에 대한 양육 참여 정도를 긍정적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역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증

가하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아울러 

아버지의 양육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스포츠 활동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 부모의 지지 

스포츠 양육에서 부모의 지지는 자녀의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부모의 

정서, 정보, 물질, 평가, 행동적 지지를 포함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부

모의 지지가 스포츠 활동에서 아동의 동기, 흥미, 수행, 자기효능감과 유

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

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부모의 

신념이 지지로 나타남을 고려하여 부모의 지지와 신념의 영향력을 함께 

보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금명칠, 2011; 유도선, 김병준, 2010; Davison,

Nishi, Kranz, Wyckoff, May, Earle-Richardson, Strogatz, & Jenkins,

2012; Dowda & Dishman & Pfeiffer & Pate, 2007; Hoyle & Leff, 1977;

Jackson, Cumming, Drenowatz, Standage, & Sherar, & Malina, 2013;

Prochaska ,Rodgers, Sallis, 2002; Welk, Wood, & Morss, 2003; Trost,

Sallis, Pate, Freedson, Taylor, & Dowda, 2003).

부모의 지지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지지가 높을수록 스포츠 활

동에 대한 아동의 동기, 자기효능감, 유능감 그리고 참여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의 과도한 참여와 기대감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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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활동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평가는 아동의 자신감 향상에 도움

을 주며 지속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동기적인 작용을 하게 

되지만(Bakes & Weiss, 1999), 부모의 높은 기대감을 인식하고 있는 아

동들은 스포츠 수행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기만족과 낮은 자신감

을 형성하게 되며 스포츠 활동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Fredricks

& Eccles, 2004, Brusted, 1988). 이처럼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부모

의 지지는 자녀의 전반적인 스포츠 활동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라기보다 자녀의 사회화와 관련된 가치와 목적 등을 가지

고 있고, 자녀의 스포츠 활동 관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동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

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유도선과 김병준(2010)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지지행동과 부모의 

운동 참가 행동을 부모의 행동으로 보고 이런 부모의 행동과 자녀의 체

육수업에 대한 내적 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의 지지

행동은 체육 수업에 대한 자녀의 재미와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지지행동은 자녀의 성이나 학년에 따라 차이가 

없었지만, 체육 수업에 대한 자녀의 재미와 유능감은 남자아동이 여자아

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금명칠(2011)은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체육활동에 대한 부모

의 사회적 지지가 자녀의 체육참여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남자 아동이 여자 아동보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부모의 정서와 정보에 대한 지지가 학생들의 체육활동

에 대한 흥미와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yle와 

Leff(1977)도 테니스에 참여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지지와 아동

의 흥미, 자기효능감, 그리고 수행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높은 부모의 

지지를 받는 아동들은 테니스에 큰 흥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의 삶에서 테니스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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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지지를 받는 아이들은 테니스 수행수준이 낮았으며, 흥미나 자기

효능감에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한편 Dowda, Dishman, Pfeiffer와 Pate(2007)는 여자아이의 활발한 신

체활동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체적 활동과 가족의 지지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들이 여자아이의 신체활동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대부분

의 여자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여성적인 성향의 형성과 함께 점차적으로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들의 지지가 여자 아들의 

신체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8, 9, 12세의 여

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족의 지지와 신체적 자기 효능감 등에 대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족의 높은 지지를 받은 여자아이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높은 신체활동 수준을 보였으며, 높은 자기 효능감과 

행동 제어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부모의 지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아동

의 동기, 흥미, 자기효능감과 유능감 등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참여와 수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부모의 태도 및 스타일 

스포츠 양육에서 부모의 태도는 스포츠에 대한 태도,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일반적인 양육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부

모의 태도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

서 사회화과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특정 개인의 

스포츠사회화 과정을 중재하는 매개체는 심리사회적 특성, 사회주관자나 

주요타자, 그리고 사회적 상황 등 세 가지 일반적인 요소가 관여 된다고 

본다. 여기서 주요타자인 부모의 태도, 가치관 및 행동 등이 자녀의 태

도, 가치관 그리고 행동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Kenyoun & Mcpherson, 1974).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사회학습이론에 근거를 두고 부모의 태도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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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스포츠 참여 그리고 흥미, 동기, 유능감 등 심리적인 변인들과의 관

계를 살펴보았다(김경수, 1995; 김정대, 1999; Babkes & Weiss, 1999;

Brustad, 1993).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관한 연구들은 스

포츠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와 행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의 

스포츠 참여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관

한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와 행위는 자녀들의 숙련도, 흥미, 동기를 향상

시키는데 기여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부모

의 양육태도 모델을 이용하여 아동의 체육활동을 살펴본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에 의해 유

형화 되었다. 이들이 모델화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자율, 통제, 애정, 적의의 정도에 따른 구분으로 볼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이론적 근거를 둔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

녀의 스포츠 참여도 및 관심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권민형, 1994; 김소

정, 2007).

이 밖에도 부모의 양육스타일에 따른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연구

도 이루어졌다(Holt, Tamminen, Black, Mandigo, & Fox, 2009; Kimiecik

& Horn, 2012). 부모의 양육스타일 연구는 양육태도와 같이 부모의 양육

을 스타일로 유형화하여 아동의 스포츠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를 살펴본 것으로,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양육과 부모의 태도 그리고 부모의 스타일에 

관한 연구들 중 주요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경수(1995)의 연구는 학부모들의 스포츠에 대한 태도 및 선호도가 

자녀의 스포츠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

다. 연구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포츠 참여도가 높았으며,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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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위, 수입 정도, 교육 수준, 가정의 화목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포츠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태

도와 인지 및 선호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스포츠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

다. 연구자는 먼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포츠 참여가 높은 이유를 성

별에 대한 부모의 고정관념에 의해 어려서부터 남자 아이들이 신체적 활

동에 긍정적인 강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사회적 상태에 따른 자녀의 스포츠 참여에 대해서는 부모의 사회적 수준

이 높을수록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상대적 기회가 많이 제공되기 때

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부모의 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선호도는 

스포츠에 대한 자녀의 관심을 유발하게 하고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지지

함으로써 자녀의 스포츠 참여를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정대(1999)의 연구에서도 스포츠에 대한 부모의 태도유형(부모의 행

동적 태도, 정의적 태도, 인지적 태도)과 아동의 스포츠 참여에 대해 분

석한 결과 부모의 스포츠에 대한 태도가 아동의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스포츠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사회화의 주관자인 학부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소정(2007)의 연구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체육활

동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자율통제 요인은 

자녀의 체육수업 참여도와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성취적인 양

육태도가 체육수업의 필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이 연구는 자녀의 스포츠 참여에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자녀가 스포

츠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스포츠 참여

를 위해서 양육자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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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Tamminen, Black, Mandigo와 Fox(2009)는 Grolnick(2003)의 양육스타

일 모델을 적용하여 부모의 양육스타일과 자녀의 스포츠 활동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Grolnick(2003)의 양육스타일 모델은 자율적지지, 체계적, 관

여적 스타일로 구분되며, 연구에서는 통제적인 성향을 지닌 다른 스타일

의 부모보다 자율적 지지의 부모가 자녀의 스포츠 동기와 자기결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율적지지 스타일의 부모

들도 행위에서는 통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통제적인 행

위는 특정한 상황에서 자녀의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즉, 자율적 스타일의 부모들도 자녀의 행동 교정을 위해 

자신들의 스타일에 반하는 통제적인 행위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행동들이 부모의 양육스타일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4) 부모의 모델링(Modeling)

스포츠 양육에서 부모의 모델링은 아동이 부모의 스포츠 활동과 스포

츠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부모의 모델링

도 사회학습이론 중 스포츠사회화와 관련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학

습이론은 개인이 다른 이들을 관찰하고 모델링을 통해 행동과 행동의 원

칙을 배우며, 개인과 사회 사이의 소통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고 수정한

다는 것으로, 스포츠 활동과 관련해서 부모는 아동의 모델이 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이런 부모의 모델링에 관심을 가진 스포츠분야의 연구자들

은 부모의 스포츠 활동과 자녀의 스포츠 참여 그리고 활동수준 등에 대

해 조사하였다(김현주, 2011; 주우선, 1997; Edwaedson &Gorel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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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dorfer, & Lewko, 1978; Shropshire, & Carroll, 1997; Yang,

Telama, & Laakso, 1996). 이러한 연구들 중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현주(2011)는 부모의 생활체육 참여가 초등학생의 스포츠 활동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생활체육 참가 정

도가 자녀의 스포츠 참여 정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아버지의 생활체육 참가 기간이 길수록 자녀의 스포츠 활동 참가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반면, 부모의 스포츠 활동과 자

녀의 신체활동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본  Greendorfer와 Lewko(1978)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스포츠 활동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영향을 미쳤

으나 어머니의 경우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진술되고 있다. 또한 

Shropshire와 Carroll(1997)도 부모의 스포츠 활동과 자녀의 스포츠 활동 

관계에서 아버지만이 자녀의 신체적, 스포츠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하고 있다.

Yang, Telama와 Laakso(1996)는 아이들의 스포츠 참여와 그 이후에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참여자들은 

9~15세의 남녀 아이들로 1980년 심장판막염과 관련하여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3년에 한번씩 12년 동안 스포츠 활동과 다

른 요인들에 대해 대답하였다. 연구 결과 아버지의 스포츠 활동은 자녀

들의 스포츠 활동 습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적인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수동적인 아버지를 둔 아이들보다 스포츠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며, 활동적인 엄마를 둔 여자아이의 경우 높은 스포츠 참

여가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편부모를 둔 아이들도 수동적인 부모를 둔 

아이들보다는 스포츠 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부

모의 자녀들이 비활동적인 아버지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어 스포츠 활동

에 더 긍정적이라는 점과 어머니가 아버지의 결점을 보상하려고 노력했

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모의 모델링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부모가 자녀의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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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활동에 롤 모델이 된다는 것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다. 하지

만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자녀의 스포츠 참여와 활동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2) 스포츠 양육과 부모의 사회적 상태 

스포츠 양육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

을 가진 것은 부모의 사회적 상태(사회, 문화, 경제 자본)이다. 부모의 사

회적 상태는 부모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자본을 의미하며, 이런 부모

의 사회적 상태는 아동의 스포츠 참여 기회의 범위와 환경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권윤정, 김경숙, 2002; 김혜림, 1991; 맹이섭, 황미

경, 2010; 한선아, 2003; 홍은경, 1996; Eyer, Duncan, Birch & Cox, 2014;

Chad, Spink, Anderson, Bruner, Giolami & Gryba, 2006; Cottrell,

Zaterzalo, Bonasso, Lattin, Shawley, Murphy, Lilly & Neal, 2015;

Davison, Nishi, Kranz, Wyckoff, May, Earle-Richardso, Strogatz &

Jenkins, 2012; Leel, 2014; Mota & Silva, 1999; Shropshire & Carroll,

1997; Yang, Telama & Laakso, 1996; Swanson, 2009).

부모의 사회적 상태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연구는 부르디외의 

아비투스(Habitus) 이론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이론은 사회적 구조가 

유지되는 것은 개인의 행위가 규칙적이고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며, 이런 

행위의 실천들은 개인이 속한 조직에서 습관처럼 일어난다고 본다. 다시 

말해 한 계급내의 사람들은 생각, 동기, 인지, 행동 양식들을 공유하고 

집합무의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아비투스인 것이다(Boudieu,

1979). 이러한 아비투스는 계급적 차이를 사회에 드러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가령, 높은 사회적 지위의 아버지를 둔 아이들이 낮은 사회적 지위

의 아버지를 둔 아이들보다 더 많이 스포츠에 참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Laakso & Telama, 1981; Macintosh, 1982; Yang, Telama, & Laak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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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또한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의 아동들과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아동들의 스포츠 참여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아동들이 스포츠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Swanson(2009)의 연구에서도 중·상층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들을 

전수하기 위해 어머니들이 자녀를 축구클럽에 참여시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처럼 부모의 사회적 배경은 스포츠 양육의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사회적 배경과 스포츠 양육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Eyre(2014)는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의 아동들과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

의 아동들의 스포츠 참여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아동들이 스포츠 활동에 더 많이 참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아동들이 스포츠 센터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반면 경제수준이 낮은 지역에는 아동

들이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 제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경

제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 대부분이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 할애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경제적

으로 넉넉하지 않은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노

력, 시간을 할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런 지역의 

주변 환경이 위험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동들을 밖에 내보내는 것을 자

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는 유소년들의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낮은 지역의 스포츠 제반시설을 건설하는 등 빈곤층들에 대

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점을 주고 있으며, 부모의 경제자본이 

자녀의 스포츠 활동 참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밖에도 부모의 사회적 상태에 따른 아동의 여가 활동에 대한 한선

아(200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적 상태에 따라 참여하는 여가의 종

류가 달랐으며, 참여 유형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와 관련

된 여가 활동에서 부모의 경제수준이 높은 아이들은 골프, 스키 등 고가

의 비용이 드는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부모의 경제 수준이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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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적은 비용이 드는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 참여 유형도 달랐는데 부모의 경제 수준

이 높은 아이들은 소규모 과외 형태의 교습을 받는 반면 부모의 경제 수

준이 낮은 아이들은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여 교습을 받고 있었다. 한편,

Coakley(1987)의 연구에서는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와 편부모 가정의 아

이들이 스포츠 활동에 관여할 기회가 적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Yang(1996)의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Yang(1996)은 편부모가정일 경우 이런 결점을 보상하려고 편부모가 더 

많이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Leel(2014)은 경제력과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의 양육방식과 자녀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연구에서 가난과 교육수준이 낮은 부모들은 많은 스

트레스와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며, 이것은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부모들은 건강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우

며 건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해도 그 제안을 성공적으로 따르는 일은 환

경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자녀의 스포츠 활동 참여에 대해 조사한 Davison(2012)의 연구에서도 부

모의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포츠 참여의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사회적 자본을 가진 부모는 주변인들에게 스포츠 프

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는 주변인들의 삶의 스

타일을 모델링함으로써 자녀에게 스포츠 참여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자본, 문화자본 그리고 경제자본이 어떻

게 자녀의 스포츠 참여기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

다. 아울러 부모의 사회적 상태에 따라 자녀가 스포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접근성과 정보의 접근성 그리고 비용 등이 결정되며 이는 다시 

자녀의 스포츠 참여 기회와 선택 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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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의 스포츠 양육 경험   

유소년 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부모의 경험 연구는 부모의 희생과 역사

회화(Coakley, 2006; Dorsch, 2009; Dukes & Coakley, 2002)에 대해 언급

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자녀의 유소년 스포츠클럽 활동을 위해 부모들

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과 자녀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해 변화하는 부

모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녀의 스포츠 활동과 부모의 희생에 대한 조사한 Dukes(2002)의 연구

는 자녀의 수영 활동으로 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희생에 대해 조사하였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가정들은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

는 중·상층 계급으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수영이 자녀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의 수영 활동에 많은 희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의 수영 활동과 관련된 부모들의 희생은 

전반적인 가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는 이러한 결과를 부르디외(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으로 설

명하고 있다. 즉, 부모가 어떠한 스타일의 삶을 선택하는가는 그들이 소

속된 계급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따라서 자녀의 수영 활동에 대한 

부모들의 신념체계 그리고 삶의 스타일은 사회적 계급과 관련되어 있다

고 본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희생은 문화적 그리고 구조적 영향들에 의

해 동반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화의 구조적인 영향에 의해 

부모는 자녀들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지지하지만, 부모의 과도한 희

생과 관여는 오히려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자녀의 스포츠 경험에 대

한 질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한편, Coakley(2006)의 연구는 사회적 맥락에서 아버지의 유소년 스포

츠 참여를 살펴본 연구이다. 그는 현대사회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근무형태 변화 등의 환경적 변화로 인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매

우 중요해 졌으나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자녀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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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 대한 정보나 가이드를 전수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혼

란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아버지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

동의 참여를 통해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아버지들이 스포츠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익숙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이 연구에서 Coakley는 유소년 스포츠는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육 참여자로서의 아버지 역

할을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제안하고 있다.

또한, Dorsch(2009)는 아동의 스포츠 활동을 통한 부모의 역사회화를 

질적 연구로 조사하였다. 그에 따르면 부모가 인지하는 역사회화의 경험

을 크게 행동의 변화, 인식의 변화, 정서의 변화 그리고 관계의 변화 등 

4가지로 범주와 하였다. 먼저 ‘부모의 행동변화’로는 자녀의 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코치로의 변화, 부모 스스로의 스포츠 활동참여 증가, 자녀의 

스케줄 관리 등 참여의 변화와 시간적인 계획의 적응, 가족의 희생, 경제

적 투자, 시간의 유동성, 이벤트와 시합 참여의 증가 등 부모의 희생이 

따르는 ‘지지행동의 변화’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인식의 변화’로는 스포

츠에서 자녀의 지식과 능력에 대한 깨달음, 자신의 스포츠 지식과 능력

에 대한 깨달음, 스포츠에 대한 흥미증가, 관람 행동에 대한 배움 등과 

같이 ‘새로움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정서 변화로는 

게임 결과에 대한 불안, 자녀의 수행에 대한 쑥스러움, 스포츠 즐김, 자

녀를 통한 대리적 삶, 자녀에 대한 자부심 등 ‘감정적인 연결’과 실망에 

대한 대처, 감정의 적응 등의 ‘감정적 조절’ 그리고 자녀와 가족에 대한 

화냄, 자신의 능력 부족과 조절을 못함에 대한 죄책감 등의 ‘감정적 경

험’으로 ‘정서적 반응의 변화’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의 변화’에서는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조언과 피드백 등과 같

은 ‘커뮤니케이션 변화’와 자녀의 친구들을 아는 기회, 자녀의 스포츠 활

동의 도움을 얻기 위해 동료 친구들에게 의존하는 관계 등의 ‘부모와 자

녀와의 관계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손실, 다른 스포츠 가족들

을 아는 기회, 동료들과의 사회적 네트워크, 스포츠 동료들의 지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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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동료들과의 관계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의 역사회화에서 잠재적 중재로서 자녀의 나이, 부모의 스포츠 경험 그

리고 부모와 자녀의 젠더와 자녀의 성향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러한 연구는 스포츠에서 부모의 역사회화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

고 있으며, 자녀의 스포츠 활동이 그들의 사회화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

사회화를 유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스포츠 양육에 대한 연구의 시사점 

지금까지 스포츠 양육과 관련된 연구들의 동향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하나는 스포츠 양육으로 부모의 신념, 지지, 태도, 모델링이

며, 두번째는 스포츠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사회적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의 스포츠 양육 경험이다.

먼저 스포츠 양육에서 많이 이루어진 연구주제로 연구자들은 아동의 

스포츠 참여 및 활동과 관련된 부모의 신념과 지지 그리고 태도와 모델

링에 주목하고 있다. 즉, 이들은 부모의 신념과 지지가 스포츠에 대한 자

녀의 인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유능감, 효능감, 성취성향 등에 긍

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유소년 시기에는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로 자아를 구성하는 이러한 요소들의 중요성을 강

조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 양육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사회적 상태는 사회학에서 

많이 이루어진 연구주제들로 자녀의 스포츠 참여기회와 제공은 부모의 

사회적 상태(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

안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선택은 그 부모가 소속된 특정한 계층적 가치

와 규범에 영향을 받으며 더 나아가 그 사회의 문화, 가치, 이데올로기에

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스포츠 경험에 대해 조사한 연구들은 사회구조적 

관점과 개인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다. 즉, 자녀의 스포츠 클럽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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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모의 희생은 구조적으로 강요되고 있으며, 부모의 과도한 희생과 

관여는 오히려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

한, 자녀의 스포츠 활동 관여를 통한 부모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스포츠 활동 참여가 부모의 역사회화를 유발하고 있음을 제시하

고 있다.

이처럼 스포츠 양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유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에 있

어 부모의 다양한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있어 어떠한 희생과 경험들을 하

는지 부모들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스포츠 

사회학 연구자들은 부모를 아동의 주요타자로써 논의하고 있으며, 구조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아동과 부모의 상호작용을 배제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의 주체자인 부모의 관점에서 스포츠 양육 과

정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여 스포츠 양육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학부모들에게 스포츠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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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가. 연구의 패러다임 및 논리

패러다임은 ‘행동을 이끄는 기본적인 신념의 묶음’으로 연구자가 대상

을 바라보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Guba, 1990). 이런 패러다임은 철

학적 가정들, 인식론, 존재론 등으로 연구자의 신념 구조에 따라 다양하

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화하였다(Creswell, 2010).

Creswell(2007)은 다양한 패러다임을 후기실증주의, 사회구성주의, 옹

호/참여주의, 실용주의로 구분하였으며, 그가 제시한 패러다임들의 신념

구조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근거를 두

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구성주의는 사람들이 살고 활동하는 세

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으로 특정 사물이나 대상을 향한 의미,

경험의 주관적 의미들은 사회적 그리고 역사에 따라 다양하고 변화한다

는 관점을 가진다(Creswell, 2010). 본 연구 또한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려는 것으로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있어 부모가 경험

하는 주관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사회적 맥락에서 유소년 스포

츠클럽의 가치와 의미를 탐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사회구성주의 관점에

서 본 연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사회구성주의적 신념을 토대로 한 질적 연구 방법들 중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례연구는 특정 현

상을 현실적인 맥락 속에서 조사하는 경험적 탐구로 다양한 자료를 수집

하며, 시간과 공간으로 제한된 체계 혹은 사례를 탐색하는 것이다(Yin,

2009; Creswell, 2010). 즉, 사례연구는 하나의 사례 혹은 주제를 심층적

으로 검토, 분석, 해석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사례와 연관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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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경제적 등과 같은 상황적 맥락들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총체적

인 이해를 돕는 방법이다(Stake, 1995; 조기희, 2015). 따라서 부모의 양

육 수단으로써 유소년스포츠 클럽에 대한 맥락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사실 사례연구방법들은 양적연구 방법과 같이 명확한 체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들 마다 연구주제와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 방

법적 틀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take의 본질적, 도구적, 집

합적 사례연구 방법 중 집합적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할 예정이다.

Stake(1995)의 집합적 사례연구 방법은 하나의 주제나 사건을 예증하기 

위해 다중사례를 선택하는 것으로 다수의 사례를 통해 일치점과 차이점

을 확인하고 자연주의적 일반화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Stake(1995)의 

집합적 사례연구 방법에 따라 하나의 경계를 가진 주제로는 유소년 스포

츠클럽을 선정하였고 유소년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부모들(다

중 사례들)의 총체적인 이해를 통해 부모의 양육방식으로써의 스포츠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다양한 사례와 정보원들을 통해 풍성

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사례에 대한 기술과 함께 다

중의 사례들에 걸쳐있는 주제를 분석하는 사례 간 분석을 하여 도출된 

주제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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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절차 및 단계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에서 스포츠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사

회적 맥락에서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의미를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5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총 5개월간 진행되었으며,

Stake의 집합적 사례연구 방법에 따라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를 선별하는 과정이다. 연구 참여자는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로 총 18명을 섭외하였다.

2단계는 자료수집의 단계로 선별된 학부모들의 심층 면담과 함께 개방형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관찰하고 일지를 작성

하였으며, 현지에서 사용되는 문서 등을 수집하여 풍부한 분석 자료를 

확보하였다. 3단계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로 기술, 분석, 해석의 

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방법은 귀납적 범주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

였다. 4단계는 결론을 도출하는 단계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토대로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림 5. 연구 절차 및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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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참여자

가. 연구자로서의 나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본 연구는 연구자인 내가 연구 도구

이기에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은 연구 과정 전반에 걸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즉, 연구 전 과정에서 연구자

인 ‘나’를 통해 세상을 인식, 분석, 해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선지식

은 연구자가 연구에 착수하기 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라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의 방향성을 잡아주는 역

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나의 주관

으로 인해 연구가 독단적인 혹은 편향적이게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있

다. 따라서 연구 수행에 앞서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자인 ‘나’

의 관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나’를 자녀로서의 나 

, 지도자로서의 나 그리고 학문적 성향으로서 나로 규정하고 각각의 나

를 반성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반성은 연구 수행과정에서도 지속

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연구자 자신의 선입견에 대한 판단 중지를 견

지하고자 하였다.

1) 자녀로서의 ‘나’

그 무엇에도 별관심이 없었던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방과 후 수업에 무

용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을 따라 몸을 움직이면서 

뭔가 자유롭고 즐거운 기분은 들었던 것 같다. 그 이후로도 난 그 느낌

을 잊지 못해 부모님에게 무용을 배우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경

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탓에 부모님은 나를 단념시키셨다. 그렇게 나

는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무언가를 가정형편으로 인해 못하게 되면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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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상해 했던 것 같다.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면서 나는 점점 나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

었다. 그러던 어느 날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던 한 친구가 요즘 발레

를 배우고 있다며 교단에 나와 어설프게 발레동작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미루어 왔던 무용을 시작해야 

갰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부모님의 허락을 구할 용기가 나지 않아 

무턱대고 그 친구와 무용학원에 찾아갔고 무용선생님이 부모님을 설득해

주신 덕분에 무용을 시작할 수 있었다.

중학교 때부터 대학생이 될 때 까지 무용은 나의 전부였다. 물론 그 

당시는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나의 목표였고 그 목표는 

나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훌륭한 무용수가 되기

를 간절히 원했다. 무용수라는 나의 꿈은 이루진 못했으나 현재까지도 

무용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며 다양한 무용을 즐기고 있다.

이처럼 나는 어릴 때부터 무용을 하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의 지지를 

받지 못해 스스로 무용학원을 찾아서 무용을 시작한 경우이다. 그 때 당

시만 해도 무용은 대중적이지 않았으며, 예⦁체능보다 학업을 중시하는 

풍토가 있었기 때문에 무용을 처음 시작할 때는 부모님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무용을 시작한 후에도 나의 부모님은 자녀들의 학업에 있어 다른 부모

들처럼 많은 관여를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스스로 잘 할 거라고 믿

어 주었고 이런 부모님의 양육스타일로 인해 나는 더 적극적으로 즐기면

서 무용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무용도 그리고 스포츠도 대중화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업을 중시하는 풍토가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

지만 스포츠 참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담론이 우리사회 전반에 형성

되어 있다. 아울러, 학업뿐만 아니라 자녀의 스포츠 클럽참여에 있어 학

부모의 관여와 지지는 나의 부모님 때 보다 더 높은 수준일 것이다. 따

라서 이러한 상황적 맥락과 다양한 학부모들 참여 수준을 고려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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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자로서 ‘나’

발레를 전공한 나는 대학교에 입학하고부터 무용학원에서 아르바이트

를 하였다. 무용학원에서의 나의 일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취미발레를 가

르치는 일이었으며, 때로는 학부모들과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학부모와

의 상담은 자녀를 계속 발레학원에 보내야 하는지 혹은 그만 두어야 하

는지에 관한 것이었으며,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부모들은 자녀가 발

레를 전공으로 선택해도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강사인 나는 객관적으로 자녀의 상태를 설명하고 발레를 전공으로 했

을 경우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상담해 주었다. 그러나 선택의 결정권

은 아동보다 부모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즉, 대부분 

자녀가 발레를 전공으로 하고 싶다고 해도 부모가 학업에 우선순위를 두

면 그 아이는 발레수업을 더 이상 듣지 못했다. 반면, 자녀가 원치 않는

다 해도 부모가 원할 경우 부모에 의해 계속 발레수업을 받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나는 학부모들과의 상담에 있어 좀 더 신경

을 쓰게 되었고 최대한 학부모들과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학부님으로부터 그룹레슨 제안을 받게 되었다. 현재 

참여하는 발레 수업보다 좀 더 체계적인 발레 수업을 받게 해주고 싶다

는 이유였다. 수업을 하면서 나는 이 그룹의 학부모들이 서로 친분이 깊

으며 아이들도 서로 같은 학교에 다니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들은 수업 전후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었으며 강사인 나에게도 

예의를 다했다. 그렇게 수개월이 지난 후 그룹레슨을 하는 아이들 중 한

명이 아버지의 해외발령으로 인해 더 이상 레슨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때 마침 일반인 반의 학부모 한분이 자신의 자녀를 그룹레슨에 참여

시키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나는 이 소식을 그룹레슨에 참여하는 학부

모들에게 전달하였고 그들은 서로 친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나는 학부모들이 자신들과 다른 환경에 있는 아이와 자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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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이가 함께 어울리는 것을 꺼려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자 학부모들의 반

응에 거부감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이들이 왜 이런 신념과 가치관이 형성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거절된 학부모는 어떠한 생각을 가

지고 있으며, 만약 내가 부모가 된다면 나는 자녀를 위해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등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문과 고민들은 교수자의 

위치에 설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것 같다.

이처럼 무용학원에서 학부모들과의 상호작용은 나로 하여금 부모의 양

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였고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밑거름이 되었

을지 모른다. 하지만 무용학원에서 경험한 학부모들의 구별짓기, 지나친 

관여, 의견의 관철 등과 같은 태도들은 부모로써 지양되어야 한다는 신

념을 형성하게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시

점에서 이러한 나의 가치관은 학부모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거나 혹

은 편향된 분석과 해석을 이끄는 등 연구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편견 없이 학부모들의 관

점에서 왜 이러한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하였는지 탐구하였으며, 지속적

인 반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해석하려고 노력

하였다.

         

3) 학문적 성향으로서 ‘나’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앞 둔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의 진로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를 

가지게 되었다. 무용을 좋아하지만 무용을 계속하게 되면 정해진 길이 

보였고 내 인생을 그렇게 정해진 길로 가게 두고 싶지 않았다. 무용계에

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나를 채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무엇인가

에 도전하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우연히 무용동작치료라는 과목

을 수강하게 되었는데 그 수업은 미술치료와 같이 동작을 통해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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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다루는 것이었다. 수업은 실기 위주로 우리는 매 시간 큰 원으로 

앉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 내 안에

서부터 올라오는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움직임 이

후에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는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경험

으로 인해 나는 인간의 심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신체와 인간의 심

리에 대해 공부하리라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막연하기만 했던 내 인생의 목표가 조금은 또렷해지는 

것 같았다.

스포츠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신체적 활동과 관련된 인간의 정서와 지각

에 대해 알아가는 건 매우 매력적인 일이었다. 박사과정 중에는 좀 더 

다양한 수업을 수강하면서 인간의 인식과 행동은 사회구조와 밀접한 관

계가 있다는 점과 이런 인간의 인식과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선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사회와 인간의 관련성에 대한 나의 궁금증은 스포츠사회학으로 전과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현재는 사회학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구축하고 있

다.

이상과 같이 나는 심리학과 사회학의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연구진행 과정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을 사회구조적으로 먼저 바라보고 이와 연결하여 인식과 정서를 함

께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학문적 배경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의 토대가 되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현상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함으로써 해석의 오류를 범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입장이 되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에 대한 나의 이론적인 지식은 현장에서 온전히 학부모의 입장을 이해하

고 이들의 역동성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점들을 유의하면서 연구를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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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참여자의 선정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질적 연구 방법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목적적 표

집법(purposeful sampling)중 사례인 기준(criterion) 표본 추출을 실시하

였다(Miles & Huberman, 1994). 사례인 기준 표본 추출은 연구의 목적

에 따라 몇 개의 선정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의거하여 의도적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에 연구자는 다양한 유소년 스포츠

클럽 활동 중에서 축구, 수영, 발레 활동에 꾸준히 자녀를 참여시킨 학부

모들로 기준을 세우고, 연구에 동의한 학부모 18명(아버지: 8명, 어머니:

10)을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종목선택 기준은 아이들의 성별을 고려

하였으며, 유소년 스포츠클럽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유소년들 사이에서 

대중화되어 있던 종목들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모집을 위해 먼저 스포츠클럽들 중 체계적인 운영과 프로

그램을 갖추고 있는 스포츠클럽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선별하였다.

특히, 선별작업 중 전문적인 시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참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스포츠클럽을 찾으려 노력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8개의 스포츠클럽들이 선별되었다.

이후 지인을 통하여 선별된 스포츠클럽에서 활동 중인 강사들에게 연락

을 하고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연구 동의를 구하였다. 그 

중 수원에 위치한 P스포츠클럽과 용인에 위치한 J스포츠센터 그리고 도

곡동에 위치한 J필라테스 센터가 연구에 협조하게 되었다.

P스포츠클럽은 수원 일대에 여러 지점을 가지고 있는 규모가 큰 스포

츠클럽으로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또

한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참관할 수 있는 공간과 

카페를 확보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용인에 위치한 J스포츠클럽은 수영프

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클럽이다. 이 스포츠클럽 역시 학부모들

이 자녀의 수영하는 모습을 참관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스포츠센터에서 카페를 운영하여 학부모들이 카페에 모여서 아이들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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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J필라테스 센터는 발

레뿐만 아니라 필라테스 등의 프로그램들을 소수정원으로 하여 맞춤식 

수업을 제공하는 필라테스 센터이다. J필라테스 센터는 유소년들만을 대

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특성을 충분

히 반영하고 있는 발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이 센터를 선정하였다.

그림 6. 연구 참여자 섭외 과정 

각각의 스포츠클럽 강사들을 통하여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들을 소개 받았다. 소개받은 학부모들에게 연구에 대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

다고 의사를 밝힌 학부모들(축구에서 8명, 수영에서 7명, 발레에서 3명)

을 대상으로 IRB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정된 연

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배경 정보는 다음 <표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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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연봉 종목/기간 거주지역

참여자1 남 45 대학원 연구원 1억 축구/4년 용인

참여자2 여 40 대학 주부 1억 축구/4년 용인

참여자3 남 42 대학 엔지니어 7천 축구/5년 수원

참여자4 여 42 대학 주부 7천 축구/ 5년 수원

참여자5 남 43 대학 자영업 7천 축구/2년 용인

참여자6 여 49 대학 주부 7천 축구/2년 용인

참여자7 남 43 대학원 엔지니어 2억 축구/2년 용인

참여자8 남 40 대졸 IT관지사 6천 축구/2년 용인

참여자9 여 39 대학원 회사원 6천 수영/ 2년 용인

참여자10 여 42 대학 주부 1억 수영/4년 죽전

참여자11 여 40 대학 주부 1억 수영/5년 용인

참여자12 여 47 대졸 연구원 7천 수영/ 4년 용인

Q/참여자13 남 48 대졸 회사원 9천 수영/ 4년 용인

참여자14 남 43 대학원 회사원 7천 수영/ 5년 용인

Q/참여자15 남 45 대학원 미술학원 6천 수영/2년 용인

참여자16 여 36 대졸 주부 1억 발레/1년 도곡

참여자17 여 36 대졸 주부 1억9천 발레/1년 도곡

참여자18 여 41 대졸 변리사 1억 발레/1년 개포동

표 11. 연구 참여자

Q= Questionnaire(개방형설문지)



- 77 -

 자료 수집

연구 문제 면담 관찰 설문 문서

1. 스포츠 양육의 시작과 과정은 

어떠한가?
◯ ◯ ◯ ◯

2. 부모는 스포츠 양육과정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 ◯ ◯

3. 스포츠 양육 과정과 경험을 통한 이론적 함의

는 무엇인가?
◯ ◯

3. 자료 수집 

연구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심층면담, 비참여관찰, 그리고 문서, 연구자

의 연구일지, 모바일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심층면담 

및 자료 수집은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 문제별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자료 수집 및 활용

가. 심층면담 및 설문지

본 연구에서 심층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인식과 

경험의 이해를 얻기 위한 연구 방법이다. 따라서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경험의 이해를 얻기 위해 먼저 연구 문제에 따른 

면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이 질문지는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기 전 

예비 면담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다.

면담은 사전에 작성된 면담 가이드를 바탕으로 진행하되 면담자의 반

응에 따라 적절하게 질문을 이어나가는 반구조적 질문 방식으로 하였고,

면담시간은 평균적으로 40~60분가량이었다. 연구 참여자와 일차적인 심

층명담을 진행한 후, 면담과정 혹은 관찰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점은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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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범주 내용

스포츠 

양육의 

시작과 

과정은 

어떠한가

부모의 

신념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양육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스포츠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를 스포츠

클럽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모의 

특성

▪부모의 성향은 어떠하며, 이러한 성향이 양육에 반영이 된다

고 생각하시나요?

▪평소 어떠한 스포츠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동기 

및 계기

▪스포츠클럽의 참여 동기 및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이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보내게 되었나요?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시킬 때 고려한 점이 있다면 무엇 

이었나요?

지지 및 

지원

▪자녀의 스포츠클럽 활동에 부모는 어떠한 지원을 하나요? 

(행동적, 정서적, 물질적지지)

▪자녀의 대회가 있을 때 부모는 어떠한 지지를 하나요?

▪초기 지도자 및 학부모들과의 관계는 어떠했으며, 지금은 어

떠한가요?

▪커뮤니티 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부모는 

부모의 

커뮤니

티 활동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부모들 혹은 지도자와의 갈등은 없었나요?

적 일지에 기록해 두었다가 2차면담 과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

집하였다. 면담 내용은 부모의 스포츠 양육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과 관

련된 질문들과 부모들의 스포츠 양육의 경험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구

성하였다. 면담 내용은 음성 녹음을 활용하여 저장한 후, 한글 프로그램

으로 전사하여 연구 참여자 별로 분류 정리하였다. 또한 인터뷰에 참여

하기 힘든 부모들을 대상으로 개방형설문을 실시하였다. 개방형 설문지

내용은 메일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설문 내용은 인터뷰 내용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세부적인 면담 가이드의 내용은 <표 13>과 

같다.

표 13. 심층면담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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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양육과정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자녀와

의 관계

▪스포츠클럽 활동으로 인해 자녀와 갈등이 있었나요?

▪스포츠클럽 참여 전과 이후 관계에 변화가 있나요?

▪자녀의 클럽을 참여하면서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부모의 

역사회

화 

▪자녀의 스포츠 클럽활동을 통해 변화된 점이 있다면 무엇인

가요?(행동, 인식, 정서, 관계 변화 등)

▪자녀의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자녀가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나. 비참여 관찰 

관찰은 질적연구에서 사용되는 전통적인 연구방법으로 참여관찰과 비

참여 관찰로 구분된다. 이러한 관찰 기법 중 본 연구에서는 비참여관찰

을 사용하였다. 비참여관찰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여하지 않고 

그 사건을 관찰 기록하는 것으로 실제 현장에서 부모들의 지지와 관여,

커뮤니티 활동 등을 관찰하여 그들의 양육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기 위함

이다. 관찰은 유소년 스포츠클럽 수업중과 수업 전후로 이루어졌다. 수업 

중 관찰은 자녀들의 스포츠 활동을 참관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커뮤니티 활동 등을 관찰하였으며, 수업 전후에는 부모들이 자녀의 스포

츠클럽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지와 관여를 하는지 혹은 자녀와의 상

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관찰하였다.

수업관찰은 수원에 위치한 축구클럽과 용인에 위치한 수영클럽 그리고 

도곡에 위치한 발레센터에서 주기적으로 5회 실시하였고, 관찰 중에는 

관찰 노트를 작성하여 관찰한 것들을 기술하고 의문점과 특이한 사항을 

기록해 두었다. 관찰 후에는 해당 부모들에게 그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

인 질문을 하였다. 수업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질문들은 다음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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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범주 내용 

양육시작
계기 

목적

▪스포츠클럽 참여 여부가 요일과 관련이 있나요?

▪종목에 대한 흥미와 클럽 참여가 관련이 있나요?

양육과정

지지 

및 

지원 

▪아버지와 어머니의 수업참여 시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자녀의 수업참여 시 종목별로 다른 점이 있나요?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의 경우 참여에 힘든 점은 없나요?

양육 경험

관계

▪클럽의 모임과 다른 모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버지들의 클럽 참여가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희생

▪오빠의 스포츠클럽에 동생이 따라오는데 혹시 불평을 하지는 

않나요?

▪주말에 가족끼리 가고 싶은 곳이 있다든지 쉬고 싶은 날은 없

으신가요?

정서

▪대회가 있을 때 혹시 본인의 자녀가 참여하지 않아서 느끼는 

소외감 같은 것이 있나요?

▪클럽의 다른 학부모들과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요?

표 14. 관찰 후 질문 목록

다. 현지 문서와 시각 자료

본 연구에서는 풍성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지문서와 시청각 자료

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현지문서와 시청각 자료는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문서자료들로 유소년 스포츠클럽의 광고물과 이들이 운영하는 홈페

이지의 자료, 게시물 등이다. 또한 유소년 스포츠클럽 활동과 관련된 부

모들의 카페나 모바일 메신저 등을 조사하여 그들이 올려놓은 글과 사진 

그리고 동영상 등을 자료로 수집하였으며, 사전에 이러한 자료 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면담과 관찰에서 발견된 주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원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연구자가 면담과 관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질의를 유도하는 

부분에도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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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자 일지

연구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 일지를 작성하였다. 연구자 일

지는 참여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면서 연구자가 느낀 점과 궁금한 

점들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또한, 연구자가 스포

츠클럽 활동을 관찰하면서 관찰 내용 및 의문점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였

다. 이러한 연구자 일지는 연구문제 1번인 부모의 스포츠 양육과정과 더

불어 연구문제 2번 부모의 경험의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의도를 두고 작

성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과 관찰 그리고 문서 등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들은 ‘기술’, ‘분류’, ‘해석’의 단계

(Wolcott, 1994)를 거쳐 이루어졌다. 특히 자료 분석에서는 Stake의 분석 

방법에 따라 각각의 사례 내에서 의미를 추출하고 이들을 요약하여 중심

의미를 구성한 뒤 다시 사례들 간의 중심 의미들 중 일치점과 차이점을 

구분하고 이를 통해 범주화 하였다.

가. 자료의 기술 단계

자료의 기술 단계에서는 먼저 심층면담과 문서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

를 한글 프로그램으로 전사 한 후, 자료 별로 날짜, 회차, 대상별로 분류

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문서들 중 모바일 메신저나 인터넷 자료들은 이

미지로 자료화하여 저장하였다. 또한 면담 자료를 전사하면서 의미있는  

단어나 문장을 표시해 두거나 제기되었던 의문점을 기록하고, 직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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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상 종목 날짜 회차

심층면담 I

부모
참여

자 n

축구 F

yymmdd n

관찰 O

설문지 Q
수영 S

반성일지 J

현지문서 D 발레 B

로 떠오르는 생각 혹은 주제어를 메모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들의 

명확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부호화하여 체계적으

로 관리하였다.

표 15. 자료의 부호화 

Note. I= Interview, O= Observation, Q= Questionnaire, J= Journal,

D= Document, F= football, S= Swimming, B= Ballet.

나. 자료의 분석 단계

자료의 분석 단계에서는 Stake(1995)가 제안한 4단계의 자료 분석 단

계를 거쳤다. 먼저 1단계는 범주적 결집으로 전사되어 수집된 자료를 전

체적으로 탐색하면서 연구주제와 관련된 이슈를 자료에서 연역적으로 추

출, 의미있는 자료를 결집하였다. 2단계의 직접적 해석은 하나의 사례에

서 의미를 추출하는 것으로 자료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핵심적인 개념들

을 메모하였다. 3단계는 패턴매칭으로 도출한 두 개 이상의 범주들 사이

에서 일치점을 찾아 공통적인 결집을 하였다. 이때 자료들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초기 분석과 중요하게 표시한 핵심 부분들 그리고 유의미한 내용

을 포괄할 수 있는 코드(code)를 생성하였다. 이후 4단계는 자연주의적 

일반화로 사례로부터의 교훈 혹은 의미를 도출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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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의 해석 단계

해석은 분석한 자료에서 발견된 의미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자가 

그 의미에 대해 묘사하는 과정이다. “삶의 세계는 사회적 행위자들에 의

해 해석된 세계이다” 라는 Schutz(1967)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해석

은 연구결과의 신뢰와 타당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해석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의미는 연구자의 경험과 동일한 구조가 아

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행위와 경험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는데 있어 사

회적, 문화적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와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Altheide & Johnson, 2011).

두번째로는 해석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이론과 관점 등이 반영될 수 밖

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론들은 자료 분석의 과정에서 발견된 의미들

과 가치들을 이해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이런 

이론들 또한 가치와 관점들을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맥락적 그리고 부

분적인 설명만이 가능하며 그 현상 혹은 의미를 설명하는데 완전하지 않

다. 즉, 다른 이론과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Altheide

& Johnson, 1994). 이에 Mexwell(2008)은 “모든 질적 연구는 존재론을 

반영하는 동시에 인식론적, 구성주의 그리고 상대성 이론과 관련되어 있

다.”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한가지의 관점과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기 

보다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의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

다. 마지막으로 설명과 개념 그리고 이론적 틀에서 발견된 의미를 공유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Huberman과 Miles(1994)는 해석의 과정에서 명확하

지 않는 부분은 배제하며 발견된 의미들을 다시 검토하고, 그 발견에 대

안적 설명이 가능한지 혹은 반증의 자료가 있는지 검토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정보원과 전문가들에게 발견된 의미를 확인하여 진실성을 검

토 받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해석의 과정에서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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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고려하여 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5. 연구의 타당성

연구의 타당성은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된 것으로 연구자는 연구 진

행과정 동안이나 연구가 끝난 후에도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reswell과 Miller(2000)가 제시한 8가지 

타당성 전략에서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4가지 

전략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가. 다각적 자료 수집을 통한 검증  

질적연구 방법에서 여러 출처의 자료들의 수집은 확실한 연구의 증거

가 되며,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이런 수집된 자

료들은 연구문제의 해답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아울러 주제와 

관점을 설명하는데 그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

여자의 심층 면담, 현장관찰과 문서, 온라인 게시물, 메신저 글 등의 다

양한 자료들과 이론을 수집하였다.

나. 연구자 주관성 인식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접근하고 해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자의 과거 경험, 편견, 선입관 그리고 지향 등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는 독자들로 하여금 연구자의 위치, 연구자의 편견이나 선입관을 이해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연구자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

짐으로써 연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자 주관성을 인식하고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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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나이 성별 직위 학력

서○○ 40 남 강사  박사

문○○ 38 남 중등 체육교사 박사과정

이○○ 32 여 초등 체육교사 박사과정

적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다. 연구 참여자의 재확인

참여자 확인은 연구의 결과와 해석에 대한 참여자의 견해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 방법은 참여자들과 함께 자료를 구분, 분석, 해석, 결

론을 내림으로써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 그들 스스로 진실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Stake(1995)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조사될 사례로서 행동하

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할 만큼 연

구 참여자들은 연구의 관찰과 해석에 대해 대안적인 해답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관찰, 해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와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검토하려고 노력하였다.

라. 동료지지집단 구성 

동료검토 혹은 협의는 인터뷰 내용과 문서자료 간에 불일치나 자료들

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연구의 진행에 어려움이 나타

났을 때 전문가들에게 견해를 요청하는 것이다. 소집된 전문가집단은 연

구의 방법, 의미, 해석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는 동시에 연구 문

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

검을 통해 연구의 질을 높이고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표 16. 전문가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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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규정 내용

1. 참여자 권리
연구 참여자는 사전 동의를 구하고 연구 참여자가 연구를 중단하기 

원하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음을 알림

2. 자료 보관

연구 참여자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

정보는 모두 무기명으로 처리할 것이며, 수집된 문서 자료는 연구자 

개인 컴퓨터에 보관 및 관리할 것임

3.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최종 연구 종료

일까지지 보관하며 연구 종료와 동시에 완전히 폐기할 것임 

6. 연구의 윤리적 검증

본 연구는 실질적인 연구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확인하고 미리 방지하기 위해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의를 의뢰하였다. IRB의 심의를 받기 위한 서류들은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심사 의뢰 제출 서류, 연구 계획 요약문, 심층 면

담 질문지, 심의용 연구 계획서, 동의서, 연구 책임자 경력서, 연구 윤리 

교육 프로그램 이수증, 연구결과 정리 양식, 연구 참여자 모집 자료, 지도 

교수 서약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연구과정에서 윤리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기입하고, 이를 지킬 

것을 약속하였다. 기입한 윤리적 사항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7. 연구 윤리적 사항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생명 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 

참여자인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문서 

일체를  2015년 7월 17일 심의에 상정하였고, 2015년 8월 17일에 심의결

과에 대한 최종 승인을 확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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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논의

1. 스포츠 양육의 시작과 과정

본 연구는 유소년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스포츠 양육 과정

과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겪는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에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클럽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고 이를 지속하는

지 그 과정을 탐색하였다. 탐색과정에서는 스포츠 양육의 순차적인 단계

를 고려하여 주제를 범주화 하였다. 이렇게 탐색된 주제들은 스포츠클럽

에 참여하게 된 동기 그리고 스포츠클럽에 참여 조건과 참여과정으로 구

분되었다.

가. 스포츠클럽 참여 동기 

1) 스포츠클럽 참여의 외적 동기 

학부모들이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시키게 된 계기는 지역의 커뮤니

티 형성과 학교문화에 의해서였다. 가령, 축구클럽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으로 친분관계가 형성되고 자녀들의 놀이공

간을 위해 축구팀을 만들게 되었다고 진술 하고 있었다.

“학교친구가 아니라 어릴 때고 해서 다섯 살 될 때 처음 동네 애들끼리 모여서 축구

팀을 만든 거예요. 그때는 집에서 뛰어다니느니 밖에서 기운도 빼고 뛰고 놀아라 라는 의

도를 가지고 하게 된 거죠.”(참여자 2)   

  “처음에는 동네였어요. 동네에서 같이 놀다가 우리 뭐 같이 할 게 없나 해서(중략) 

근데 저희 큰 아들 같은 경우에 그때 5살 6살 때쯤에는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거

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다가 여기를 오게 되었죠.”(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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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들은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나이에 남자아이를 둔 부모들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처

음 축구클럽 팀을 형성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부

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스포츠클럽에 참여하게 되

었다고 진술 하였다.

 “축구는 아이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그룹을 지어서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반에 

열 명이 남자고 여자친구가 20명이고 근데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한명도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친구가 다 같이 시작을 했어요.”(참여자 12)

  “같은 반 친구랑 어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발레수업을 주도 하시던 분

이 자리가 두 명 정도 남는데 같이 할 사람을 단체 SNS에 올려서 저도 관심이 있어서 

멤버로 들어가게 된 거에요.”(참여자 16)

  “저희 1학년 때 다 같은 반이에요. 같은 반이어서 축구도 같이 하고 수영도 같이하

는 거예요. 제가 대표 엄마였어요.”(참여자 10)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같은 반 아이들끼리 팀을 형성하여 다양한 클럽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다. 또한 같은 반에서도 남자아이

를 둔 부모들과 여자아이를 둔 부모들은 각각 반장 어머니들을 선출하고 

반장 어머니를 중심으로 다른 클럽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학부모

들 사이에서는 남자아이들은 축구와 수영,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발레나 

수영 등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종목으로 여기고 있었다.

 “입학을 하게 되면 같은 반 엄마들끼리 SNS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남자면 남자 

엄마들끼리 축구를 같이 하니까 따로 SNS가 만들어지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따로 얘

기하는 방이 있는데 거기서 그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만 따로 방이 만들

죠.”(참여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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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를 들어가면 남자아이들은 축구, 여자아이들은 발레나 또 다른 걸 시킨다고 하

더라고요.”(참여자 14)

 “근데 발차기 같은 거 하면 근육도 좀 생기고 물에 빠질 염려도 있으니까 기본 적

으로 수영은 하면 좋고 발레는 여자아이니까 몸 관리차원에서.”(참여자 16)

이렇듯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학부모라는 

위치에 놓이게 되고 학부모가 되는 첫 걸음을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것

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즉, 학교에서 형성되는 스포츠클럽활동은 이제 막 

학부모가 된 부모들에게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인식을 심어주

고 있었다. 이는 아이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학교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기 때문이었다. 즉, 학부모들은 자녀

들이 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무엇 보다 같은 반 친구

들과의 관계형성이 중요하고 아이들의 관계형성을 위해서 이러한 스포츠

클럽활동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학부모

들도 학교에 대한 정보나 같은 반 친구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스포츠클럽에 참여함으로써 자연

스럽게 학부모들과 교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엄마들도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학교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입장들도 아니고.”(참여자 12)

  “발레는 같은 반 친구랑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는 게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아요.”(참여자 17)

따라서 학교를 입학하기 전 이미 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 있던 학부모

들은 학교에서 형성된 스포츠클럽에도 참여를 하게 됨으로써 스포츠클럽 

활동만 2-3개를 함께 병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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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들어가면 남자애들끼리 딱 묶어서 이렇게 맡기는 게 유행이 되어가지고요. 그

래서 반애들끼리 축구팀을 또 하고 있어요.”(참여자 2).

“대부분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그쪽에서 또 하는 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는 

축구 클럽을 두 개 하고 있어요.”(참여자 4)

한편, 지역 커뮤니티와 학교문화에 의한 부모의 스포츠클럽 참여는 초

기 팀을 형성하는데 있어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첫번째의 경우 부

모들끼리 먼저 친분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친분관계에 의해 팀을 형성하

였다면, 두번째 경우는 부모들의 친분관계를 떠나 학교에서 같은 반이라

는 이유로 팀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학년이 올

라가고 학부모들끼리 서로 친분이 쌓이면서 부모들 사이의 친분관계가 

팀 형성과 이동에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부모나 아

이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팀에 소속된 부모

들의 권유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의 스포

츠클럽활동에 있어 부모들의 커뮤니티 활동은 팀을 형성하는 과정에 중

요한 원리가 된다고 제안한 강윤정(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었다.

이는 집단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모들 간의 친목 관계가 중요

하며, 집단의 팀워크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그 팀은 유치원 때 만든 팀이라 아무래도 학교에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사람들

이랑 더 만나는 기회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워낙 축구를 잘하고 그러니까 들어

오라는 제의가 있어 이리로 옮기게 된 거 같아요.”(참여자 5)

  

“아는 지인 분이 수영클럽에 자리가 생겨서 아이를 모집하려고 한다. 그래서 뭐 1학년 때

부터 아는 사람들이고 해서 그럼 보내자 이렇게 되었죠.”(참여자 11)

이처럼 부모들이 자녀를 스포츠클럽에 참여시키게 된 계기는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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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커뮤니티 형성과 학교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스포츠클럽 문화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지역커뮤니티의 형성과, 학교문화는 외적인 동기로서 

부모가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계기는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될 수 가 없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은 스포츠가 성장하는 자녀에

게 긍정적인 활동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자녀가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스포츠클럽에 참여시킨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부모들이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킨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인

지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2) 스포츠 참여의 내적동기  

부모들이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 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성 

함양, 신체 및 정신 건강, 놀이, 다양한 경험제공, 공부의 기반 그리고 삶

에 질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들을 ‘자녀의 발달’과 ‘미

래에 대한 투자’ 로 범주화 하였다.

(1) 자녀의 발달 

① 사회성 함양  

부모들이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자녀에게 또래 친

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성을 기르기 위함이었다. 초등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자녀가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

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아이들은 바쁜 스케줄로 인

해 서로 만날 기회조차 없으며, 기회가 있어도 아이들끼리 밖에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를 스포츠클럽

에 참여시킴으로써 또래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친구들과 교류를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만났는데 요즘에는 놀이터에 나가도 애들이 없어요. 엄

마들이 모여서 아이들을 학원이나 이런 클럽에 보내면서 그들끼리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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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관계를 제공해주는 그런 방향도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18)  

  “어릴 때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

지만 평일에는 아이들의 스케줄로 인하여 모일 시간이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끼리 밖에 다

니는 것 또한 위험하기 때문에 클럽에 아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설문지 응답자 13) 

이처럼 부모들은 이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녀의 사회성이 함양되기

를 기대하고 있었다. 즉, 스포츠 활동은 아이들이 신체를 사용하는 것이

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유발되어 유대감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 등 아이들끼리 교감이 이루어진다고 여기고 있었

다. 특히 팀으로 하는 스포츠 활동은 같은 팀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동

시에 같은 팀원들을 배려해야하는 등 사회성을 함양하는데 효과가 크다

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외동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가 또래 아이

들과 교류하는 방식을 배우고 또래 아이들에게 배제되지 않도록 팀 스포

츠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단체스포츠가 좋은 게 사회성을 많이 길러주니까 그리고 같이 몸을 부딪치다 보면 

서로 간에 유대감이 형성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잖아요. 굳이 대화를 해서 친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운동을 하면서 서로 감정들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

을 해요.”(참여자 3)

  “아무래도 아이들끼리 같이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없어지는데 축구는 같이 어울려서 

하니까 협동심도 길러주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 수업이라 팀웍 이런 것도 길러주

고.”(참여자 6)

  “외동아들에 혼자 자라고... 너무 자기주장 못하고 이러니까 좀 어우러지는 게 필요

했던 시기인거 같아요.”(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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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어머니는 자녀가 학교에서 축구 시합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이런 일이 있은 후 반 친구들 사이에서 거의 영웅이 되었으며 스포츠를 

잘하면 또래 집단에서 인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즉, 스포츠를 잘하면 

보다 쉽게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애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애가 된 계기는 반대항 축구를 했는데, 우리 애가 

골을 넣어서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 아이들이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이렇게 되어서 반 아이들 사이에서 영웅이 된 거예요. 1학년 때는 운동을 잘 하는 게 친

구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처음에 서로 잘 모르니까.”(참여자 2)

  “수영을 잘하면 애들 사이에서도 상중하로 나누어요. 상반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애들 사이에서 운동을 잘하면 남자고 여자고 인기가 좀 있고, 자기도 아

무래도 자신감도 있고 못하는 것 보다야 멋있게 잘하면 아무래도 좋죠.”(참여자 17)

  “저희 때는 농구가 대세라서 남자들 사이에서 농구를 주로 했는데 이제는 축구가 대세

인 것 같아요. 남자들 사회에서 축구를 잘하면 아이들끼리 잘 어울릴 수 있고 그냥 하는 

것보다 잘해야 좋은 거거든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계속 축구는 시키는 거죠.”(참여

자 8) 

이와 같이 부모들은 자녀의 바쁜 스케줄과 위험한 환경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자 스포츠클럽에 자녀들을 참여시켜 

교류할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또한 팀 스포츠는 팀원들과 상호작용

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부모들은 스포츠 참여를 통해 자녀의 사

회성이 함양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

동을 단순히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형성의 ‘장’으로 보는 것을 넘어 또래 

집단에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지름길’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유소

년 시기에 신체적인 능력이 아이들과의 관계형성에 유리한 위치를 점유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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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체 및 심리적 능력 향상 

부모들이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

의 부모들은 요즘 아이들이 몸을 움직일 기회가 많이 없다고 하면서 자

녀의 신체적인 성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킨

다고 하였다. 특히 여자아이를 둔 부모들은 아이의 몸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자녀를 발레에 참여시키고 있었으며, 남자아이를 둔 부모들은 체

격을 키우기 위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수영은 체력이 더 좋아졌으면 해서 하는 거예요. 지구력이라든지 체격도 좀 좋아졌으

면 좋겠고 그래서 시켰는데(...).”(참여자 3)    

  “아이 체격이 좀 외소하다 보니까 체격이나 체력이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으로(...)”

(참여자 4)

  “신체활동은 꼭 필요하죠. 더군다나 발레는 몸매가 예뻐지잖아요. 자세도 달라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안짱다리로 걸어요. 발레는 바깥으로 걷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리 발

레를 시켰어요.”(참여자 16) 

  “발레도 시키고 그냥 체력 증진으로... 그리고 저희 아이도 약간 구부정한 게 있어서 

그것도 교정하고, 발레 하러 가면 조금이라도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되니까 그런 면에서 

시키고 있는 거죠.”(참여자 17)

부모들은 자녀의 신체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외형적으로 좋은 체격 혹

은 좋은 체형을 만들기 위해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와 관련된 외형적인 부분은 신체적 문제가 아닌 사회

성과 심리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었다. 즉, 이 시기의 또래아이들

과 관계형성에 있어서 외형은 중요한 부분이며, 아이들 스스로 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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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체상을 형성하게 하는 심리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약간 통통한 자녀를 둔 어머님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자녀가 

신체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변화가 있었다며 만족해하고 있었다.

  “사실 우리아이가 살짝 몸집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애들이랑 같이 수영하는 것을 좀 

꺼려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눈에 확 보이진 않지만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중략) 이런 활동을 통해 몸도 조금 더 단단해 지고 아이가 그런 거는 조금 

좋은 거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용감하게.”(참여자 9)

  “그 중에서도 발레 같은 경우는 여자아이의 몸 관리에 신경이 쓰이니까 아무래도 외

모적으로도 괜찮아야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발레는 꼭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거죠.”(참여자 18)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의 신체적인 건강 더불어 긍정적인 사회화와 자

아형성을 위해 스포츠 활동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신체와 정신이 조화를 이룬 성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

며,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녀들의 심리적인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

라 기대하고 있었다.

“남자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어야 하거든.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혈기

왕성할 때라 그런 걸 잘못된 방식으로 풀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미리 운동에 취미를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참여자 8) 

“신체적으로 힘든 것을 체험하는 게 정신력을 키우는 것에도 도움을 주고 또 몸을 움

직이면서 스트레스나 기분전환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신체의 발달과 정신의 발

달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할 수 

있으면 시키고 싶어요.”(참여자 18)

“ 스포츠 활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 질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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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13)

한편, 부모들은 스포츠 활동의 ‘장’을 하나의 작은 사회로 보고 자녀

가 그 안에서 또래아이들과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러한 과제

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감, 노력, 그리고 끈기 등과 같은 심리

적인 부분이 발달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나 작은 사회잖아요. 작은 사회에서 자기가 자리를 잡고 이겨내고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라고 생각하죠. 처음에는 우리아이가 축구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같이 하는 아

이들이 잘하니까 그 사이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참여자 7).

  “제가 봤을 때는 학교생활도 보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축구에 대한 그런 자신감 같

은 것이 생기니까 나는 잘 할 수 있어... 공부도 잘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4)

이처럼 스포츠 활동은 단순히 건강 혹은 성장과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

라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형성과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이에 부모들은 자녀의 신체와 정신의 균형적인 발달을 위

해 스포츠 활동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③ 건전한 놀이 ‘창구’

부모들이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기는 이유는 자녀에게 건전한 놀이

를 제공하는데 있었다. 요즘 아이들은 바쁜 스케줄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가 쉽지 않으며, 안전상의 문제로 마땅히 뛰어 놀 장소가 없어 집에

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는 정적인 놀이를 접하고 있었다. 이에 부

모들은 일주일에 한 두 번이라도 이러한 스포츠클럽 활동에 자녀를 참여시

킴으로써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놀이를 제공해 주는데 의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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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었다.

“시간이 남으면 집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혹은 TV를 본다든지 이런 것 보다는 그냥 나가

서 친구들과 뛰어 놀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참여자 4)

“이게 운동이면서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뛰어노는 거잖아요. 이런 시간 아니면 사실은 뛰

어 놀 시간도 별로 없고.”(참여자 3)

“우리 어릴 때는 밖에서 노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즘 환경이 위험하고 그러니까 집에 있

는 경우가 많잖아요.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뛰는 것도 못하고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참여자 18)

이처럼 사회 환경적인(바쁜 스케줄, 위험성, 장소) 이유로 아이들은 만

나서 함께 할 건전한 ‘놀거리’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

러한 환경 속에서 스포츠 활동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건전한 놀이가 될 

수 있는 ’창구’로 인식되고 있었다.

유소년 스포츠 활동 참여 동기와 관련하여 부모들이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기대하고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은 꾸

준히 보고되고 있다(강윤정, 2005, 조정근, 2003; 이동건, 2015, 유형삼,

2007). 즉, 유소년 시기는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자아발달과 사회성 

등이 형성되고 발달됨으로 부모들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스포츠 

활동에 자녀를 참여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스

포츠 활동이 자녀의 올바른 성장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모에게 어떤 맥

락에서 기인된 것인가를 재고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소년 

시기의 아이들은 발달 특성상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성 함

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 형성은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고 자아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아

이들은 함께 어울려 할 수 있는 그룹 활동의 기회를 많이 제공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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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스포츠 활동은 유소년들의 사회성 함양에 적합한 그룹 활동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녀의 ‘신체적인 능력’은 또래 아이들 집단에서 인정

받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변상수, 남상우, 오병돈, 2015; Gorely, Holroyd, & Kirk,

2003)도 아이들의 관계 형성에서 신체적 능력을 중요한 요소로 언급하고 

있으며, 그 이유를 ‘자본’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자본’은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요소의 의미를 가지는데 스포츠라는 장에서 

신체적인 능력은 아이들의 관계와 차별을 생산하는 ‘신체적인 자본

(Physical Capital)’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스포츠 활

동을 제공하여 또래 집단에서 차별 혹은 배제되지 않도록 하며, 신체적 

자본을 획득하여 또래 관계형성에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려 한다고 이해

할 수 있다.

(2) 미래에 대한 투자

① 다양한 경험 제공

부모들은 유소년 시기의 자녀들이 학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체능과 

같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보기를 바라고 있었다. 즉, 부모들에게 스포

츠클럽 활동은 자녀가 경험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 인식

되고 있었다. 이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의 가능성과 

능력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 한다는 것과 둘째, 자녀의 능력과 성향을 확

인하려는 것이었다.

  “모든 운동을 다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수영도 스키도 할 수 있는 운동은 

다했으면 좋겠다 싶어서.”(참여자 10)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스포츠도 그런 것 중

에 하나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설문지 응답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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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시키다가 이 애가 잘하는 것을 

밀어줄 생각이에요.”(참여자 7)  

  “아이가 어려서 아직 이 아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한번 시켜봐야 해요. 그래야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죠.”(참여자 11) 

이 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잘 할 수 있고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자녀의 능력과 성향을 파악하는 일은 필수적인 것으

로 부모들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자녀의 성향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 활동은 부모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었다. 이는 스포츠가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활동으로 아이들의 성향

이 여실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어머님은 아이의 스포츠 활동

을 보면서 평소 아이에게 볼 수 없었던 아이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진짜 본능적인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성

적인 것을 조절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어려서부터 그런 신체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저 아이가 어떤 성향이구나를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요.”(참여자 12)

 “성향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스포츠를 해보면 성향이 딱 보여

요. 정확하게 판달 할 수 있어요.”(참여자 8)

이와 같이 부모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다

양한 스포츠 경험을 통해 자녀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함이었으며, 아울러 

자녀가 어떠한 재능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또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자녀의 재능 및 성향에 대한 파악은 미래 자녀

의 진료를 선택해야 할 때 밑거름이 될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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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부의 기반

부모들이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학업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해서 학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때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즉, 어릴 때부터 스포츠 활

동을 통해 자녀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것이 장차 학업 성과를 올리는 토

대가 된다는 것이다.

“공부를 하려면 체력도 뒷받침해주어야 하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참여자 3)

“요즘 아이들은 몸도 튼튼해야지 지구력도 생기고 공부도 잘 할 수 있으니까 발레라던가 

이런 활동이 미래 아이의 직업을 위해서가 아니고 기초체력을 향상시키는 베이스적인 접

근으로 생각하고 있어요.”(참여자 18).

또한 몇몇 부모들은 스포츠 활동이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인지적

인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 스포츠 활동을 시키면 학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었다.

  “저는 운동하고 공부하고 땔 수가 없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 공부머리가 더 

트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참여자 10) 

  “운동을 하면 두뇌 발달에도 좋고... 공부를 하나 더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이런 운

동을 통해서 신체뿐 만 아니라 정신적 인지능력 이런 것에도 좋다는 걸 알게 되었죠.”

(참여자 3) 

한편, 미국으로 이주할 예정인 한 학부모는 자녀가 대학에 지원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지금부터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킨다

고 하였다. 미국의 대학입시제도는 한국의 입시제도와 다르게 학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재능이 중요한 선별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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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이가 재능을 보이는 스포츠 활동을 잘 하게끔 자녀를 스포츠 활동

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외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음악이나 스포츠에서 뛰어난 업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부는 어차피 그 정도 지원하는 애들은 다 비슷하고 변별력이 없거든요. 뭐 1점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성적으로 순서를 매기는 게 아니거든요.”(참여자 7)

이와 같이 부모들이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학업을 위

한 체력 및 인지력 향상에 있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래 자녀의 진로

의 폭을 넓히기 위함과 무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에게 스포

츠 활동의 의미는 아이의 학업과 관련된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었다.

③ 삶의 질 

부모들이 자녀를 스포츠클럽에 참여시키는 다양한 이유 중 또 다른 이

유는 스포츠 활동의 참여로 인해 자녀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 질 것이라

는 점이었다. 부모들은 스포츠 활동이 현재 자녀의 건강과 사회성 향상 

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

을 줄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아이들이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건

전한 취미생활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스포츠 활동

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다양한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즐기는 애들이 나중에 커서 더 잘 된다고 봐요. 인간

관계도 그렇고 뭐 연봉 일천만원 이천만원 차이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참여자 3)

  “평생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은 해요.”(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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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에도 좋고 아이가 취미활동으로 운동 하나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참여자 

11) 

특히, 수영은 아이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하는 스포츠로 부모들에게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수영능력이 자녀의 목숨과 직결되며, 살면서 불편

한 점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령 수영을 못하는 

한 어머님은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면서 자녀

가 본인과 같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수영을 못하면 되게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수영을 배웠는데 지

금은 거의 잊어버려서 수영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랑 물놀이가서도 그렇고 수영을 

못하니 좀 불편하더라고요. 물놀이 할 때도 그렇고 혹시라도 물에 빠지면 물에 뜰 줄을 알

아야하니까.”(참여자 17)

  “어쨌든 살면서 물가에 갈 일이 있고 수영을 배우면 무섭지 않고 깊이 들어가도 목숨

과 연결되기도 하고 이렇게 수영을 배워 놓으니까 어디 놀러가서 2미터 3미터에 들어가도 

겁을 안내요. 수영은 진짜 참 잘 가르쳤다 그런 생각을 하죠.”(참여자 10)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의 스포츠 활동이 현재 자녀의 건강과 사회성 

그리고 건전한 놀이가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자

녀를 스포츠클럽에 참여시키는 부모들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 아이들의 

삶 전반에 긍정인 영향을 줄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는 부모들의 이러한 인식

과 신념은 신자유주의적인 그리고 중⦁상류층에서 공유되는 사고방식으

로 이해 될 수 있다(변상수, 남상우, 오병돈, 2015; 한선아, 2003; 홍은경,

1996; Coakley, 2006, Stirrup, Duncombe, & Sandford, 2015). 즉, 신자유

주의적 관점이 사회 전반에 형성되면서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과 성장은 



- 103 -

일반화 세부내용 내용(인터뷰)

외적 

동기

부모
커뮤

니티

- 처음에는 동네였어요. 동네에서 같이 놀다가 우리 같이할

게 없나해서(...)

학교
학교

문화 

- 축구는 친구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그룹을 지어서 하거든

요. 

미래의 

투자

경험 

제공

- 여러 가지 경험도 좀 하고 사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를 주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데 스포츠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공부 

기반

- 공부를 하려면 체력도 뒷받침해주어야 하고 전 그렇게 생

각을 해요.

-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해야지 공부머리가 더 트인다고 생

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체력도 공부에 영향(...)

삶의 

질

-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애들이 나중에 커서 더 잘 된다

고 봐요. 인간관계도 그렇고(...) 삶의 질이 좀 달라질거라

고 보고요 

온전히 자신들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자녀의 발달과 사회화를 위

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며 사교육의 하나인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

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의 성장과 사회화를 위해 부모들이 자

녀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사교육중 스포츠 활동을 선택하는 것은 특정한 

계층에서 형성된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스포츠클럽도 사교육 중

의 하나로 부모의 사회적 상태(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에 따라 자

녀의 스포츠참여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한국

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해 자녀의 학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스포츠는 부모들에게 학업적인 사교육 이외의 추가적인 교

육활동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이 되며, 스포츠클럽 활동이 

자녀의 성장과 미래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인식하는 부모들만이 자녀

를 스포츠클럽에 참여시킨다고 볼 수 있다.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모

들이 공유하는 자녀의 사회화와 문화생활의 영유라는 인식은 중⦁상류 

계층에서 보이는 신념이라고 간주 할 수 있는 것이다.

표 18. 스포츠 활동 참여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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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동기

- 건강에도 좋고 취미활동으로 운동 하나는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녀의 

발달

사회

성

- 단체스포츠가 좋은 게 사회성을  많이 길러 주니까... 

- 수영을 하면 애들 사이에서도 상중하로 나누어요. 상반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애들 사이에서 

운동을 잘하면 남자고 여자고 인기가(...) 

신체 

및 

정신 

건강

- 이런 신체활동은 꼭 필요하죠. 더군다나 발레는 몸매가 예

뻐지고 자세도 달라지잖아요. 

- 우리아이가 살짝 몸집이 있으니까(...)이런 활동을 통해 몸

도 조금 더 단단해 지고 (...)아이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좀 

용감하게

놀이

- 시간 남으면 집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혹은 TV를 본다든

지 이런 것 보다는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 놀고 싶어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 운동이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뛰어 노는 거잖아요.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커뮤니티 혹은 학교 내부에 존재하고 있

는 클럽 문화에 의해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를 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는 '미래에 대한 투

자'와 '자녀의 발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스포츠클럽 참여 동기를 살펴본 연구결과들(변상수, 남상우, 오병

돈, 2015; 우형삼과 김경범, 2009, 강윤정, 2005, 이동진, 2015)과 부분적

으로 일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기존의 유소년 스포츠 

프로그램들의 참여 동기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스포츠클럽’이 가

지고 있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유소년 스

포츠프로그램들 중 부모들이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하게 하는 특정한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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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클럽” 참여 동기  

부모들은 다양한 이유로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그

리고 이러한 이유들은 궁극적으로 자녀의 사회화라는 목적과 맞닿아 있

었다. 사실, 부모들이 자녀의 사회화를 위해 스포츠를 선택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이다. 즉, 이전부터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 방과 

후 수업, 문화센터, 그리고 학원 등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

램에 참여시켜왔다. 그렇다면, 다양한 스포츠 참여 형태 중 부모들은 왜 

스포츠클럽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전문적인 교육 

대부분의 부모들이 스포츠클럽을 선택한 이유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자녀를 스포츠클럽에 참여시켰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은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수업이나 센터 혹은 학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은 선생님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선생님이 전문적

인 교육능력이 있어도 많은 인원이 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

과가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스포츠클럽은 부모들이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수인원으

로 수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잡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아울러 부모들과 지도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여 

부모들이 바라는 것들을 수업에 반영하기 수월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

었다.

  “학교에서 하는 축구교실은 다 같이 하는 수업이라 축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들어

온 애들도 있고 선생님도 축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기 보다는 뛰어 놀라는 개념인 것 같아

요. 그래서 한 애가 골을 넣으면 다음에는 다른 애가 골을 넣게 한다든가 이렇게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게 수업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재미가 없다고 반 아이들이 경

기 규칙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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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하더라도 강사분이 오는 건데 이거는 책임감이 다르죠. 그리고 클럽은 지도자

의 수준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참여자 8)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소그룹의 지도가 필요하지 대그룹의 지도는 교육적인 효과는 없

는 것 같아요.”(참여자 18)

  “우리 아이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향성이 생길때 선생님에게 

그런 쪽으로 좀 더 해달라고 한다면 학원 보다는 좀 더 유동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해

주는 것 같아요.”(참여자 18)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가 스포츠를 전공으로 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부모들이 자녀에게 보다 전문적인 수업을 제공하는 것

은 아이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다.

특히, 남자아이를 둔 부모들은 남자아이라면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있

어야 하며, 즐길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체

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클럽에 참여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몇몇 

부모들은 또래아이들 보다 본인의 자녀가 스포츠에 소질을 보임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바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마음속으로는  선수가 될 건 아니지만 이왕 하는 거 잘하면 좋지 좀 전문적으로 해

보자는...”(참여자 1) 

“운동이 남자들 관계형성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운동을 할 때 뒤처지지 않게 

지금부터 운동을 시키는거죠. 어느 정도 잘해야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목표는 그거에요. 

친구들이 같이 하자 해서 친구들과 운동을 재미있게 할 수 있게.”(참여자 8) 

  

“또래 애들 보다 조금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재대로 배워 봤으면 좋겠다.”(참여

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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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스포츠클럽을 선택하는 이유는 기존 스포츠프로그램의 운영 

방식과 교육적 효과에 대한 불만족과 더불어 자녀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즉,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수

준에 적합한 맞춤식 교육을 원하고 있었고 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있었다.

이처럼 부모들이 자녀에게 전문적 지도를 제공하려는 것은 자녀의 사

회화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또래 아이들 집단

에서 신체적 능력은 아이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자본’으로 중요한 기

능을 한다(변상수, 남상우, 오병돈, 2015; Gorely, Holroyd, & Kirk,

2003). 이에 부모들은 다른 아이들 보다 본인의 자녀가 신체적인 능력이 

발달되도록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스포츠클럽을 선호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2) 부모들의 안심

부모들이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스포츠클

럽의 수업은 기존의 스포츠프로그램과 다르게 부모들이 스스로 팀을 형

성하여 원하는 지도자에게 수업을 의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클럽의 운영 방식으로 부모들은 자녀가 누구와 함께 스포츠 활동

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안심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었다.

“코치님 이야기는 엄마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했으면 좋겠다.”

(참여자 6) 

  “모르는 분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한명이 동네에서 친한 분들 중에서 서로 좋

아하고 나름 선별을 해서 왔기 때문에”(참여자 2)

  “내 아이가 저 아이와 친하게 지내고 좋은 교우관계를 맺고 있다는 안심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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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아요. 또 내 아이를 오랫동안 같이 지내온 아이가 있다는...”(참여자 12)

실제로 자녀를 수영클럽에 참여시키는 한 어머니는 자녀의 몸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 스포츠클럽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자녀가 많은 사람들 앞

에서 몸의 상처가 드려나면 위축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단체수업이 아닌 소수그룹형태의 수업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수영클럽도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하는 수업으로 친

구들은 이미 자녀의 신체적인 특성을 알고 있었으며, 지도자와 여러 번

의 상담을 통해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몸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수영을 하면 아이가 힘들어 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룹으로 하는 반에서 수영을 계속 시켰어요. 그리고 이 수영클럽

으로 옮길 때도 사전에 선생님과 상담하고 말씀드리고 해서 옷을 갈아입거나 그럴 때 얘

가 움츠러들지 않게끔 챙겨달라고(중략) 선생님들도 처음에 신경 많이 써주셨고, 아이의 

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친구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잘 적응했어요.”(참여자 9)

스포츠클럽은 소수인원으로 팀을 구성하기 때문에 자녀의 특성 혹은 

성향에 적합한 팀에 참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

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이처럼 팀원을 구성하거나 지도자

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부모들의 ‘선별’ 작업은 자녀들을 보다 좋은 환경

에서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한편, 요즘 아이들은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정해진 일정에 맞추거나 다른 일정으로 인해 

스포츠 활동을 포기해야만했다. 이에 부모들은 비어있는 시간에 자녀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부모들의 기대를 반영하듯 스

포츠클럽은 참여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함으

로써 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적인 부분과 스포츠 활동을 병행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 109 -

  “아이들이 그런 활동 말고는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옛날처럼 집 앞에서 놀 수 

있는 환경들도 아니고 각자 다 바쁘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도 서로 맞추어 할 수 있으니

까...”(참여자 12)

  “애들이 요즘 너무 바빠서 볼 시간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서로 맞추어서 

할 수 있으니까...”(참여자 16)

  

“아무래도 시간조절이 다른 학원 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고요.”(참여자 18)

부모들은 자녀의 양육에 있어 스포츠 활동 보다는 학업에 중요성을 두

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자녀가 학업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

포츠 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었고, 스포츠클럽은 이런 부모들의 기

대를 부응하는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게 된 것이

라 보여진다.

이처럼 부모들이 안심하고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보내는 것은 부모가 팀

을 형성하여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

었다. 그러나 여기서 부모들이 말하는 안심이라는 의미를 들여다보면 언

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자녀가 스포츠 활동을 할지 부모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부모들이 자

녀의 관계 형성을 ‘통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부모들

이 자녀의 관계 형성에 관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으로 

Swanson(2009)는 비슷한 환경에 성장한 아이들과의 교류를 통한 ‘문화 

획득’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특정 계층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의 신

념과 가치 그리고 행동 양식을 공유함으로써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재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관계 형성에 관여

하려는 이유는 그 관계에서 문화적 습득이라는 내제된 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결국, 부모들이 자녀를 스포츠클럽에 보내

는 행위는 자녀가 자연스럽게 그들의 문화를 습득하고 내면화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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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 이해될 수 있다.

(3) 학교에 적응 

부모들이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마지막 이유는 학교에 형성

되어 있는 ‘문화’와 관련이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에 입

학하게 되면 아이들은 같은 반끼리 팀을 형성하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

게 된다. 사실 언제부터 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교에 입학하면 

남자아이를 둔 부모들과 여자아이들 둔 부모들 중 각각 반장 엄마를 선

출하고 그들을 주축으로 다양한 클럽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처음에는 축구에서 시작된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면 남자아이들은 축구 여자아이들

은 발레나 또 다른 걸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팀에 일부가 

수영도 같이 하게 된 거죠.”(참여자 14) 

학교에 막 입학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서로 잘 모르는 사이임에도 같

은 반이라는 이유로 스포츠클럽 팀을 형성하고 팀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

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친분관계에 따라 스포츠클럽 팀이 형성된 것이 

아닌 환경적인 요인 의해 팀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그룹은 부

모들과 아이들이 서로 친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상태에서 클럽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그룹을 만들 때 서로 친해서 만들었다기 보다는 각자 자기 아이들이 스트레칭을 

좀 하게 하고 싶다... 그런 목적이 공통인 사람들이 모였을 뿐이지 처음부터 서로 호감이 

있어서 우리끼리 해보자 이런 목적은 아니고...”(참여자 18)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팀을 만들고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이

유는 자녀에게 반 친구를 만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려는데 있었다.

즉, 스포츠클럽의 특성상 부모들이 팀을 만들어서 수업을 의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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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반 친구들과 함께 팀을 형성하면 스포츠를 하면서 친분을 쌓

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룹으로 하는 활동이 반 친구들을 만나게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랑 같

이 어울리라고...”(참여자 12)

  “지금 아이가 입학한지 그래도 좀 되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잘 모르니까 그나마 이 

시간만이라도 반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라고... 친교 목적으로...”(참여자 16

또한 이러한 스포츠클럽은 학부모들에게 학교, 교사, 그리고 아이에 대

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이 되고 있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

가 스포츠클럽에 참여함으로써 정기적인 만나게 되며, 이러한 만남을 통

해 아이들의 학교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며, 다른 아이가 어떤 품성을 지니고 있는지, 내 아

이와 잘 지내는지...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하긴 해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학교에서 무

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른 엄마들을 통해

서 들을 때가 많아요.”(참여자 12)

  “엄마들이 학교에 못 오게 하는 분위기고... 뭔가 물어보기가 별거 아닌데도 물어보기

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궁금한 부분을 물어볼 수도 있고.”(참여자 9)

부모들이 학부모가 되면 학교문화에 따라 자녀를 스포츠클럽에 참여시

키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의 내면에는 이제 막 학교에 입

학한 아이와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학교라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러한 목적은 고학년의 부모들에게도 예

외는 아니었다. 고학년의 부모들도 학교에서 자녀에 대한 부분과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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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들을 클럽을 통해서 얻는데 의의를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이, 학교 내부에서 스포츠클럽이 문화로 자리 잡게 된 배경에

는 아이들의 친분관계를 형성해 주기 위함이 있었다. 여기서 ‘아이들 간

의 관계형성’에 내재된 또 다른 가치는 학교 적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학급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클럽의 경우 스포츠 활동

을 통한 아이들 간의 관계형성이 학교생활의 적응으로까지 이어지기 때

문이다. 또한, 부모들도 자녀의 스포츠클럽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학부모

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등 

스포츠클럽은 학부모로써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모들에게 스포츠클럽은 자녀의 관계형성을 ‘통

제’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써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올바른 성장(문화 

획득)이라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이해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부모의 동기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이 스포츠클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참

여 동기를 제안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결과와 본 연

구결과를 비교하여 부모의 스포츠클럽 참여 동기를 새롭게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스포츠클럽 참여 동기를 살펴 본 기존 연구들(권일권,

2008; 유형삼, 김경범, 2009)의 결과에서 제시된 기술습득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문적 지도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의 기술 습득은 학교체육 대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

서 나타난 전문적인 지도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연구

에 참여한 부모들은 학교체육의 대비 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을 선택하고 있었으며, 이

러한 경험을 통해 성인이 되어서도 건전한 취미 활동으로 스포츠 참여를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의 안심에 대한 부분은 스포츠클럽의 발전 

이유로 사회 환경의 위험성과 자녀의 통제라고 제시한 Coakley(200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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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세부내용 내용 

 스포츠

 클럽의

 참여

 동기

전문적인

 교육

- 이미 축구는 하던 아이들인데 이제 다니던 곳을 떠나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데로 가자...

-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선수가 될 건 아니지만 잘하면 좋지 

좀 전문적으로 해보자는... 

- 또래 애들 보다는 조금은 잘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제대로 

배워 봤으면 좋겠다...

부모의 

안심

- 애들이 너무 요즘 바빠서 볼 시간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서로 맞추어서 할 수 있으니까... 

- 시간조절이 다른 학원 보다는 자유로울 수 있고요.

- 알던 친구들과 같이 가니까 부담이 적고... 

- 좋은 환경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싶은... 

- 또 아시는 분이 하니까 믿을 수 있고...

학교 적응

-엄마들도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고리가 없잖아요. 그렇다

고 학교에서 매일 만날 수 있는 입장들도 아니고...

-엄마들이 학교에 못 오게 하는 분위기고...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서로 비슷하니까...

-발레는 같은 반 친구랑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는 게 제일 큰 목

적인 것 같아요.

연구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학교적응이라는 동기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축구클럽 참여 동기를 살펴본 변상수, 남상우 그리고 오형돈

(2015)의 연구결과 중 아이들 간의 어울림이라는 동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학교 적응이라는 부분은 스포츠

클럽의 참여로 인해 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서로 알아가고 학교생활에 

적응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결과 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

표 19. 스포츠클럽 참여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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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포츠클럽 선택 조건 

지금까지 부모의 관점에서 자녀들이 스포츠클럽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참여 동기를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자녀를 스포츠클럽에 

참여시키기 전 부모들이 고려하는 점들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였다. 일반

적으로 부모들은 자녀를 스포츠클럽에 참여시키기 전 스포츠 종목과 클

럽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여러 상황을 고려하

여 최종적으로 참여 종목과 스포츠클럽을 선택하고 있었다. 또한 이 과

정에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성향이 반영되고 있었다.

부모가 스포츠클럽을 선택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팀 형성 

단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팀에 합류할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먼

저 팀 형성 단계의 경우 부모가 고려하는 점은 자녀의 의견 및 특성, 부

모들의 신념, 지도자, 물리적 거리등이 있었다. 한편, 새로운 팀에 합류할 

경우에는 팀의 특성과 팀의 구성원들을 고려하는 점이 추가로 나타났다.

1) 자녀의 의견과 부모의 신념

부모가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시킬 때 고려하는 부분은 자녀의 의

견 및 특성이었다.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할 것

인가에 있어서 자녀의 의견과 특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

었다. 이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스포츠 활동은 아이들이 즐기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워낙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고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참여자 6)

  “큰 애는 축구를 안했어요. 자기는 너무 싫데요. 그래서 그 애는 애초부터 야구만 했

어요.”(참여자 12)

  “저희 아이가 원하지 않거나 싫다고 하면 굳이 싫어하는 운동을 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참여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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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모들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이나 성격적인 부분

을 보완해 주기 위해 특정 종목의 참여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가령, 몸이 

약한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가 본인의 체력에 맞는 단계에서 시작해서 

점차 체력이 향상될 수 있는 수영을 선택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를 

축구에 참여시킨 아버지는 개인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자녀의 성향을 개

선시키고자 축구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저희 작은애 같은 경우는 몸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운동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스퍼트를 내야하고 순간적으로 뛰어야 하고 그런 게 강한데 수영은 처음부터 

단계가 있자나요. 수영은 점점 자기를 단련 할 수 있는 순서가 있어서 그걸 하면 아이가 

지금 약한 게 보완이 되겠다 라는 생각에 수영을 시키게 된 거에요.”(참여자 12)

  “저희 아이가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운동하면서 배려

한다든지 그런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팀으로 하는 축구를 시키게 되었죠.”(참여자 8) 

이처럼 부모들은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자

녀의 특성과 성향을 고려하고 있었다. 부모가 스포츠 종목을 선택할 때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스포츠 활동이 자녀에게 어떠한 긍정적

인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박정

근, 2003). 즉, 자녀가 스포츠 활동에 스스로 흥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적

극적으로 참여해야 스포츠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

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 자녀들의 의견과 성향이 일

방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부모의 양육 신념과 종목에 대한 관

심이 자녀가 참여할 스포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실제로, 여자아이를 

자녀로 둔 어머니는 여자는 여성스러워야 한다는 아버지의 신념에 의해 

축구클럽에 참여하고 싶다는 자녀의 의견이 좌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우리 아이는 축구를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하고 있는 클럽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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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싶다고 해서 강사선생님에게 물어봤는데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애 아빠가 못하

게 했어요.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1학년이라서 태클 이런 것도 별루 없고 그런데 아

빠는 여성스럽게 컸으면 좋겠다고 축구는 못하게 하고...”(참여자 16)

이에 연구자는 부모들에게 현재 자녀와 반대되는 성으로 태어났다면 

어떠한 스포츠에 참여시킬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 남자자녀를 

둔 부모들은 축구가 아닌 발레나 수영 혹은 농구를 시키겠다고 하였으

며, 여자아이들 둔 부모들은 발레가 아닌 축구나 야구를 시키겠다고 답

하였다. 이처럼 자녀의 성별과 종목선택에 있어 부모들의 신념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그게 아무래도 선입견일 것 같은데요. 여자 아이였으면 농구를 시켰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참여자 3)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여자 아이였으면 축구는 안시켰을 것 같아요. 저는 발레를 

시켰을 것 같아요.”(참여자 6)

  “남자아이면 당연히 축구를 시켰겠죠. 지금도 하고 싶어하는데...”(참여자16)

자녀의 스포츠 종목선택에 있어 부모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한다는 결과는 기존 연구들(Eccles et al., 2000; Fredricks & Eccles,

2004; Geendorfer, 1993)에서도 제안되어 왔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뛰어

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한다는 부모들의 고정관념

은 여자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의 기회와 참여에 많은 제약을 준다고 언급

하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성별에 대한 신념은 사회에서 공유되는 이데

올로기에 의해 형성된 것(Eccles, 1993)으로 그 사회의 성별에 대한 지배

적인 이데올로기와 관련이 있다고 이해 할 수 있다.

한편, 종목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경험도 자녀의 스포츠 선택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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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고 있었다. 가령, 자녀를 발레에 참여시키려는 부모들의 경우 발레

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처음 발레 구성원을 모집한다

는 공지를 보자 주저없이 발레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였다.

  

“저는 원래 발레에 관심이 많았어요. 발레 감상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엄마가 발레 공

연 보고 이런 걸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같이 가서 보고 그랬는데 안 본 게 없을 정도

로... 사실 전에 아이가 3살일 때 이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이대출신인 선생님 1분을 

모시고 10명의 엄마들이 장소를 렌트하고 그 때는 굉장히 열의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발레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왔을 때 참여한다고 했죠.”(참여자 17) 

  “저도 학교 다닐 때 전문적으로는 아니지만 발레나 현대무용을 좀 접했어요. 근데 

잘 하지는 않아요. 신체적으로 힘든 것을 체험하는 게 정신력을 키우는 것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의견을 제시했

어요.”(참여자 18)

부모의 스포츠에 대한 경험이 자녀의 스포츠 기회에 영향을 준다는 연

구결과들(박정근, 2003; 김현주, 2011; 주우선, 1997; Shropshire, &

Carroll, 1997)은 스포츠사회학에서 많이 다루어진 주제이다. 부모가 지속

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를 한다면 자녀들이 부모가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의 참여할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가령, 박정근(2003)의 연구

에서는 아버지가 골프를 좋아하면 그 아이들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골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고 자연스럽게 골프에 참여하게 된다고 언

급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의 스포츠에 대한 경험은 자녀의 스포츠 종목 

선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현상은 부모가 자녀의 롤 모

델이 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가 참여할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 부

모들은 자녀의 의견과 특성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한 종목에 

서는 부모의 양육 신념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으며, 부모의 특정 종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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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과 경험은 자녀가 스포츠를 접하는 기회제공에도 영향을 미치

고 있었다. 따라서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 부모의 의견은 자녀의 의견만

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2) 지도자  

일단 자녀가 참여할 종목이 선택되면 부모들은 그 다음으로 누구에게 

지도를 맡겨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본인의 자녀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지도자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였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아이하고 선생님의 관계가 좋은 클럽이나 아니면 그렇다고 시

설이 좋은 클럽을 따지고 그렇지는 안거든요. 우선 아이하고 선생님의 관계가 잘 맞는데 

시설이 좋으면 더 좋고... 근데 시설만 좋다고 거기를 보내지는 않아요.”(참여자 10)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선생님.. 선생님이 제일 크죠.”(참여자 18)

대부분의 부모들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점으로 지도력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지도자의 지도력에 따라 자녀들이 받게 될 수업 내용

이 달라지고, 자녀의 기능적인 능력 발달도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부모들은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자녀들의 인성과 사회성 형성에 영

향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도자의 자질로써 자녀의 올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는 지도력을 중요시 하고 있었다.

  “수영 수업은 선생님들의 스타일에 따라 매번 바뀌더라고요. 근데 여기오니까 수영하

는 폼을 다시 어른스럽게 잡아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요.”(참여자 12) 

  “전에 코치님한테 배울 때는 제대로 축구를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느낌... 근데 지금 이 코치님한테 배우고부터 애들이 각자 자신의 위

치에서 역할을 하더라고요. 정말 축구를 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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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님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여기 코치님은 이것도 하나의 사회니까 공격도 하

고 수비도하고 골키퍼도 하고... 서로 역할도 바꾸어 보면서... 너는 공격을 잘하지만 수

비도 해봐야지... 수비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공격의 어려움 그런걸 서로 느껴봐야 한다

고 애들한테 애기도 해주시고 그렇더라고요.”(참여자 2)

한편, 부모들은 지도자를 선택할 때 지도력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도자의 팀 운영 방식 또한 중요하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이는 팀을 어

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팀의 존속 여부가 결정

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전에 있던 곳에서 선생님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옮겨 왔는데... 잡음이라는 게 선생

님이 여러 학생을 가르치잖아요... 팀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대회 때 한 팀만 코치해 줄 

수 없잖아요. 사전에 부모들에게 자기가 여러 팀을 맡으니까 한 팀에만 있을 수 없고 하

니까 부모들이 코치를 해주어야 한다... 그런 걸 미리 애기해 주어야 오해가 없죠. 이런 

이야기 없으면 시합 당일 날 선생님이 관심도 없다고 착각할 수 있으니까...”(참여자 1) 

이처럼 지도자는 팀을 이끄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아이들의 교육

적 효과뿐만 아니라 팀 구성원들과의 관계 등 클럽활동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들은 스포츠클럽 선택에 있어 지도자를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스포츠클럽의 선택에 있어 

지도자와 관련된 문제는 유소년 스포츠클럽 선택 동기에 대해 조사한 연

구들(유형삼, 2007; 이동건, 2015)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자녀의 

발달과 사회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도자는 이러한 부모들의 목적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지도자

를 선택함에 있어 기술적인 능력과 더불어 교육자로써의 자질 등을 고려

하고 있었다. 특히,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보내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

의 신체적 그리고 기술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으



- 120 -

로 지도자의 능력이 클럽 선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였다.

3) 물리적 거리

스포츠클럽을 선택함에 있어 부모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또 다른 점은 

물리적 거리였다. 이는 자녀들이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스포츠클럽에 참

여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물리적 거리가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위치도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너무 멀면 오기가 좀 그래서 선생님이 데

리러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데려가고 오고해야 하니깐 참여율이 높으려면은 ...”

(참여자 2) 

  “큰애는 좀 멀리 있는 곳에 보냈었는데 멀어서 안 좋았어요. 한두 번 가는 것도 아니

고 거리가 중요하더라고요.”(참여자 12) 

 

  “데려오고 데려가고 하기에 좀 멀어요. 근데 여기는 집하고도 가깝고.”(참여자 16)

이처럼 인터뷰에 참여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스포츠클럽참여를 위해 본

인의 차량으로 자녀를 데려다 주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들에게 

물리적 거리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몇 명의 부모들은 

본인의 성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차량운행 여부가 스포츠클럽 선택에 매

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저는 차량을 운행해주는 클럽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좀 게을러서 잘 데리고 다

니지 못하거든요. 여기는 거리도 가깝고 해서 좋더라고요.”(참여자 11) 

  “제가 좀 게으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차량 운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

희 집에 아이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집하

고 가깝고...”(참여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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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몇 명의 부모들에게 물리적 거리 혹은 차량운행은 중요한 부분

이 아니었다. 이들이 물리적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에 대한 

교육열과 본인의 양육스타일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오고 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게 별로 신경 쓰이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아무리 멀어도 제가 데려다 주는 스타일이라서 차량이 지원되어

도 저는 잘 태우지 않아요.”(참여자 10)

     

  “거리상으로는 좀 멀긴해요. 그렇다고 차량이 운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여기를 

보내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딱 맞아 떨어져서 오게 된거죠.”(참여자 6)

  

이처럼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본인들의 차량으로 자녀를 데

려다주고 있었기 때문에 클럽의 선택에 있어 물리적 거리는 중요한 부분

이었다. 하지만 모든 부모들에게 물리적 거리의 중요성이 똑같이 작용하

는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게으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거

리와 차량 운영 여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자녀교육에 적극적이

고 주도적인 성향을 가진 부모들은 물리적 거리는 전혀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따라서 클럽 선택에 있어서 고려되는 물리적인 거리는 부모의 

성향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성향은 개인적인 특성으로써 스타일의 하나의 개념으로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스타일은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행동 혹은 태도

로 드러나며,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부모의 목적과 신념에 따라 변화한

다고 제안되고 있다(Darling & Steinberg, 1993). 본 연구 참여자들도 자

녀의 스포츠클럽 선택에 있어 부모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물리적인 거리에 대한 부분은 부모들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클럽을 선택할 때 지도자와 연관이 되면 물리적 

거리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반면, 단순히 물리적 거리와 관련해서는 

부모의 스타일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이는 물리적인 거리가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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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자녀의 발달과 사회화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즉, 자녀의 스포츠 참여와 관련하여 물리적인 거리에 대한 

의미를 부모들마다 다르게 둠으로써 그 중요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고 보여진다.

4) 팀의 특성과 구성원  

스포츠클럽의 선택 시 팀 형성 단계와 다르게 팀 이동의 경우 부모들

은 이동하는 팀의 특성과 구성원들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클럽이동은 부모나 아이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려는 팀에 소속된 부모들의 권유

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권유를 받은 부모들은 클럽 이동을 결정

할 때 그 팀의 특성과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 사

료된다. 특히, 부모들은 옮기려는 팀 구성원들의 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었으며, 이는 자녀에게 더 적합한 클럽을 제공하려는 부모의 의도

가 있었다.

  “제 느낌에는 우등반 같은 그런 분위기를 처음에 느꼈고 지금도 그렇고 뭔가 좀 체

계도 있고 정식으로 하는 것 같은... 우리 애도 여기서 같이 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아무리 취미라고 해도 이왕 하는 거 잘 했으면 하니까..”

(참여자 5)

  “여기를 보내는 이유는 엄마들 하고도 화합이 잘되는 편이고 또 아이들도 좋고”(참

여자 6)

  “우리아이와 실력이 비슷한 팀에 갔을 것 같아요. 아이의 특성에 따라 다를 것 같아

요. 어떤 아이는 경쟁의식이 있어서 따라 잡아야겠다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 저희 아이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좀 뒤로 물러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에도 지도자가 좋으니까 그

런 부분이 상쇄가 되는 건데 만약 지도자가 좋다고 하면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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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세부내용 내용(인터뷰)

팀 형성 

및 이동

조건

자녀의 

의견 

및 성향

- 애들이 싫어한다고 하면 안 시키죠. 본인이 싫어하는 일을 

저는 억지로 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 저희 아이가 원하지 않아서 축구도 몇 번 물어봤는데 본인

이 싫다고 해서 굳이 본인이 싫어하는 운동을 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도자

- 강사 선생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했죠. 지도자의 능력

을 보고 한 거죠.

- 십만원이고 백만원이고 이런 차이가 아닌 이상은 학원들은 

대부분 1~2만원 차이거든요.(생략)아이하고 선생님의 관계

가 좋은...

물리적 

거리

- 그 다음에 위치도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너무 멀면 오기

가 힘들어서... 

- 고려했던 점이라 저는 차량을 운행해주는 곳을 좋아해요. 

제가 다 데리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여기는 거

리도 가깝고 해서 좋더라고요.

로 선택했을 것 같아요.”(참여자 8) 

스포츠클럽의 이동은 대부분 구성원들의 친분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부모들은 스포츠클럽의 특성과 구성원들에 대한 많은 정보

를 획득하고 자녀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스포츠클럽으로 자녀를 

이동시키고 있었다. 이처럼 부모들이 자녀의 스포츠 팀 이동시 팀 구성

원과 특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자녀의 발달 및 사회성과 관련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팀원의 스포츠 수행 수준이 자녀의 스포츠 수

행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며, 팀원과의 관계는 스포츠에 대한 흥미, 즐거

움 등 심리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자녀의 스포츠 참여에 직접적으로 연관

되기 때문이다(정우진, 권상수, 2007; 양승규, 2015; 홍진원, 원영신, 고대

선, 2011). 또한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부모들이 관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는 만큼 부모들은 팀의 구성원들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표 20. 스포츠클럽 선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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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애는 멀리 있는 곳에 보냈었는데 멀어서 안 좋았어요. 한

두 번가는 것도 아니고 거리가 중요하더라고요.

팀의 특성

- 우등반 그런 분위기를 처음에 느꼈고 지금도 그렇고 체계도 

있고 정식으로 하는 것 같은... 

- 축구를 잘 하는 팀이니까 도움이 많이 될 거 같다...

- 여기를 보내는 이유는 엄마들 하고도 화합이 잘되는 편이고 

또 아이들도 좋고...

부모들이 자녀의 스포츠 참여를 위해 고려하는 점들은 자녀의 의견 및 

부모의 신념, 지도자의 자질, 물리적 거리 그리고 팀의 특성 등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의 신념과 지도자의 자질은 자녀의 스포

츠 활동 선택 시 부모들이 반영하는 부분으로 기존 연구들(이동건, 2015;

유형삼, 김경법 2009, 윤석완, 2015)에서도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자녀의 

의견, 물리적 거리 그리고 팀의 특성은 기존 연구에서 제안되지 않은 요

소들로 이는 기존 연구들이 자녀와 부모 모두를 고려하기보다 부모들이 

고려하는 점들을 제안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

은 스포츠클럽 팀 형성과정에 주목하여 팀 이동시 부모들이 고려하는 점

들을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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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모의 스포츠 양육 과정        

최종적으로 스포츠클럽이 선택되고 자녀가 본격적으로 스포츠클럽에 

참여하게 되면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참여와 활동을 위해 행동적, 경

제적, 정서적인 지지를 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스포츠클럽 팀의 구

성원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모

들의 성향과 양육신념 등이 반영되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본 장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인터뷰 분석을 

바탕으로 스포츠 양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적응단

계, 활성화 단계, 위기단계, 해결단계 그리고 안정화 단계로 구분하고 각

각의 단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적응단계

초기에 자녀를 스포츠클럽에 참여시키면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낯선 

환경’과 본인의 ‘역할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새로운 활동에 자녀가 참여하면서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인

식하고 챙겨주어야 했으며, 자녀를 이동시키는 일 등 부모로써 해야 하

는 ‘역할’ 하나가 늘었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또한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서 멀리 떨어진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경우 부모들은 물리적

인 환경에 대한 적응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스케줄이 바뀌었죠. 저는 아이들을 인솔해야 하는 일이 생겼고 여기서 아이를 기

다리고 또 끝나면 데려가고... 발레복이나 용품 같은 것도 알아보고 챙겨주고 이런 자잘한 

것들이 변화된 것 같아요.”(참여자 16)

  “여기는 서틀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맞추어서 데리고 가야하는 일이 하나 생긴 거

죠.” (참여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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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는 다른 곳에 가서 했어요... 그거 하나를 보고서 여러 군데에서 모인 거였기 때

문에 모든 게 낯설었어요.”(참여자 12)

반면, 물리적 환경이 아닌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부모들

도 있었다. 특히, 학교에서 형성된 팀의 학부모들은 같은 반이라는 이유

로 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서로 친분이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팀이 형

성된 초기에는 서로 어색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같은 반이었더라도 그 전에는 서로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아이가 발레를 하게 되면

서 서로 알게 된거죠.”(참여자 16) 

  “아이들에게 스트레칭을 좀 시키고 싶다 그런 목적이 공통인 사람들이 모였을 뿐이지 

처음부터 서로 호감이 있어서 우리끼리 해보자 이런 목적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에는 좀 어색했죠.”(참여자 18)

이처럼 학급을 중심으로 형성된 스포츠클럽의 경우 부모들은 서로 관

계를 형성하고 적응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

로 친분관계로 형성된 팀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어머니들의 관계에 의

해 형성된 팀들이기 때문에 초기 아버지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

했을 때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였다.

  “애들 엄마들은 원래 알던 사이지만 아빠들은 잘 모르니까 분위기는 음..초반에는 서

먹서먹했고...”(참여자 3)

  “처음엔 상상하신 그대로 서먹서먹하고 그래서 대회 끝나고. 처음엔 많이 안 만났는

데...”(참여자 7) 

한편, 부모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적응과정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령, 한 어머니는 낯을 가리는 성향 때문에 초기 팀 구성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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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아버지는 낯선 

사람들에게 경계를 하는 본인의 성향 때문에 팀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가 낯을 좀 가리는 스타일이라서요. 초기 클럽이 형성되고서는 되게 좀 어색하고 

서먹했어요. 다들 잘 모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편해지고...”(참여자 11)

  “저는 사람을 쉽게 사귀는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경계를 좀 하는 편이라 성격적인 

것도 있고 해서... 오히려 저희 집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라 저보다는 나

은 것 같아요.”(참여자 14)

이렇듯, 자녀를 스포츠클럽에 보내기 시작하면서 부모들은 역할변화와 

함께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

때, 부모들의 개인적인 성향은 팀원들과의 관계형성과 적응과정에 영향

을 주고 있었다.

사실, 부모들의 개인적인 성향 혹은 스타일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뿐만 

아니라 부모들 간의 관계형성 등 자녀의 스포츠 활동 전반에 반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들이 자신의 성향을 자녀의 양

육에 그대로 반영하기보다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외향적이지 않은 부모도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부

모들 간의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외 활동을 하는 등 특정

한 상황과 목적이 부모의 성향을 변화하게 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자녀의 성장 및 사회화와 관련된 부모의 목적과 신념이 부

모의 스타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Darling & Steinberg, 1993). 즉, 초

기 자녀들이 스포츠클럽에 참여하게 되면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

을 위해 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야 한

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부모들은 자신의 성향 

혹은 스타일을 변화하게 한다고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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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성화 단계

부모들이 자녀의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인식하고 환

경에도 적응이 되면, 팀의 구성원으로써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도 여러 형태의 지원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에 활성

화 단계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지와 

활동을 하는지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1) 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동적, 경제적 그리

고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수강비용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클럽들은 서로 경쟁적인 여건에 놓여있기 때문에 클럽별로 수강비는 많

이 차이가 나지 않았다. 따라서 부모들은 수강비용을 크게 고려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두 개정도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부모들이 자녀의 스

포츠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가계비용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도구 및 의복 등을 지원해 

주고 있었으며, 대회나 시합이 있을 경우를 포함하면 사실상 더 많은 비

용이 들어가고 있었다.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그래도 여기에 같이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죠.”(참여자 11)

  “발레복도 사주고 슈즈 이런 거 또 필요한 거 있다고 하면 사주고...”(참여자 18)

  

  “요즘은 대회에 가면 도시락을 맞추거든요. 예전에는 만들었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대회 끝나면 팀원들과 같이 회식도 하고...”(참여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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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모들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동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행동적인 지원들 중 부모들의 역할은 자

연스럽게 분담이 되고 있었다. 가령, 주중에 차량으로 자녀들을 이동시키

는 것부터 세세한 부분들은 대부분 어머니들이 담당하고, 주말에 하는 

스포츠 활동은 아버지들도 나서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응원해 주고 있었다. 이처럼 주중에는 아버지들이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

하고, 주말에는 아버지들이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데 가끔 제가 시간이 안 될 때는 다른 어머님에게 부탁을 하

죠. 근데 피곤하더라도 왠만하면 제가 다 해요.”(참여자 9)

  “아빠는 평일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다

하죠.”(참여자 16)

  “축구나 수영을 하게 되면서 아빠가 참여하고 특히 수영대회를 하면 아빠가 같이 데

리고 가거든요.”(참여자 10) 

특히, 아버지들은 주말에 하는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많은 지지를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주말 축구클럽에 참여하는 한 아버지는 어

머니 대신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와 함께 축구클럽에 참여하는 열성을 보

이고 있었다. 이처럼 아버지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열성을 보이는 이

유는 친구들과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아버지의 인식이 적극

적으로 반영된 것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들은 무엇보다 자녀들의 발전하

는 모습을 보는 것에 큰 만족을 느낌으로써 지속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 하게 되었다고 진술 하고 있었다.

  “친구들과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도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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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하는 모습이 재미있어 졌어요. 아이가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게 보이고 곧잘 하니까 

그런 모습에서 좀 더 재미를 느끼고 그래요.”(참여자 3) 

  “제가 축구 경기 보는 걸 좋아해요. 이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아이가 경기장에서 축

구 게임을 할 때만큼은 대표팀 할 때만큼이나 재미가 있어요.”(참여자 3) 

주말에 축구클럽에 참여하는 몇몇 아버지들은 자녀와 함께 클럽에 참

여하면서 자신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면 부

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주말에 같이 연습을 한다고 하였다. 사실, 해

당 자녀는 팀에 늦게 합류함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팀에 잘 적응할 수 있

도록 행동적인 지지를 해주고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미 여기 애들은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을 연습시키고 그러

죠. 운동장 가서 왼발 연습 시키고... 연습을 하면 이제 극복할 수 있다.”(참여자 7) 

 

 “여기 팀 애들은 좀 오래했고 그래서 처음에 저희 아이가 너무 못 했죠. 그래서 주말 

아침에 연습을 좀 하자 해가지고 연습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나아졌어요.”

(참여자 8)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흥미를 가지고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축구 경기나 발레 공연 등을 함께 보러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은 가족의 이벤트와 추억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도 하고 있었다.

  “저는 발레공연을 어릴 때부터 봐서 이런걸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번에 호두까

기 인형도 보러 갔어요. 이제 애가 발레도 배우고 하니까 좀 더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게...”(참여자 17) 

  “아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한번 보러 가야겠다 해서 보러 갔어요. 저희도 

처음 보러 간건데 재미있었어요. 사실 이런게 가족이벤트죠. 추억도 되고...”(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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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참여를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으며, 드라이브, 응원, 경기관람 등 다양한 행동적인 지원을 하

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아이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와 제공이 부

모의 경제적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

고 있다(권윤정, 김경숙, 2002; 김혜림, 1991; 맹이섭, 황미경, 2010; 한선

아, 2003). 특히, 자녀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가족이 함께 스포츠 경기

를 관람하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부모

의 경제력이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행동적 지지와 더불어 부모들은 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함

께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모들의 정서적 지지는 대화와 피드백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부모들은 자녀의 수행을 칭찬함으로

써 아이들이 스포츠 활동에 자신감과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

고 있었으며, 그 날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주제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가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일

들로 힘들어 할 때 칭찬과 위로를 함으로써 자녀가 좌절하지 않고 지속

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고 있었다.

  “함께 응원도 하고 그러면서 좀 아들이랑 대화도 많이 하고...”(참여자 11)

  “제가 느끼기에 아이가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 비해 

늦게 시작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남들은 2년 먼저 시작했는데 네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느냐. 다른 아이가 1번 할 때 너는 2번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

주었죠.”(참여자 8)

  “조금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열심히 한다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는 스

타일이에요. 독려를 할 때는 하겠지만 아이가 힘들어 할 때는 칭찬을 더 많이 해주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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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대부분의 부모들은 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정서

적인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부모들이 자녀에게 정

서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은 아니었다. 가령, 수영클럽에 참여하는 한 어

머니는 자신이 칭찬에 좀 인색한 스타일이라며, 자녀가 수영을 잘해도 

칭찬을 잘 안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급한 성향을 가진 아버지는 초기

에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녀의 수행 때문에 화를 내는 등 자녀에게 

스트레스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고 많이 칭찬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였다.

  “잘 하면 칭찬을 해주어야 하는데 제가 칭찬에 좀 인색해서... 잘하면 당연한거고...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참여자 11)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더 주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아이

한테 쉽게 화를 내거나... 그런 부분들이 화를 내고나서 마음에 걸리죠. 불편해졌는데 저

도 시간이 지나면서 배운거죠.”(참여자 3) 

부모들은 자녀의 수행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인 지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스포츠 양육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지나친 과욕은 자녀에게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다. 이러

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스포츠 활동에서 자녀의 유능감과 

내적동기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유도선, 김

병준, 2010; Bakes & Weiss, 1999; Brusted, 1988; Fredricks & Eccles,

2004)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스포츠 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지는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다. 물론,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오히려 안좋아진 경우도 나타났지만, 대부분은 자녀와의 관계적 

친밀도가 더 높아졌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포츠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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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통해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및 친밀함이 향상되었다는 이지

영과 오연주(2014)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평

소 바쁜 일정으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아버지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자녀와 소통함에 있어서 부모의 과도한 기대 혹은 신념

의 관철은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부모의 피드

백 및 지지행동은 자녀가 스포츠 활동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부모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어떻게 관여하고 지지하느냐에 따라 스포츠 활동의 참여

는 자녀의 성장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분

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2) 커뮤니티 활동  

부모들이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또 다른 측면은 커뮤니티 활동이었

다. 스포츠클럽은 그룹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서로의 관

계 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들 간의 커뮤니티

는 스포츠클럽 팀에 따라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팀도 존재하고 있었다. 만약 기존의 친분관계가 없었던 부모들이라면 자

녀의 스포츠 활동을 같이 참관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자연스럽게 친분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아이를 여기에 보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부모님을 보게 되고 특히 이 어머

님과는 여기서 아이를 함께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친해진 것 

같아요.”(참여자 16)

  “지금은 편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모 4명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만나니

까.”(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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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자녀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동안 자녀를 기다리면서 자녀

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은 학업, 학교, 스포츠 활동, 장점

과 문제점 등 자녀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아이’라는 공통된 주제는 부모들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도록 분

위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었다.

  “어머님들끼리 정보공유도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학원 클럽 이런 교육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중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듣고 배우죠.”(참여

자 11)

  “엄마들도 아이들 스포츠클럽 시간에 모여서 애기도 할 수 있고 아이들에 대해서 서

로 불편한 관계라든지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이렇게 지냈으면 좋

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참여자 12)

또한 같은 그룹의 부모들은 모바일로 SNS를 이용해 자주 대화를 나누

고 있었다. 이들은 SNS에서 서로의 스케줄을 확인하고, 아이들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SNS에 자녀들의 스포츠 활동과 대회 때

의 사진 등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때는 아이들 운동하는 모습도 SNS에 올리고 막 그랬는데...”(참여자 11) 

  “엄마들도 SNS상으로 자주 이야기하고 대회 때 찍은 사진이나 축구하는 모습 같

은 것도 SNS 올려놓고 그래요.”(참여자 4)

한편, 대회 시즌이 되면 부모들의 커뮤니티 활동은 개인종목과 팀 종

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개인 종목의 경우 그룹 안에서 개인

의 수행능력에 따라 대회에 참여하는 아이와 참여하지 않는 아이가 나누

어지고 있었으며, 대회장에 가서는 본인의 자녀를 응원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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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모바일 메신저 이미지 캡처



- 136 -

반면, 팀 스포츠의 경우 자녀들이 시합에 출전하면 부모들이 함께 모

여서 아이들을 응원하고 시합이 끝난 후에는 팀원들끼리 회식자리를 가

지는 등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들의 

커뮤니티 참여의 차이는 스포츠 종목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팀 스포츠는 개인 스포츠와 다르게 여러 

인원들이 함께 출전하기 때문에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단체활동을 더 많

이 하게 되는 것이다.

  “대회 끝나고 한 번씩 이렇게 저녁 같이 먹고 술 한잔하고 친해지고... 그담부턴 서

먹서먹한 게 좀 없어지고... 장벽이 걷히면서 그담부터 좀 친해지잖아요.”(참여자 7)

  

  “대회 끝나고 같이 회식한번 했어요. 회식 때 애들 데리고 노래방도 같이 가고... 그

때 사실 잘 지내고는 있었는데 허물없이 막 어울리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좀 

편해졌죠.”(참여자 1) 

이와 같이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커뮤니티를 형

성하고 아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

는 부모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줌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데 서로 의지를 

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다.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모들에게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은 자녀의 양

육 그리고 그 집단이 공유하는 사고방식의 습득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참여하는 이유는 자녀

의 학교생활과 학업 등 자녀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고, 이러한 정보는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들은 커뮤

니티에 참여함으로써 스포츠 양육의 동기를 얻고 있었다.

한편,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과 양육이라는 이해관계로 커뮤니티

를 형성하게 되지만,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에는 비

슷한 경험과 인식을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과 인식의 공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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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지속적으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

었다. 이는 집단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에는 서로 공

유되는 사고방식과 규율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그 집단을 더욱 결속하

게 만들기 때문이다(Bourdieu, 1979). 이처럼 부모들의 커뮤니티 형성과 

활성화라는 행위는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기능적이 측면(정보공유, 동기

부여 등등)이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집단에서 공유되는 사고방

식과 규율 등은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결속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

3) 위기 단계

클럽이 형성되고 구성원들이 서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룹 안에서

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클럽 안의 문제들은 지도자

와 관련된 문제,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그리고 부모들 간의 문제로 나

타났다.

(1) 부모와 지도자 간의 문제

스포츠클럽에서 지도자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

라 부모들과의 상담 및 그룹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도자가 자신의 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부모들은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앞에 선생님은 그냥 프로세스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수업에 잘따라 오든

지 말든지 자신이 계획한 수업 진도만 나가는 느낌이었어요.”(참여자 7)

  “적어도 이 학생이 왼발잡이인지 오른발잡이인지 그런 걸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교

육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하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참여자 1) 

또한 시합이나 대회에 출전시킬 때 지도자의 운영과 태도에 있어서도 

부모들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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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많은 기대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었다.

  “시합이 끝나면 코치님이 문자라도 수고했다고 인사를 하는데 저쪽 코치님은 한 

5~6일 있다가... 엄마들 사이에서 이런 저런 잡음이 있으니까 뒤늦게 문자 보내고 이렇

게 하더라고요.”(참여자 1)

또한 한 아버지는 자녀가 시합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잘하는 아이들 

위주로 경기를 운영하는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물론, 시합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자녀와 관련된 문제인 

만큼 부모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가 축구 시합에 가면 느낀 게 그거에요. 코치가 지도하면 잘 하는 애들 위주로 

경기가 진행 되거든요. 그것이 꼭 아이들 사이에 서열처럼 느껴지게... 그게 상당히 기분

이 안좋았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시합을 이겨야 하니까 잘하는 애들을 앞으로 내보내

는 거죠.”(참여자 14)

부모와 지도자간의 갈등은 단순히 지도자만의 문제로 인해서 유발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부모들은 자녀

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수업내용과 태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사료

된다. 아울러, 부모들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만큼 본인들이 원하는 결

과를 지도자가 제공해주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강윤정(2005)은 스포츠클럽의 참여 여부가 학부모에 의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도자는 학부모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고 있

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부모와 지도자 간의 관계는 수요자와 공급

자의 관계로 수요자인 부모의 요구를 지도자가 제공해야 하고 제공하지 

못 할 경우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와 지도자 간

의 문제는 관계적 구조에서 유발되는 현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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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들 간의 문제

스포츠클럽에서 부모들 간의 갈등은 대부분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로 

유발되고 있었다. 대부분 그룹 내에서는 스포츠 활동을 잘하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로 구분이 되고 이들은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발전해 

나간다. 하지만 경쟁이 지나쳐 아이들 간에 문제가 발생되면 아이들 사

이에서 해결되지 않고 부모들에게까지 그 일이 확대되고 있었다. 즉, 아

이들 간의 문제에 부모들의 감정이 개입되면서 이성적으로 해결되기보다 

감정적인 갈등이 초래되는 것이다. 또한 자녀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경

쟁적인 성향을 가진 부모들은 그룹 안에서 본인의 자녀보다 뛰어난 아이

가 있으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룹안의 부모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비교가 되잖아요. 못하는 애가 투덜대면 그게 애한테 끝

나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까지 가요. 근데 그 엄마가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팀이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요”(참여자 10) 

  “항상 내 아이가 메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은 내 아

이보다 더 잘한다든지... 내 아이가 저 아이한테 밀린다는 것을 못견디는 엄마들이 있어

요.”(참여자 12)

이처럼 부모들 간의 갈등은 자녀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 일어나고 있었

으며, 그 문제를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팀의 존속 여부가 

달려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강윤정(2005)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부모들 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소통을 제안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모들마다 자녀에 대한 문제

가 다르게 적용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 부모들 간

의 갈등이 발생되는 경우 근본적인 원인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이라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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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녀에 대해 어느 정도는 과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부

모들의 갈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과 인식

이 다르기 때문이다. 가령, 감정적인 성향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

를 잘 알아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부모들 사이의 갈등을 더

욱 증폭하게 되는 반면, 이성적인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

라봄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순화시키고 있었다. 즉,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

이들 간의 문제가 발생되면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기보다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부모들 간의 갈등은 자녀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었으나 

부모들의 스타일과 인식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자녀와 관련된 갈등 이외에도 부모들 간에 갈등은 스케줄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유발되고 있었다. 이는 자녀들의 시간과 지도자의 시간을 

고려하여 스케줄을 정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스포츠클

럽 활동 이외에 참여해야 하는 다양한 일들이 생겨 서로의 스케줄을 맞

추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만약 시간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 이

로 인해 그룹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었다.

  “토요일은 제가 회사를 나가니까 시간이 안되고 일요일이 되면 약간 그런 것들을 못

할까봐 걱정이 되는...”(참여자 5)

  “서로 시간 맞추기가 힘들어서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끝나면 

바로 또 학원을 가야하니까...”(참여자 17)

  “시간이 안 맞아서 나가는 부모들도 있었어요.”(참여자 10)

한편, 부모들은 스포츠클럽이 그룹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단 한 그룹

에 속하게 되면 쉽게 나오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었다. 즉, 단체로 수업을 

받는 경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수업을 그만 두게 되면 클럽이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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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남은 구성원들이 수강비용을 더 내야 한다거나 팀원을 새로 영

입하는 등의 수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팀원으로 합

류를 한 후 자녀가 스포츠 활동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면 부모들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시간 맞출 때 힘들 때가 있고, 단체 활동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슬럼프가 있잖아요. 

하기 싫다든지 혼자라면 안했을 수 도 있었을 텐데... 그룹으로 하다보면 같이 맞추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 개인적인 것 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것을 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참여자 12) 

  “팀으로 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제 하기 싫다고 갑자기 빠질 수는 없잖아요. 축구나 

이런 것처럼 아예 인원수가 정해져서 그걸 1/n로 나눠서 하는 경우에는 타격이 있어요. 

그것이 미안해서 아이를 달래면서 한 1년 정도 더 했죠.”(참여자 9)

 

  “동네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클럽을 그만 두면 너 때문에 깨졌다. 그런 말이 나올

까봐 엄마들이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 같아요. 그

런 부분에서 서로 안 맞는 엄마들도 있는데 동네에서는 계속 봐야 하고 내가 그만 두고 

싶어도 책임이 아이나 엄마한테 가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죠.”(참여자 8)

부모들은 자녀를 스포츠클럽에 참여시키기 위해 서로의 스케줄을 조율

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부모들 간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였다.

또한 스포츠클럽 팀은 참여와 탈퇴가 자유롭지 못해서 부모들 간의 갈등

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스케줄 및 운영과 관련된 부모들 간의 문

제는 스포츠클럽의 팀 구성이 부모들 간의 이해관계로 형성되었기 때문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포츠클럽을 형성하고 유지

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부모들 간의 관계는 자녀의 스포츠클럽 참여에 

중요한 부분으로써 부모들의 양육행위에 동기를 부여하고 그들만의 사고

방식을 공유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그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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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을 구속함으로써 서로간의 갈등을 유발 할 수 있으며, 클럽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배제하고 구별하는 부정적인 기능도 함께 동반하

고 있었다.

(3)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

부모와 아이의 갈등은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높은 기대와 욕심에서 기

인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본인의 자녀가 남들보다 뛰어날 것

이라는 혹은 남들만큼은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자녀를 스포츠클럽

에 참여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본인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자녀에게 수행에 대한 압박을 주게 되고 

이는 자녀와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욕심을 부리고, 혼내고 그런 것으로 한때 힘들고 고민했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좀

만 생각을 바꾸면 네가 할 수 있는데 왜 못해... 그런 것들 때문에 답답한 거죠. 아빠 

입장에서는 조금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아이한테는 어려울 수 도 있는데... 기대가 켰던 

거죠.”(참여자 3)

  “애들한테 자기 나이보다 더 숙련된 그런 것을 요구를 하니까 이제 아빠는 보러오지 

말라고 하고...”(참여자 14) 

한편, 부모와 자녀 간의 또 다른 갈등은 부모의 의견과 자녀의 의견이 

서로 다를 때 나타나고 있었다. 실제로 한 어머니는 자녀가 대표팀을 하

고 싶다는 의견에 반대를 하면서 자녀와 갈등을 겪었다고 하였다. 또 다

른 어머니는 자녀가 수영을 그만두고 싶어 하자 수영은 계속 참여시키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 하는 과정에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였다.

  “어렸을 때 운동을 했던 다른 아이들은 중간 중간에 갈등이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애는 대표 팀을 하고 싶다고... 근데 축구를 하다보면 하나에만 올인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을 컷트를 한 것인데...”(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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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남편은 수영은 좀 꾸준히 배우게 하려고 시작을 한 거여서... 그래서 저희는 

아이를 어떻게든 수영을 가게 하려고 하고 아이는 너무 가기 싫다고...”(참여자 9)

이처럼 스포츠 활동의 참여 여부에 대한 부분에서 부터 자녀의 수업태

도에 대한 부분까지 부모와 자녀 간에는 크고 작은 마찰이 지속되고 있

었다. 하지만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부모의 기대 혹은 욕심

으로 간주 할 일은 아니다. 부모는 양육의 주체자로서 자녀를 올바른 성

장의 길로 가이드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녀의 스포츠 활동과 관련해서도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와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시키고 있으

며, 자녀가 이러한 목적에 빗나간 행동을 보일 때 자녀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높은 기대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부모의 높은 기대와 욕심은 자

녀의 능력과 노력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그 기대에 도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부모의 높은 기대는 자녀에게 부담과 스트

레스를 주어 스포츠 활동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며, 스포츠 활동에 대

한 자녀의 자신감과 유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이 지

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Brusted, 1988; Fredricks & Eccles, 2004; Holt

& Knight, 2014). 또한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주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와 다른 아이들을 비교

하기보다 자녀의 능력과 수준을 고려하여 목표를 세우고 자녀가 그 목표

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4) 해결 단계 

부모들은 자녀들이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문제로 갈등을 겪

고 있었으며, 본인들만의 해결 방법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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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부모들의 대처 방안은 소통, 이해와 배려, 클럽의 탈퇴 및 멤버교체 

그리고 스포츠클럽의 이동으로 나타났다.

(1)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소통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자녀와의 갈등을 경험한 부모들은 본인 

스스로 인식을 변화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자녀를 스포츠클럽에 처음 참여시켰던 ‘동기’를 반추하면서, 본인들의 욕

심과 기대에 의해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에서 스스로를 반성하

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녀에게 더 많은 칭찬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아이를 건강하게 키위기 위해 시작했는데...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보다는 좀 더 

잘할 수 있게 칭찬해주고 못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저도 늦게 깨달았어

요.”(참여자 3)

  “제가 잘못 된거죠. 못하든 잘하든 잘했다라고 애기하는 게 좋은건데... 부모가 항상 

자기입장에서 생각하다가 기대치가 높아서 그걸 맞추어 가는 과정이 항상 힘든 것 같아

요. 일치가 안 되었다가 맞추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참여자 14)

이처럼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진 부모들은 본인들의 행동을 반성

함으로써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다. 즉, 이들은 본인의 기준에 

자녀를 맞추기보다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부모와 자녀

의 괴리감을 좁혀가고 있었다.

한편, 스포츠 활동에 있어 자녀와 부모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와 대화를 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대화를 통해서 

먼저 자녀의 힘든 부분을 이해해주고, 자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가 현재 느끼고 경험하는 부분을 극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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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준다고 하였다.

  “싫다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키는 거죠. 네가 싫은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네가 

지금 싫다는 생각하는 부분의 결과는 이런 것이다... 그 봐 그만 두었으면 어쩔 번했

니... 그럼 본인도 그걸 알죠.”(참여자 12)

부모들은 자녀와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 대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라고 진술하고 있었다. 이는 이 시기의 아이들 생각이 아직은 성숙하

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의 의견을 무시하기보다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

력하고 합의점을 찾아야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와의 대

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교감할 수 있으며, 좀 더 긍정적인 방

향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처럼 스포츠 활동에

서 나타나는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은 부모 스스로의 반성과 대화를 통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와 부모의 갈등 

관계를 조사한 기존 연구들(주현성, 2010; 최해수, 2014)의 결과와 일치하

는 것으로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소

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 부모들 간의 이해와 배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룹의 구성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갈등

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들을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특히, 아이

들 간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부모들은 감정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기보

다 객관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자

녀와 관련된 일에 편향되기 보다는 서로서로 자녀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해줌으로써 그룹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있었다.

  “그냥 보면 아이들끼리의 갈등은 있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안 

맞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계속 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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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자유로운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처럼 퉁퉁한 애가 아니라 몸이 빠른 애들은 서로 

경쟁을 하고 그러다 싸움이 나면... 서로 엄마들도 불편해지고 그게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일은 어디서나 있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게 잘 다독여 주여야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9)

  “잘난척하는 엄마들이 없으니까 다 이해 해주고 서로 격려 해주면 좀 더 힘내서 해

봐야겠다... 그냥 같이 가는 것 같아요.”(참여자 10) 

스케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스케줄 변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맞추려고 하였다. 즉, 부모들은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이 그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개인의 모든 사

정을 고려하면 스케줄을 맞추기 힘들며 따라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

이 합당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원래 저희 수업이 토요일인데 오늘만 일요일로 바꾸었어요. 그럼에도 엄마들과 아이

들이 하겠다고 하고 또 시간을 이렇게 갑자기 바꾸면 결석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결석하는 친구들의 엄마가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없고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되고... 그래

도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4) 

이러한 부모들의 합리적인 이해와 배려심은 그룹안의 갈등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들이 보다 좋은 분위기에서 스포츠 활동

에 참여하는데 기여하고 있었으며, 스포츠클럽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었다. 부모들 간의 갈등을 대처하는 이와 같은 

이해와 배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클럽 팀을 하

나의 조직으로 간주하고 조직의 관점으로 볼 때,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

는 부모들 간의 갈등대처 방법은 타협과 순응이라는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타협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상호간의 희생을 통해 부분적인 만

족을 취함으로써 갈등에 대처하는 것이고, 순응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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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거나 상대주장을 따르는 방법이다

(정성모, 2013). 이와 같은 조직 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조직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는데 타협과 순응의 유형을 보이는 스포츠클럽 팀의 

경우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모인 집단으로 생산적인 활동보다 서로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클럽의 부모

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

며 이해하려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스포츠클럽의 탈퇴 및 이동 

부모와 자녀간의 문제, 부모들 간의 문제 그리고 지도자와 관련된 문

제 등 그룹 안에 문제가 증폭되면 해당 그룹에서 탈퇴 하는 경우도 발생

하고 있었다. 예컨대, 자녀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부모가 대화를 통해 일정기간 지속시킬 수는 있지만, 그 종목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탈퇴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수영은 아이가 어느 정도 하니까 하기 싫어하고 좀 힘들어해서 지금은 쉬고 있어

요.”(참여자 4)    

또한 부모들은 구성원들 중에 높은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있을 경우 함께 클럽을 지속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었다. 즉, 경쟁의식

을 가진 부모들은 스포츠 수행에 있어 본인의 자녀가 가장 뛰어나야 하

며, 만약 다른 아이가 더 높은 수행을 보일 경우 이를 참지 못하고 결국

에는 그룹을 탈퇴하게 된다고 하였다.

  “항상 내 아이가 메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머님들은 내 아

이보다 더 잘한다던지 내 아이가 저 아이한테 밀린다는 것을 못 견디는 엄마들이 있어

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분들도 있었어요.”(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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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도자에 대한 부모들의 불만족은 스포츠클럽의 이동으로 이어

지고 있었다. 부모들은 지도자의 능력을 떠나서 다양한 지도자들 중 본

인의 자녀에게 보다 적합한 지도자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

해서 다른 스포츠클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스포츠클

럽의 이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팀 전체가 다른 곳

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지도자에 대한 불만족이 

개인차원을 넘어 팀 구성원들의 불만으로 확장되기 쉽고, 이럴 경우 팀 

전체가 다른 클럽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옮긴 것도 있어요. 애를 맡은 선생님이 몇 개월 단위로 바뀌는데, 중간에 

너무 무서운 선생님도 한 번 걸리고...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서 다니기 싫어했던게 컸던 

것 같아요.”(참여자 9)

  “처음에는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다가 코치님의 문제가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배우자 이렇게 되어서... 스포츠클럽을 찾아보다가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우리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된거죠.”(참여자 2) 

위와 같은 이유로 함께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던 구성원들이 나가게 되

면 남아있는 구성원들은 그대로 팀을 이끌어 가거나 새로운 아이를 그룹

에 합류시키고 있었다. 특히, 팀 스포츠의 경우에는 인원이 맞아야 수업

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의 영입은 필수적인 부

분이었다. 이때 부모들은 자신의 친분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를 영입

하는데, 아이가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은 어떠한지 등

에 대한 ‘선별과정’을 거쳐 새로운 아이를 영입한다고 하였다.

  “모르는 분들을 데리고 오는게 아니라 동네에서 친한 분들 중에서 서로 좋아하고 나

름 선별을 해서 왔기 때문에 트러블이나 이런 건 없고 다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관계는 다들 너무 좋아요.”(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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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그룹의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발생되면 그 해결 방법의 하나로 

부모들은 스포츠클럽을 탈퇴하거나 이동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

이는 스포츠클럽의 팀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절대적인 이해관계가 아니

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스포츠클럽의 그룹은 자녀의 스포츠 활

동을 위해 형성된 관계로 부모는 클럽의 참여가 자녀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인식하면 팀을 탈퇴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반면, 남아 

있는 구성원들은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운 아이를 영입하고 있었으

며, 새로운 아이를 영입할 때 그룹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선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여기서 부모들이 말하는 ‘선별’의 의미는 단순히 

그룹 안에서 문제를 방지하는 의미를 넘어 이 그룹의 구성원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구성원들과 쉽게 어울리기 위해서는 비슷한 문화적, 경제적 수준을 가진 

멤버를 영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별’을 통한 멤버의 구축은 부모들이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그들만의 ‘사회 자본’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

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소년 축구클

럽이 ‘사회자본 형성의 공간’으로 기능한다고 제안한 Swanson(2009)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5) 안정화 단계

자녀의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이 해결되면 그룹의 구성원

들은 그 팀의 특성과 문화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

하고 있었다. 가령 축구팀의 경우 2~4년 정도 된 그룹으로 부모들은 스

스로 아이들이 축구를 정말 좋아하며, 그런 자녀를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부모들이 모여 있는 그룹이라고 진술하고 있었다. 또한 수영클

럽의 경우에도 2~4년이 넘게 함께해 온 그룹으로 서로 비슷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의식을 넘어서 배려하고 도와주려는 부모들만 남게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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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중간에 사실 엄마들도 막 난리잖아요... 말 잘못 나오면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럴 수도 있

어서... 그나마 저희는 안 그러는 거 같아요. 여기는 부모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축구를 좋아

하고 계속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다들 있으시니까 그런 일이 없어 고맙죠.” (참여자 4)

  

 “여기 엄마들은 서로 시샘하는게 아니라 좋은게 있으면 같이하자고 하고... 아이활동 중에 교육

적인 활동을 늘 생각하는 엄마들 그리고 내가 좀 힘들어도 아이가 필요하면 이렇게 같이 해야 겠

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엄마들이거든요. 그래서 애들도 엄마들도 별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 

같이 할 수 있는것 같아요.”(참여자 10)

부모들은 여러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그룹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의 스포츠 활동 혹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비슷한 관점

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

통된 인식과 행위들은 그 그룹의 특성과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

다. 이처럼 비슷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룹을 형성하고 그들

만의 문화를 형성하는 행위를 Boudieu(1979)는 ‘구별짓기(Distinction)‘라

고 말하고 있다. 즉, 특정 계층에서는 비슷한 습관과 취향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습관과 취향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현상은 특정 계층의 사람들

이 모여서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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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포츠 양육 과정



- 152 -

2. 부모의 스포츠 양육 경험 

부모들은 자녀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부모들이 경험 것들을 스포츠에 대한 경

험, 자녀에 대한경험 그리고 부모들 간의 경험으로 구분하고 이를 구체

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스포츠 양육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가. 스포츠에 대한 경험   

1) 스포츠에 대한 안목의 확장

부모들은 자녀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안목을 넓히

고 있었다. 가령, 사례자(3)는 스포츠 활동이 신체적인 발달에만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자녀가 스포츠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보면서 신체적

인 기량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

였다.

  “운동을 하면 두뇌 발달에도 좋구나... 공부하나 더 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이런 

운동을 통해서도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인지능력까지도 좋구나... 이런 걸 알게 되었

죠.”(참여자 3)

특히, 평소 스포츠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부모들도 자녀가 참여하는 

스포츠를 참관하면서 스포츠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규

칙과 기술을 알게 되어 이제는 스포츠 관람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고 하

였다.

  “저는 축구가 그랬어요. 저나 아빠는 축구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사실은 왜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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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지 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왜 경기장에서 보는지 그냥 TV에서 보는 것도 재미없는

데... 아이가 하는 것을 보면서 축구에 대한 규칙도 알게 되고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도 

알게 되니까... 내 아이가 하는 것을 보니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참여자 12)

  “예전에는 경기 규칙이나 영법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아이들 하는거 보면서 이제는 

거의 다 알죠. 잘 알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다 재미있구나... 축구

나 수영이나 예전에는 그런 걸 보고 별로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 재미있더

라고요. 이번에 우리동네 예체능 방송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참여자 10)

  “그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축구가 수준이 높은 스포츠구나 ◯◯이가 축구를 배우면서 

축구에 대한 포지션과 같은 것들 혹은 경기의 흐름을 알면서 좀 더 축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예전보다 좀 더 재미있게 경

기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6)

자녀의 스포츠클럽 참여는 부모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었다. 또한 스포츠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부모들에게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편, 스포츠클럽 참여를 통해 부모들은 스포츠 경기관람에 대한 인식

이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대부분 부모들은 평소 스포츠 경기를 TV로만 

접하면서 경기를 직접 관람하는 것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참관하면서 경기를 관람해야겠다는 인식이 생성된 

것이다. 실제로 몇몇 부모들은 가족들과 함께 스포츠를 관람하기 시작했

으며,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축구 경기를 보러가서 아이가 이런데 관심을 가지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경기가 있

으면 보러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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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나 무용에 호감이 원래 있었는데 공연을 보러가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거

든요. 근데 이제 아이와 같이 기회가 되면 보러가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발레공연이 뭐가 

있나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고...”(참여자 18) 

  “축구 중계는 저와 아이들도 보게 되고... 축구를 가까운 구장에서 하면 가서 보고요. 

야구도 이제 관심이 생겨서 어제도 같이 야구장에 갔었어요.”(참여자 4)

자녀의 스포츠클럽 활동은 부모들에게 스포츠 관람이라는 인식을 생성

하게 하였으며, 스포츠를 관람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또한 스포츠에 

대한 흥미와 안목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 즉, 부모들은 자녀의 스

포츠 참여를 통해 스포츠 문화에 입문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역사회화가 이루어진다

는 Dorsch & McDonough(2009)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라는 목적을 두고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지만,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다양한 지지와 관여를 함으로써 부

모 역시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2) 가족의 이벤트 

부모들은 자녀가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대회를 ‘가족의 연중행사’의 하

나로 여기고 있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스포츠클럽 대회에 온 가족이 

참여하여 자녀를 응원하고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등 기억

에 남는 추억거리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1년에 한번 정도 하는데 가면 응원도 같이하고 그런 것들이 재미있어요.”(참여자 5) 

  “대회는 가족의 이벤트 같은 거죠. 가족들이 가서 응원도 하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같이 

모이고 추억도 되고...”(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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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모들은 자녀를 응원하면서 즐겁고 활기찬 에너지를 받고 있

었으며, 가족들이 하나가 됨을 경험하고 있었다.

 “나들이 갔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사람들 많이 오고 분위기가 일단 힘이 있잖아요. 그

니까 일단 가족들이 하나 되는 느낌이 있는거죠. 즐겁고 기억에 남는 추억거리들을 하나씩 

만드는 거니까.”(참여자 14)

부모들이 자녀들과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유는 자녀

가 더 성장하게 되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그 만

큼 추억을 만들기 힘들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애가 크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니까 얼마 안남은 기간 동안에 애들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추억도 더 만들고 싶어요. 애들이 중학교만 가도 부모들이랑 놀 시간이 없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즐겁고 그럴 텐데...”(참여자 7)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클럽 대회에 참여하면서 가족이 하나가 됨을 

느끼고 즐거운 추억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모들의 

긍정적인 경험들은 스포츠클럽 대회를 ‘가족연중행사’로 자리 매김하게 

하였다. 이처럼 스포츠클럽의 활동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

을 제공하는 이벤트 혹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여가활동의 개념으

로 인식되고 있었다. 스포츠클럽 대회가 가족 행사로 인식되게 한 배경

에는 가족 중심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즉, 현대사회가 가족 중심으로 변

화되면서 주말에 부모들은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

한 것이다(윤소영, 윤지영, 2003).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스포츠 

대회의 긍정적인 경험은 이들에게 스포츠클럽을 새로운 가족단위 활동의 

하나로 바라보게 하였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었다고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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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녀에 대한 경험

1) 자녀에 대한 기대와 인정 

부모들은 자녀가 스포츠 활동에 처음 참가할 때만 해도 자녀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스포츠 참여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 아이들의 실력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부모들은 내 아이와 

남의 아이를 비교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다

른 아이들만큼 혹은 다른 아이들 보다 잘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스

포츠클럽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부모의 마음 같지는 

않았는데, 만약 내 아이의 실력이 그룹에 있는 아이들 중에 중간이거나 

부족한 부류에 속하면 부모들은 답답함을 느끼며 좀 잘했으면 하는 욕심

을 가지게 되고, 다른 아이들을 경쟁적인 대상으로 보는 등 인식의 변화

가 일어나고 있었다.

  “다른 친구들이 잘하는 걸 보면 다른 친구들과 경쟁심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화도 

좀 많이 내게 되고 그냥 적당히 말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생기더라고요. 

애들만 보냈다고 하면 사실 그냥 운동하는가보다 했는데 여기 와서 애들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애가 약간 뒤쳐진다 싶으면 따로 더 운동을 추가해서 시키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더라고요. 나쁜 점일 수도 있고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참여자 1)

 

  “아이가 하는 모습을 항상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잘 했으면 하는 마음

에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잘못된 생각이 시작되었냐 하면 남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예

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아이를 좀 힘들게 했던 거 같아요.”(참여자 3)

  “경기가 시작되자 부모들이 모여서 경기에 집중한다. 경기 중에 어머니들은 주로 응

원을 하고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조언을 한다. 한 아이가 어이없게 공을 상대편에게 빼앗

기자 모두 안타까움을 표현한다. 그리고 ◯◯의 아버지는 팔짱을 낀 채로 경기장을 떠나 

주위를 맴돌고 있다. 다른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괜찮아’라고 응원을 보내주며 경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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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지켜보고 있다.”(관찰 일지 2015년 11월 14일)

이와 같이 부모들은 본인의 자녀와 다른 아이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서 경쟁의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의 경쟁의식은 자녀에 대

한 과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으며, 이러한 과욕으로 인해 스스로를 힘들

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자녀에 대한 과도한 경쟁 심리는 부모들의 커뮤니티에서도 나타

났다. 팀 스포츠에 참여하는 한 사례자(14)는 자녀의 스포츠 능력에 따라 

포지션이 정해진 것처럼 부모들 사이에서도 이와 같은 서열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벌써 부모들 사이에서도 일단 공격수인 부모들은 우쭐대요. 근데 잘 못하는 애들이 

껴있으면 그 사람들끼리는 또 데면데면 하는거죠. 또 그런 부모들끼리 주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 잘하니까 남들은 들러리 선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참여

자 14) 

  

앞서 스포츠 참여 동기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스포츠 활동

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새로운 경험, 사회성 함양 그리고 놀이 등을 위해

서였다. 그러나 막상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지켜보면서 본래 

목적과는 다른 부분을 자녀에게 바라기 시작하였다. 즉, ‘남들보다 잘 했

으면’ 하는 부모의 기대가 자녀의 수행과 관련된 부분을 부각시킴으로써 

자녀를 힘들게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팀 부모들 사이의 관계를 경쟁 

관계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있었다. 물론, 모든 부모들이 팀 안에서 경쟁

의식을 가지고 부모들 간에 서열을 느끼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부모들

은 자녀에게 애정이 있는 만큼 자신도 모르게 과도한 기대와 욕심을 가

지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부모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에 대한 과욕이 자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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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자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즉, 내 아이와 다른 아이는 

유전적 그리고 발달적인 측면에서 다르며, 자녀가 신체적, 인지적으로 성

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들은 더 이상 다른 아이

들과 본인의 자녀를 비교하기 보다는 자녀가 이전 보다 얼마나 발전되고 

있는가에 더 의의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아이도 성실히 스포츠 활

동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욕심을 버리려고 해도 모든 부모가 같은 마음이죠. 내 아이는 잘했으면 하죠. 그럴 

때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더 주고 기다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아이한테 

쉽게 화를 내거나... 화를 내고나서 마음에 걸리죠. 불편해졌는데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배운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달

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못하면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너그럽게 다가

가서 이야기 해주고 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 할 

수 있어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참여자 3)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그 부분을 열심히 하니까 잘하는 

거고 우리 애는 그들보다 열심히 안했으니까 못하는거고 체력적으로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거고... 물론 좀 속상한 경우도 있어요. 좀 잘했으면 좋을텐데 근데 그것은 제 생

각일 뿐이지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자기가 잘 

할 때도 있고... 그걸로 만족해요.”(참여자 12) 

이처럼 부모들은 자신의 과도한 욕심이 본인과 자녀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자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인정해 주는 등 자

녀를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보면서 자녀가 성장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평소 바쁜 일정으로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힘든 아버지들에

게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대회는 자녀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 159 -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좋았습니다. 작년하고 또 달라진 

모습을 느낄 수 있고 아이가 스포츠 활동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느꼈습니다.”(설문지 응답자 15)

  “애가 커 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게 일단은 가까이서... 이거 아니면 제가 볼 기회

가 거의 없거든요. 꾸준히 보니까 애가 맨 처음에는 하다가 개인기가 늘고 그 다음에는 

또 슈팅 능력이 늘고 지금은 조직을 배우고 팀 경기라는 걸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깨우쳐 가는 게 한눈에 보여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뿌듯하고 좋아요.”(참여자 7)

부모에게 자녀의 스포츠클럽 활동은 자녀의 스포츠 능력에 대한 수준

을 확인하는 자리인 동시에 자녀의 성장을 확인하는 자리기도 했다. 이

에 초기 부모들은 자녀와 다른 아이들의 수행을 비교하면서 자녀에게 수

행적인 측면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등 자녀에게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였

다. 이처럼 부모들이 자녀에게 수행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를 독

려하는 것은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경쟁적 특성에 기인한다. 스포츠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으로 아이들끼리 함께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자녀의 수행 수준이 바로 드려난다. 이에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

을 보면서 의도하지 않았던 경쟁심이 생겨나는 것이라 이해 할 수 있다.

부모들이 경쟁의식을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들의 신념과 관

련되어 있다. 평소 부모들은 자녀가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탁

월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모의 인식이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서 경쟁심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공부를 잘하는 건 한가지지만 운동, 음악도 잘 해야 되고...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시점에 경쟁력은 공부가 아니라 그 집단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사람들 대하는 거나.. 이런 다방면에 관심있고 잘하면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성장 하

지 않을까... 그런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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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남보다 모든 면에서 잘하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킨다고 제안한 강윤정(2005)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남보다 잘 했으면’ 하는 부모의 바람은 

단순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욕심이라기보다는 현대 사회가 바라는 인재

에 대한 담론 혹은 이데올로기가 부모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양육신념과 

행위로 반영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자녀와의 관계적 확인

자녀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면서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보내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자녀와 함께 운동을 할 기회도 생기게 되었다고 하

였다. 특히, 아버지들은 아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서로 ‘교감’을 나누

고 있었다. 이는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신체적 접촉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자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아빠로서는 아이랑 조금 더 같이 보낼 시간이 많아졌다는거죠. 그리고 축구 수업 때 아빠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조금씩 여기서 운동도 같이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일에는 

꿈도 못 꾸고... 평일에는 집에 들어와도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만약 이것을 안했다면 제 생

각에는 아이랑 더 서먹해지지 않을까... 아이도 학년이 올라 갈수록 아마 그런 시기가 더 빨리 왔

겠다는 생각은 들어요.”(참여자 3)

  “시간이 되면 아이들과 야구도 하고 배드민턴 등의 운동을 주로 합니다. 아들만 둘이기 때문에 

몸으로 부딪히며 하는 활동들이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즐겁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아이들과 친밀도

도 높아지고 좋아하는 운동선수 얘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

습니다.”(설문지 응답자, 13)

  “아들하고 교감도 하고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구를 하기 싫지만 하자고 하면 

같이 하는 거죠. 또 같이 하다보면 재미도 있고...”(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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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버지가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아들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스포츠가 남자들 사회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

문이었다. 이에 아버지는 아들과 스포츠 활동을 함께 하면서 남자들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축구를 하면서 아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생긴 거죠. 축구는 몸을 부딪치면서 

하는 거니까 저랑 아이랑 같이 교감을 할 수 있으니까... 남자들끼리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또 아빠로서 아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운동하고 땀내고 그

러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뭐 힘든 부분은 없냐... 힘들게 뛰고 나면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운동하고 나면 친밀감 같은 게 더 생기고 이야기하면 좀 더 속 깊은 이야

기를 잘 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8)

스포츠 활동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교감하는 ‘소통의 장’으로 기능

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아버지는 남자다움을 아들에게 전수하고 있었

다. 이와 같은 현상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남성성 혹은 여성성을 전수한

다는 기존연구들(변상수, 남상우, 오병돈, 2015; Caldera, Huston, &

O‘Brien, 1989; Langlois & Chris Downs, 1980)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

었다.

한편, 부모들은 양육을 하면서 자녀에게서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점까지 자기를 닮은 자녀를 보면서 그러

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투영이 되는 부분이 있죠. 남자아이는 금방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저도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해요. 아이도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제가 느껴요. 아이도 저를 닮아서 혼자 

하는 활동을 더 좋아하는 것을... 근데 사회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체운동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죠. 축구를 시키는 게 단체 활동이니까... 아이가 제 단점을 닮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런 점을 보완해 주고 싶은게 부모의 마음이죠.”(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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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럼 생긴 사람이 태어났는데 보다보면 저랑 비슷한 행동들을 보이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은 나처럼 키우지 말아야겠다. 내가 가진 어떠한 부분은 좀 닮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은 하지마라... 이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봐라... 제가 좀 말이 

많은 편이에요.”(참여자 14) 

부모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자녀에게서 찾고 있었으며, 그

런 자녀의 모습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본인이 부족하

다고 느끼는 부분이 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

는 자녀가 본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부모들은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모습들을 자녀에게 투영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를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으며,

부모로부터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을 자녀가 느끼지 않도록 해주고 싶다

고 하였다. 또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자녀

들에게 전달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제가 자랄 때 저희 아버지는 바빠서 저랑 같이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런 

부분을 좀 해주셨으면 했던 것들을 제 아이에게 해주고 싶어요.”(참여자 8)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랬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싫었죠. 

요즘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나이 드시고 건강도 안 좋고 하시니까 저도 애를 키워보고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해도 되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본받을 일이지만 너무 자기를 버리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니까 아까 애기했지만 기본적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력 그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인드나 훈련이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

럽게 20대가 되었을 때 저와 함께 지내면서 어느 정도 체득만 된다면 그게 저의 롤 모델이 전수

가 된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혼자 알아서 살겠죠.”(참여자 14)         

부모들이 자녀를 보면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을 자녀에게 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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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 태어나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온 존

재인지를 확인하려는 근원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Maslow, 1954; 박신애, 박정희, 2003 재인용). 가령, ‘메밀꽃 필 무

렵’, ‘왼손잡이’ 그리고 ‘발가락이 닮았다’ 등의 소설은 부모와 자녀의 관

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 확인을 갈망하는 인간의 내면이 잘 묘사되어 

있다. 물론 이들은 소설 속에서 나오는 허구적 인물이지만 소설은 현실 

세계를 반영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만큼 한국인들에게 있어 ‘핏줄’과 

‘뿌리’에 대한 열망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보면서 자신을 

닮은 자녀를 발견하고 자녀의 근원인 자신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이

러한 존재적 확인은 인간의 본성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었다.

3) 자녀의 진로 고민

일반적으로 스포츠클럽은 취미그룹과 엘리트그룹으로 나누어 운영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가 스포츠에 재능을 보이면 엘리트 

그룹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부모

의 고민은 자녀의 진로를 운동선수로 선택하는 차원의 문제와는 별개였

다. 즉, 부모들은 보다 실질적으로 엘리트 팀에 자녀를 참여시킬지 아니

면 취미그룹에 남겨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여기서 부모들에게 

엘리트 팀의 참여는 자녀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수행 향상을 위한 

수단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부모들은 

자녀의 재능을 인정받았음에도 엘리트 반으로 옮기는 부분에 있어 고민

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엘리트 반에 들어가면 다른 많은 생활들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아이들은 중간 중간에 갈등은 조금 있었어요. 차라리 대표팀을 들어갈까 대표팀 테

스트도 보긴 했거든요. 근데 대표 팀 테스트를 봤을 때 실력은 비슷하더라고요. 코치님

이 먼저 제의를 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본건데... 대표로 들어가기에는 일주일에 거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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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축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주일에 4번 하루 2시간씩 해야 하고 내년에는 

한번 더해야하고... 학교 생활이외에는 거의 다 축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참여자 4) 

대부분의 아이들은 엘리트 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거

기에서 활동하고 싶어 하지만 부모들은 이러한 자녀의 의견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

기 보다는 자녀에게 더 나은 방향이 무엇인지 고려하여 선택을 하고 있

었다. 즉, 부모의 선택은 자녀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과 취

미 활동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 중 과연 자녀에게 더 이로

운 것은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엘리트 팀에 자

녀를 보낸 부모들은 물론 자녀를 취미 반에 남게 한 부모들도 그 선택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제가 컷트를 한 것인데 지금도 과연 그것을 잘 한 것인가라는 생각은 해요... 우리 

애가 대표팀을 하고 싶다고 하면 한번쯤은 경험을 해보다가 나 너무 힘들어서 그냥 원래 

하던대로 할게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먼저 선택을 막은 것 같은 느낌이 드

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즐기면서 축구를 하자라는 생각에 대표팀을 안 하겠다 했

는데 지금도 가끔 생각은 해요... 그냥 한번 해보게 할 걸...”(참여자 4) 

  “일단은 시켜야죠. 둘째 같은 경우는 축구가 되게 좋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

니거든요. 좋아하기는 한데 잘하지는 않아요. 일단 다른 애들이랑 비교가 되고 늦게 시

작한 것도 있긴 하지만... 글쎄... 선택과 집중의 측면에 있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다

른 것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니까 그런 점들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까...”(참여자 14) 

아이의 진로와 관련된 선택에 있어 그 선택이 자녀를 위한 최선의 선

택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부모들에게 항상 남아 있는 ‘과제’처럼 보였

다. 이렇게 부모들이 선택에 대한 의문을 갖는 것은 이들이 양육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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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자’로서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정말 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이었나 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얘가 그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킨다는 것이 옳은 것이냐... 부모로서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시켰는데 왜 나한테 난리냐... 이런 건 또 부모로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

든 어릴 때부터 뭔가 사람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이 조금씩 바뀌는건데...”(참여자 10)  

부모들은 양육자로서 자녀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 

자녀를 대신해 많은 부분을 결정하고 있었다. 스포츠 활동과 관련해서도 

부모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자녀를 인도하기 위한 선택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들이 선택하는 ‘더 나은 방향’은 그들의 관점과 인식을 반영

한 것으로 스포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작용 할 수밖에 없었다. 부모들

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취미활동으로써 

그리고 진로로써 스포츠였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취미활동으로써 

스포츠에 대한 생각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나 진로에 있어 스포츠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부모들이 자녀의 진로와 관련하여 스포츠를 부정

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운동만 해야 하는 우리나라 

현재 시스템과 1등이 아니면 안되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 자녀를 보내

고 싶지 않다는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부모들의 인식은 그들에게 자녀

의 스포츠 활동을 취미 이상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었으

며, 자녀들의 스포츠 활동에 암묵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사실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는 체육 인재 발굴의 토대를 마련하고 유소

년에게 여가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의 결과이다(김선희, 2007).

이에 현재 학교체육, 방과 후 수업,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스포츠프로그

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많은 유소년들은 여가활동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

여하고 있다. 하지만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통한 인재 발굴과 선수수급

에 대한 목적 달성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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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입장에서는 자녀들이 운동선수가 된다는 것에 안 좋은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선수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대

안이 제시되더라도 운동선수를 둘러싼 스포츠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 해

결이 없이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변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스포츠의 저변 

확대라는 측면에서 스포츠 환경 개선과 더불어 운동선수에 대한 부모들

의 인식변화는 한 번쯤은 고려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사료된다.

4) 부모의 보상행동 

본 연구에 참여한 여성 참여자들 중 3명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참

여자 두 명(18, 12)은 직장생활을 꾸준히 해왔고, 다른 한명(9)은 출산 후 

잠시 일은 그만두고 양육에 전념하다 1년 전부터 다시 직장에 다니게 되

었다고 하였다.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도 다른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가사

일과 자녀의 양육을 거의 전담하고 있었다.

“우리 집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90% 이상 엄마가 양육을 하는 거 같아요. 남자들은 

좀 바쁘기도 하고 그렇다보니까 학업이라든가 교육적인 부분들이 엄마위주로 되는게 많구

요.”(참여자 18)

물론 자녀가 학교에 다닐 정도로 많이 성장 하였지만 어머니들은 자녀

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신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사례자(18)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단축근무

를 하고 있었으며, 사례자(12)는 평소 아이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을 보상

하기 위해 자녀의 스포츠클럽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하

였다.

  “제가 지금 단축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아이가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한 때

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좀 줄이고 단축근무를 하고 있고... 제가 아이들 발레레슨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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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받게 하는 것도 여기 레슨실이랑 제 직장이랑 가까워서... 발레 수업 끝날 때쯤 회사에

서 나와서 잠깐이라도 볼 수 있고...”(참여자 18)

  “집에 있는 엄마들은 계속 아이들과 같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퇴근하고부터 아이

들과 같이 있으니까 이런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어요.”(참여자 12)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어머니들은 직장을 다니지 않은 어머니들

만큼 자녀에게 신경을 써 주지 못한다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모습에서 기특하다는 생

각과 동시에 본인의 일을 자녀에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여기 클럽에 애를 데리고 오는 것을 할머니가 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못 하니까 미안하긴 했어요.”(참여자 18)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계속 애한테 너 스스로 하라는 것 같은 기분도 들

어서... 사실은 되게 미안할 때도 있어요. 다 애한테 전가하는 게 아닌가.”(참여자 9)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가사일과 자녀의 양육은 어머니들이 대부

분 전담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은 

직장과 가사일 그리고 양육의 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

리고 자녀의 스포츠클럽 참여는 이러한 어머니들의 노력 중 하나로 자녀

와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부모의 상태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대

해 조사한 Yang, Telama, & Laakso(1996)의 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즉, 편부모 가정과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들의 스포츠 활동

을 조사한 결과 편부모 가정의 자녀가 일반적인 가정의 자녀 보다 스포

츠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부모들의 경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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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에게 완전한 가정의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채워주

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권장하는 것에 기인한다

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하는데 환경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부모의 스포

츠클럽참여 역시 이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이해 할 수 있다.

다. 부모들 간의 경험

1) 자녀의 양육을 위한 모임 

자녀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면서 부모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관

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스포츠클럽의 구성원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모인 집단으로 부모들은 다양한 직종, 나이, 출신 그리고 스타일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부모들은 서로를 알아가고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하였다.

  “완전 다르죠. 나빠서라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 때문에 만나서 

나이도 다르고 생활환경도 너무 다르고 공감대가 될 수 있는 게 아이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학교를 같은 데를 나온 것도 아니고 지역이 같았던 것도 아니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제가 사실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런 아이와 관련되

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걸 느끼기도 해요. 왜

냐하면, 나와 만나는 사람은 비슷한 눈높이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이의 경우는 다르거

든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르다는 것을 느끼죠... 그래서 좀 더 힘들긴 해

요.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때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참여자 12)

그럼에도 부모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 집단을 유지하는 

것은 자녀라는 이해관계로 모인 집단이기 때문이었다. 즉,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다른 모임에서 공유할 수 없는 자녀

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자녀가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이야기 등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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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서로 마음껏 공유 할 수 있는 것이다.

  “끝나고 나서 밥을 먹거나 그럴 때 아버님이 애기를 해주세요. 오늘 ◯◯이가 이렇

게 해서 뭐 이렇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저기 오늘 ◯◯이 잘했어요.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참여자 6)  

 

  “내가 모르는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대방 엄마들이 내 아이

를 대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12)

또한 부모들은 커뮤니티가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만약 혼자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 했다면 그 과정에

서 힘들어 지쳤을 수도 있었지만,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의지가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열

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있었다.

  “아이를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하는 것을 만약에 지금 몇 년째 계속 혼자 한다면 

중간에 이걸 계속 해야 하나 하고 흔들릴 수도 있는데, 같은 또래 엄마들이 있으니까 힘

이 되는 것도 있죠. 아이들도 서로 같이 뭔가 배워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혼자 배웠

을 때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 같아요. 운동을 다들 열심히 시켜요. 그걸 보면 저도 조금 

더 위안이 되죠.”(참여자 9)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면서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다른 가족들을 알게 되고 서로 관계를 형성하는 역사회화를 경

험하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의 이러한 커뮤니티는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

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 일 뿐만 아니라 양육이라는 힘든 과정을 

서로 의지하며 스스로를 자극시켜주는 ‘동기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다.

Dorsch(2009)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다른 가족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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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고 스포츠 동료들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부모의 사회

적 관계가 확대되었으며,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도움을 얻기 위해 동료

들에게 의존한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부모들의 

커뮤니티가 자녀양육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다양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 부모들 간의 거리감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서로 친밀

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 자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등 팀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면서 서로 자

연스럽게 친밀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이들은 양육

에 대한 신념과 가치관 혹은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마다 가지고 있는 양육의 신념과 가치관이 

다르며,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서로 불편해 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학교에서 형성된 클럽의 경우 이러한 말들이 그룹을 넘어 학교 사

람들에까지 들어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부모들은 서로 더욱 조심하고 있

었다.

  “다른 부모들에 비해서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부모들마다 

양육에 대한 신념이나 방향성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만약 아주 친해진다면 그런 이야기

도 할 수 있겠지만 섣불리 그런 이야기는 안 하죠. 그 대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요.” (참여자 18)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사적인 부분

으로 깊게 들어가서 이러쿵 저러쿵 말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계속 봐야 되

니까 중간 중간에 사실 엄마들도 막 난리잖아요. 말 잘못 나오면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럴 

수도 있어서... 저는 힘들기 싫어서 깊은 관계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어쨌든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사생활이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서로 간에 뭔가 얘기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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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고요.”(참여자 9)

한편, 부모들은 서로간의 관계적 거리감이 클럽 모임을 더 오래 지속

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서로 간에 복

잡한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었다.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애들을 배제하고 친해진 엄마들의 모임은 더 깊은 

사적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이 때문에 모인 엄마들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

요. 그래서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참여자 4)  

 “제가 아는 직장 상사 중에 아이들 축구 모임에서 만나 사람들과 모임을 아직까지 한

다는 거예요. 그 모임이 절대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니

까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저희도 그렇게 갈수 있을 거 같아요. 이런 관계가 되려면 어

느 정도 관계적인 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참여자 8) 

스포츠클럽을 함께 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이라는 이해관계

로 형성되어 있기에 친밀하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를 느끼고 있

었다. 즉, 이들에게 관계적 거리감은 그 팀을 큰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

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들의 관계 맺기는 현

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관계 형성의 방식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즉, 바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현대인들은 깊은 관계보다는 얇고 넓은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얇은 결속력은 현대인들의 관계적 

특성으로 표현되고 있다(Alter & Hage,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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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포츠 양육의 이해

본 장에서는 부모의 스포츠 양육과정과 경험을 통해 부모의 스포츠 양

육에 대한 의미를 도출하고, 그 의미를 사회적 이론을 통해 재해석하였

다. 또한 스포츠 양육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에서 나

타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위들을 기존 양육이론으로 설명하고, 이에 

의해 나타나는 스포츠 양육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가. 스포츠 양육의 의미

1) 자녀 양육의 수단

(1)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스포츠 활동을 통

해서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스포츠클럽을 통해 

정기적으로 또래 아이들과 만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스포츠 활동

을 하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 간의 교감이 이루어기 때문이

었다.

  “몸을 쓰는 걸 하다보면 아무래도 상대방을 위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남

자 아이들은 서로 부딪히면서 친구들하고 느끼는 것들도 있고 관계가 발전되는 경우가 많

은 것 같아요.”(참여자 12)

  “발레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 그냥 사교의 목적으로 보내는 거라

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에요.”(참여자 17)

특히, 부모들은 신체적 능력이 아이들의 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준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현재 참여하는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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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자녀가 잘 수행 할 수 있을 때까지 참여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1학년 때는 운동을 잘 하는게 친구들과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처

음에 서로 잘 모르니까...”(참여자 2)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 중에서도 부모들

이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앞서 스포츠클럽을 선호

하는 이유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들이 자녀를 스포츠클럽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자녀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제’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모르는 분들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한명이 동네에서 친한 분들 중에서 서로 좋아

하고 나름 선별을 해서 왔기 때문에 트러블이나 이런 건 없고 다들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관계는 다들 너무 좋아요.” (참여자 2) 

부모들이 자녀의 사회적 관계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통제하려는 이유는 

비슷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그들의 가치관과 문

화를 공유하고 바른 아이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었다. 즉, 부

모들의 관계적 통제는 자녀가 비슷한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의 문화를 내면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다.

Boudieu(1979)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기존 연구들에서도 부모의 사회

적 상태(경제, 문화, 사회 자본)에 따라 자녀의 스포츠 참여 형태와 자본

형성이 달라진다고 제안하고 있다. 가령, 부모의 경제수준이 높은 아이들

은 골프, 스키 등 고가의 비용이 드는 스포츠에 참여하며 이러한 스포츠 

활동은 같은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제공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배경을 가진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은 단

순히 ‘사회자본’의 형성이라는 가치를 넘어 ‘행동 양식의 내면화’라는 의

도가 담겨져 있다고 본다.

스포츠클럽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고가의 비용이 드는 스포츠 활



- 174 -

동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에서만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스

포츠클럽 활동은 학교 혹은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만

큼 비슷한 생활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서, 부모들은 본인들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클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에게 스포츠클럽 활동은 자

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비슷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아이들과 관

계를 맺는 ‘사회자본’ 형성의 ‘수단’이 된다고 이해 할 수 있다.

(2) 부모의 신념 전수 

부모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아이로 성장하는데 스포츠 활동이 매우 적

합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신

념들은 사회화와 삶의 질적인 차원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스포츠 활동이 

이러한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것이다.

 “경쟁력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집단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래서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축구활동이나 스포츠 활동이 아이의 

리더십이라든가 그런 소셜 스킬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서 시키는 것도 

있어요.”(참여자 7)

  “이런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는 애들이 나중에 커서 더 잘 된다고 봐요. 인간관계도 그

렇고 연봉 일천만원 이천만원 차이가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이 좀 더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참여자 3)

 

“건강에도 좋고 취미활동으로 운동 하나는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참여자 11) 

이처럼 부모들은 스포츠 활동이 사회성, 리더십, 자아발달 등 자녀에게 

필요한 사회적 기술들을 습득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

다. 또한 자녀가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풍부한 경험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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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평생 스포츠에 참여하여 건강한 

인생을 영위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스포츠와 관련된 부모들의 이러한 신념들에 대해서 기존 연구들은 특

정한 계층에서 공유되는 생활양식이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영향을 준다

고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선아(200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적 

상태에 따라 스포츠 활동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자녀의 스포츠 참여기회와 형태에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의 경제적인 부분은 교육수준과 연관되어 있으며, 자녀의 

스포츠 기회와 참여 형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Boudieu(1979)는 이러한 계층적 차이를 경제적인 차원에

서 뿐만 아니라 ‘문화자본’으로 설명하고 있다. ‘문화자본’은 그들이 소속

된 환경에서 공유되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등으로 교육에 의해 재생산

되며, 계층적 차이를 사회에서 드러나게 하는 작용을 한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의 인식과 행동 양식은 그들이 소속된 사회에서 공유되는 문화자

본으로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전수하고 재생산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소년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난 부모들의 신념과 인식은 중⦁상

류 계층에서 공유하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며,

이러한 ‘문화자본’을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자녀에게 ‘전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부모의 관계 형성

(1)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들은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스포츠 활동이 도움이 된

다고 느끼고 있었다. 자녀의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스포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으로써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스포츠클럽 활동의 참여로 인해 자녀가 부모의 애

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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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에는 들어와도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만약 이것을 안했다고 하면 제 생각

에는 아이와 서먹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3)

   

  “수업 끝나면 아빠들이랑 뛰자고 해서 얘들이랑 같이 운동을 해요. 애들하고 같이 운

동하면서 교감도 하고... 언제 같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운동을 하겠어요.”(참여자 1)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나오는 것도 있죠. 부모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

다... 부모가 보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도 애가 신경을 쓰더라고요.”(참여자 5)

부모가 자녀와 소통하기를 바라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당연

한 현상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부모와 아이들은 바쁜 스케줄을 소

화해야 하고 이로 인해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평일에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부

모들은 자녀와 교감할 수 있는 소통의 수단으로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성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가족 관계에 대해 연구한 Coleman(1994)은 가족 내 사회자본이 자

녀의 발달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제안하며,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내에서 

형성되는 사회자본이 나타나지 않을 때 부모의 경제⦁인적자본은 자녀에

게 다른 자본으로 활용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경제자본과 인

적자본이 풍부할지라도 가족 내 사회자본이 형성되지 못한다면 부모의 

경제⦁인적자본은 자녀에게 의미있는 자원으로 활용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이대영, 2011).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도 

본인들의 가치와 신념을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녀에게 전수하고 이를 잘 

내면화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

다.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가치를 전수하기 위해서는 자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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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무 많은 걸 아이한테 요구를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힘들

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했던건데 아이의 마음

에 상처를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자, 3)

이렇듯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을 위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고 다양

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여부에 따라 자녀에게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적 성장을 위

해서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근본

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친밀함 그 이상의 정서적 유대감으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Boudieu는 인간의 행동은 자기중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며, 사회적 자본도 다른 자본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가치를 위해 

형성하지만 가족의 경우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안하였다

(Leonaed, 2005).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관계를 맺

게 되며,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정서적, 유전적으로 얽혀 있기 때

문에 이익의 여부에 따라 선택할 수 없는 사회적 자본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대변하듯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자녀와 소통하고 정서적

인 교감을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있

었으며, 자녀의 교육적 성장은 이러한 관계 형성에 의해 자연스럽게 따

라오고 있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

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으며, 스포츠 활동은 부

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 부모들 간의 관계 

자녀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면서 부모들은 팀의 구성원으로써 같은 팀

의 부모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하고 있었다. 이처럼 

부모들이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녀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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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어 부모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스포츠클럽 팀을 형성할 때도 부모들 간의 관계가 크게 작용할 뿐만 아

니라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서부터 학업 및 학교생활까지 다양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다.

  “축구를 시작한건 1학년 때 학교에 입학하면서 8명 모아가지고 축구클럽 합시다 이렇

게 해가서 시작 했는데... 여기에 있는 아줌마들과 친하니까 여기서 축구해보면 어떻겠냐고 

해가지고 이리로 옮겨서 축구를 하게 된 거죠.”(참여자 7)

  

  “사실 학교 엄마들을 따로 만나는 게 부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보면

서 얘기도 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좀 편한 거죠. 일부러 따로 약속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이를 데려다주러 온거니까 그러면서 얼굴 보면 어색하지도 

않고...”(참여자 9)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부모들의 관계 맺기는 앞에서 논의한 

Boudieu(1979)의 ‘사회자본’으로 설명될 수 있다. Boudieu에 따르면 사회 

자본은 “서로 알거나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도

록 만들어주는 실질적이거나 잠재적인 자원의 집합체”로서 “집단 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멤버십”을 의미한다

(Boudieu, 1968; 남상우, 2012 재인용).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그룹에서 

요구하는 자본의 논리를 이해하고 이를 획득하는데 ‘사회자본’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는 부모들

의 관계는 스포츠 양육이라는 장 안에서 요구하는 자본의 논리를 이해하

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사회자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인간의 행동은 자기중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며, 사회적 자본도 

다른 자본의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가치를 위해 축척한다는 점에서 부

모들이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자본’이 다른 

가치로 전환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부모들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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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은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정보의 공유뿐만 아니라 자녀의 스포츠클

럽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었으며,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지속하는

데도 동기를 부여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들에게 

스포츠 양육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을 위한 부모의 ‘사회자본’을 의미한

다. 또한 부모들은 이와 같은 ‘사회자본’을 통해 스포츠 양육에 입문하고 

서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들만의 스포츠 양육의 문화를 내면화

하는 ‘문화자본’의 의미도 되새기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여기 엄마들과 잘 맞아요. 같이하는 게 많아요... 아이활동 중에 교육적인 활동을 늘 생

각하는 엄마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이렇게 좋은 애기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참여자 10)

한편, 스포츠클럽에서 부모들의 관계는 친밀하지만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모들의 관계 형성은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관계 맺기의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부모들 간의 경험’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얇은 결속력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관계적 특성으로(Alter & Hage, 1993) 현대인들

은 깊은 관계보다는 얇고 넓은 관계를 추구한다.

“제 스타일 자체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이도 개인지도를 받게 하는 

것을 좀 더 선호해요... 부모님들마다 양육에 대한 신념이나 방향성이 다를 수 있고 그래

서 섣불리 그런 이야기는 안 하죠.”(참여자 18)

  “사람들은 다 똑같잖아요. 내가 굳이 먼저 가서 말을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다 하

게 되는데 그건 내 입장인거고... 내 아이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말을 해서 좋은 관계를 가

지고 우리 아이가 좋은 분위기 안에서 어울려서 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참여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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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인들의 관계적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는 부모들의 관계는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의 구성원

들은 대부분 지역 혹은 학교와 관련된 인연으로 부모들은 이들과의 관계

가 지역 혹은 학교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서로 조심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클럽 안에서 부모들 간의 평가는 지역에서 

자신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교생활과 스포츠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학교에 있었으면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동네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엄마들이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 

같아요. 동네에서 부모들이 서로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동네에서는 계속 봐야 하고 내가 

빠지고 싶어도 책임이 우리 아이한테 다 오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들죠.”(참여자, 8) 

이처럼 스포츠클럽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이라는 이해관계로 결집된 집

단으로 스포츠클럽이라는 ‘장’ 안에서 부모들은 자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이를 활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는

데, 이는 현대사회의 중⦁상류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더불어 지역 혹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클럽의 환경이 부모

들 간의 관계 형성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스포츠와의 관계 

자녀의 스포츠클럽 참여는 부모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지식과 안목을 

넓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스포츠에 관심이 없었던 부모들

에게도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이끌게 하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만

들고 있었다.

  “한번 가봤어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기를 보러 갔어요. ◯◯이가 축구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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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까 축구를 한번 보러 가야겠다 해서 보러 갔어요.”(참여자 5) 

 “예전에는 수영이나 이런 거 하면 그냥 봤는데 요즘에는 자녀가 하는 거니까 좀 더 관

심 있게 봐요. 그리고 수영이나 축구 같은 종목은 규칙이나 그런걸 알게 되니까 더 재미있

는 것 같아요. 나도 취미로 할 수 있는 스포츠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참여자 11)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클럽 활동에 동참하면서 스포츠에 대한 

안목을 확장하고 경기를 관람하는 등 스포츠에 대한 ‘취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취향’의 형성을 Boudieu는 ‘문화자본’의 획득이라고 

보았다(남상우, 2012). 즉, 문화자본은 개인의 ‘취향’으로 나타나는데 가령 

여가시간에는 무엇을 하고, 어떤 스포츠를 즐기는가와 같은 취향이 개인

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본의 반영으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부모들이 스포츠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여가시간에 스포츠를 관람하

는 등의 행위는 스포츠에 대한 취향이 생겨난 것이고, 이는 스포츠에 대

한 문화자본이 획득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

은 스포츠에 대한 부모의 취향이 자녀의 스포츠 활동 참여로 인해 형성

되었다는 점이다. 즉,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성장 및 사회화라는 양

육의 목적을 가지고 스포츠클럽에 참여하지만 오히려 스포츠에 대해 관

심을 가지게 되어 자녀와 함께 경기를 관람하거나 스포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등 그들의 삶속에 스포츠가 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또한 스포츠에 대한 부모의 문화자본의 획득은 그들의 삶을 보다 건강하

고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긍정적인 기능

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스포츠는 부모에게 자녀양육의 수단적

인 의미를 가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문화활동

의 확장’의 의미가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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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포츠 양육의 특징 

1) 기존 양육이론의 한계

(1) 스포츠 양육태도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관계와 이러한 정서적 관계에 따른 

양육행동들을 의미한다. 즉, 양육태도를 이론화 한 학자들은 부모가 자녀

에게 애정 혹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녀를 대하는 행동과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본다. 양육태도를 모델화한 여러 이론가들 중에서 

Schaefer는 애정과 통제의 정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를 모델화하였다.

Schaefer의 모델을 보면 애정-적대 축과 자율-통제 축이 있으며, 이 축을 

기준으로 다시 애정-자율, 애정-통제, 적대-자율, 적대-통제로 구분된다.

첫번째 차원인 애정-자율적 태도의 부모는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대화

를 나누며,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두번째 차원은 애정-통제적 태도로 부모는 아동에게 애정을 가

지고 있지만,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아

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세번째 차원은 적대

-자율적 태도로 이러한 부모는 아동에 대한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어 아

이가 마음대로 행동하게 내버려 두는 태도를 보인다. 네번째 차원인 적

대-통제적 태도는 부모가 아동에게 애정이 없지만 아동의 행동과 심리를 

통제하려는 독재적인 태도를 보인다.

Schaefer가 제시한 양육태도에 따라서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서 나타나

는 부모의 양육은 애정-자율 그리고 애정-통제적 태도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

었으며, 이러한 부모들의 애정이 스포츠클럽 활동의 참여로 이어지고 있

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스포츠 양육에서 적대-자율, 적대-통제적 

태도는 발견되지 않았다.

양육태도에서 애정의 두 가지 차원은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애정이 어

떠한 방법 혹은 행위로 표현되느냐에 따라 애정-자율 그리고 애정-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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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태도로 구분될 수 있다. 가령, 애정-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들

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과 관련하여 선택을 해야 할 때 자녀의 의견을 적

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자녀가 스포츠 활동을 

힘들어 하면 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것을 꼭 시켜주는 편이에

요.”(참여자 10) 

“남자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운동을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학교이야기도 하고 

친구 이야기도 하고... 어디 걸어가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다 남자들이다 

보니까 다정다감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참여자 12) 

“전공을 할 것도 아닌데... 저 애들은 너보다 더 오래 했으니까 잘하는거다 이렇게 얘

기도 하고 토닥여 주죠.”(참여자 11) 

한편, 애정-통제적 양육태도의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과 관련해

서 본인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먼저 제시하고 그 의견에 따르기를 

바라고 있었다.

  “큰애에 대한 기대가 크기도 하니까 과도하게 이것저것을 요구를 했었고 시키기도 하

고 그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애가 많은 것을 하기는 했는데 너무 많을 걸 하다 보

니... 자기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하라고 하면 사춘기임에도 불구

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게 내가 하고 싶은건지 엄마가 시켜서 하는건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참여자 12)

이와 같이 자녀의 스포츠클럽에 동참하는 부모들의 양육태도는 

Schaefer의 이론으로 부분적인 설명이 가능했다. 그러나 스포츠클럽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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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전반적인 양육을 Schaefer의 이론으로 설명하

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첫째로,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는 부모들의 양육태도를 네 가지 차원

에서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Schaefer의 양육태도는 정서적 

관점에서 부모의 애정정도에 따라 양육을 유형화 하였다. 그러나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게 높은 ‘애정’을 보이고 있었다.

즉, Schaefer가 제시한 양육태도모델에서 ‘적대감’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설명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을 2가지 양육태도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둘째로, 양육태도이론은 부모들의 양육태도가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유아기 때 애정-통제적 태

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애정-자율적 

태도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녀가 어릴 때는 자녀에게 

의사를 묻고 의견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스스로 자녀에게 필

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하여 

자신의 선호도가 분명해지고 의견을 부모에게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됨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는 양육의 태도도 변화되

고 있었다. 실제로 사례자(4)는 자녀가 처음 축구를 접하게 되었을 때는 

자녀가 너무 어려서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으며 축구라는 

종목조차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참여시켰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여 초등학생이 되었고 이제는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의

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 축구를 접한 게 5살 때쯤인데 그때는 애가 너무 어려서 뭘 하고 싶은지 의사

소통이 잘 안되니까 일단 시켜보는 거죠.”(참여자 4)  

“애들이 싫어한다고 하면 안 시키죠. 본인이 싫어하는 일을 저는 억지로 시키고 싶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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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요.”(참여자 4)

또한 스포츠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목적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 가령, 사례자(7)는 자녀

가 축구클럽에 참여하고, 다른 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의견을 

대부분 수렴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수행적인 발전을 하기 바라던 아버지

는 자녀가 코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모습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학교 애들 하고 방과 후 수업으로 조금씩 하다가 재밌어하더라고요... 같은 반 친구

가 여기 축구클럽을 같이 하자고 해서 참여하게 된 거죠.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리

로 옮긴 거죠.”(참여자 7)

  “코치선생님 말을 안들을 때면 저한테 혼나죠. 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요인으로 꼽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선생님이나 지도자의 말을 안 듣고 따르지 않

는 거요. 아빠는 이걸 정말 싫어한다 라고 말하죠.”(참여자 7)

양육태도는 부모의 애정과 통제 정도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을 개념화

한 이론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모두 자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애정의 표현이 자율적으로 그리고 통제적으로 나타

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들이 언제나 자율적 혹은 통제적인 태도만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즉, 통제적인 태도를 보였던 부모들도 자녀가 성

장하면서 자율적인 태도로 변화 하였으며, 자율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

들도 뚜렷한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자녀에게 통제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상황적 맥락

과 그들의 신념에 따라 다른 양육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양육을 

태도로 개념화한 학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기보다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인 관계에만 집중함으로써 변화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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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 양육행동 

양육행동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나타나는 행위들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을 행동으로 개념화한 학자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가하는 처벌, 인내, 대응, 규칙 그리고 실행들과 같은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양육행동 모델은 다양한 환경들에 대한 부모의 양육수행

들을 범주화함으로써 구성되었다.

부모의 행동들을 분석하여 모델화한 Becker(1964)는 부모의 양육모델

을 엄격-허용, 애정-적대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준

을 조합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을 애정과 통제의 정도에 따라 설명하였다.

즉, ‘높은 애정과 높은 통제’의 부모일 경우 구조적인 양육행동을 보인

다. 또한 이러한 부모의 특징은 자녀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

에 자녀가 부합하도록 강요하지만 자녀를 신뢰하고 온정과 지지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높은 애정과 적당한 통제’의 경우는 민주주의적인 행동

을 보이는 부모들로 이러한 부모들은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며, 자녀에게 온화와 지지적인 행위를 보인다. 또한 ‘높은 애정과 허

용’의 경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관대한 행동을 보이는데 명백한 표준과 

한계가 결여된 특성을 보인다. 반면, ‘낮은 애정과 높은 통제’의 부모들

은 통제적인 양육행위를 보이며, ‘낮은 애정과 적당한 통제’의 부모들은 

적대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은 애정과 낮은 통

제’의 부모들은 자녀를 방임하는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

다. 이처럼 양육행위 이론도 양육태도와 같이 부모의 애정과 통제의 정

도에 따라 양육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양육행위에서의 통제는 자

녀에게 ‘기준’과 ‘규칙’의 의미로 양육태도에서의 통제보다 그 개념이 구

체적이다.

Becker(1964)가 제시한 양육행동 모델에 따라서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은 ‘높은 애정과 통제’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Becker(1964)의 양육행동 모델 역시 부모의 애정과 

통제의 정도에 따라 범주화했기 때문에 낮은 애정과 통제적 측면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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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들은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부모들은 각각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과 자

녀의 행위를 포옹하는 ‘범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기

본적인 규칙은 자녀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양육행동으로 

나타났다. 가령,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 중 ‘구조적인 유형’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성인의 숙련된 수행기술을 자녀가 구현하도록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 기준에 맞고 안 맞고가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애들도 하는 행동들이 

제 기준의 범위보다 넘어가면 너는 그거 아니야 라는 식의 압박이 들어가요... 운동도 마

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에서 제 나이보다 숙련된 것을 요구를 하니까 아이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제가 잘못 된거죠.”(참여자 14) 

또한, 민주주의적 유형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기본적인 규칙들을 세우

고 그 규칙 안에서 자녀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다. 그

리고 이러한 부모들의 일반적인 규칙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서도 적용

되고 있었다.

“허용은 해주는데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들은 있죠.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스스로 안할 수 있게... 만약에 운동을 한다고 하면 스스로 운동을 하는 시간을 정해서 

할 수 있게 알아서 자기들이 통제하더라고요.”(참여자,10)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은 있지요. 방관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저희는 기본적인 예절 그리고 배려, 양보 그런 부분에서 명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 축구 시합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부딪치고 할 수 있자나요. 그러면 먼저 친구한테 괜찮

아 물어봐주고 친구를 배려해야 한다고 하죠. 그런 모습에 우리가 또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

고 기본적으로 같이 사는 세상에서 그런 부분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해서.”(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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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er(1964)가 제시한 양육행동 모델로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모

들의 양육행동을 살펴 본 결과, 부분적인 설명이 가능 했다. 연구에 참여

한 부모들은 각각 자녀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규칙’이 있었으며, 이러한 

‘기준’과 ‘규칙’은 자녀를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의 양육행위들을 Becker의 이론으로 모두 설명

할 수는 없었다.

Becker의 모델 역시 Schaefer의 모델과 마찬가지로 양육행동을 차원적

으로 접근하여 부모의 양육을 유형화하였다. 따라서 스포츠클럽에 참여

하는 부모들에게는 낮은 애정과 통제적 양육행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모들의 특성상 높은 애정은 양육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육행동 이론에서 ‘통제’는 자녀와 관

련된 부모의 ‘기준’과 ‘규칙’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과 ‘규칙’을 

부모가 온전히 결정하고 자녀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라 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규칙을 결정할 때 자녀와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제적 수준이 높은 ‘구조적인 유형’의 

부모의 경우에도 자녀의 행동적 규칙을 정할 때 자녀와 서로 합의를 통

해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다.

  “11살, 9살이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다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예전에는 부모님의 말이 법처럼 됐지만 지금은 부

모들이 그렇게 키우지 않으니까... 서로 타협을 하죠.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게임을 할 

때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토요일에는 몇 시간 이상은 하게 해주거든요... 대신에 그전에

는 절대로 안된다고 하면 그 애들도 수긍을 하고 그때까지는 안 해요... 그런 규칙을 정

할 때 항상 횟수나 시간 이런 것을 서로 타협해서 하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도 수

긍을 하는 거죠.”(참여자 14)

아울러 통제적 측면에서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모두 엄격한 기준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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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들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규칙들에 대해서는 강요를 하고 있었

다. 물론, 그 기준과 수준은 부모들 마다 각각 다르지만 구조적인 유형이

나 민주적인 유형의 부모들도 자녀의 성장 혹은 사회화에 있어 매우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규칙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상

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그 수준을 조절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엄마들이 규격화하여 생각

하고 있잖아요. 행복해지려면 그런 조건들을 어느 정도 갖추어야 되고 그 부분은 사실 좀 

힘들긴 해요... 아이가 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아

이가 싫어한다 해도 어쩔 수 없이 하게 하죠.”(참여자 12)

  “지금까지는 아이가 습관을 들이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아침에는 일어나

서 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 해야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습득

하고 습관적으로 자기가 혼자서 할 수 있게 저는 바라고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도 공

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계속 중 고등학교 때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고학년 올

라가면 거기에 대한 요구를 제가 좀 더 하게 될 것 같아요.”(참여자 4)

특이한 점은 아이의 특성에 따라 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달

라진다는 점이다. 가령, 수영클럽의 어머니는 자녀의 비만 해결이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에 자녀를 참여 시키고 있었다. 반

면, 축구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자녀의 아버지는 자녀의 부족한 사교성을 

극복시키기 위해 팀 스포츠에 자녀를 보내고 있었다.

  “저희 아이가 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해요. 평소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늘어져 있

고 지금은 좀 비만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이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이 되는 무언

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수영은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30분 이상은 

걷게 하고 될 수 있으면 몸을 움직이게 하고 있어요.”(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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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도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축구를 시키는게 단체 활동이니까 제가 느

껴요... 아이도 저를 닮아서 혼자하는 활동을 더 좋아하는 것을... 근데 사회성이 필요하

잖아요. 그래서 단체운동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죠.”(참여자 8)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의 특성에 따라 성장과 관련된 신념의 차이가 있

었고 이에 따라 자녀의 ‘규칙’과 ‘기준’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그들

만의 기준과 규칙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Becker의 양육행동 모델에 따라 

‘구조적인 유형’과 ‘민주적인 유형’으로 구분되어 설명될 수 있었다. 하지

만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높은 애정을 기반으로 자녀의 스포

츠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어 낮은 애정과 통제적 측면은 나타나지 않았

다. 또한 Becker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그들만의 기준과 

규칙으로써 자녀를 통제한다고 보고, 이를 기준으로 부모의 양육을 유형

화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자녀의 스포츠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기준’ 혹은 ‘규칙’들은 ‘부모들의 신념’과 ‘아이의 특성’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 다르게 적용되고 있었으며, ‘자녀와의 조율’을 통해서 

변형되기도 하였다. 이에 Becker가 제시한 양육행동 모델 역시 스포츠클

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을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의 이론적 관점에서 부모의 스포츠 양육 

과정을 살펴보았다. 먼저 양육태도와 양육행동의 이론가들은 부모의 양

육을 애정과 통제 차원에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

여한 모든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높은 애정을 기반으로 스포츠클럽에 참

여하고 있었다. 또한 양육태도와 행동을 연구한 학자들은 부모가 자녀에

게 영향을 준다고만 인식하고 자녀가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동 성향과 부모의 신념에 따

른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이

에 양육태도와 행동이론으로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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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데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판단된다.

(3) 스포츠 양육스타일

Baumrind는 부모의 애정을 ‘따뜻함’과 ‘관여’로 보았으며, 부모의 ‘반

응’과 ‘요구’를 기반으로 부모 양육스타일을 구별하였다(Baumrind 1991;

Darling & Steinberg, 1993 재인용). 여기서 부모의 ‘반응’은 자녀의 기질 

혹은 개성을 참고하여 나타나는 반응이며, ‘요구’는 사회화를 위한 부모

의 바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반응과 요구에 의해 구별된 3가지 양육

스타일들은 권위있는(Authoritative), 권위적인(Authoritarian), 허용적인

(Permissive)이다(Baumrind, 1967). 먼저 권위 있는 부모는 높은 요구와 

반응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로 부모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가이드를 할 때 적극적이나 너

무 과하지 않고 방행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며, 자녀에게 가혹한 징

계보다는 지지를 많이 사용한다. 반면, 권위적인 부모들은 높은 요구는 

하지만 낮은 반응을 보이는 스타일로 복종과 지위에 중요성을 두며, 일

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설명없이 복종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허용적인 부

모들은 높은 반응을 보이나 낮은 요구를 보이는 스타일로 자녀들에게 매

우 관대하며 자녀 스스로 자제하기를 기다리고 대립되는 상황을 회피한

다(정택용, 2011; 한순옥, 1997; Baumrind, 1967).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양육스타일을 Baurmrind의 양육 모델의 관점에

서 보았을 때 권위있는, 허용적인 그리고 권위적인 부모의 스타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화와 관련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의 사회화를 위해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

한 요구들은 자녀들의 개성과 특성을 반영한 요구들이었다. 먼저, 높은 요구

와 반응으로 설명되는 권위있는 양육스타일을 가진 사례자(8)는 자신이 원하

는 바를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하며 자녀에게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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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살면서 느끼기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아이한테 얘길 하

죠.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참여자, 8)

 

또한, 사례자(8)는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포츠 활동을 제안하고 있

었으며, 자녀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요구의 수준을 변경 혹은 수정하기

도 하였다.

  “아이도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축구를 시키는 게 단체 활동이니까... 사회

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체운동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거죠.”(참여자 8)

“팀 스포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가 힘들다고 해서 다른 것들은 그만두고 지금은 축

구만 하고 있어요.”(참여자 8)  

권위있는 스타일로 설명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자(12)는 자녀와 갈등

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엄격한 처벌 대신 대화를 통해서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있었다.

  “큰 애는 자기가 싫은 점은 표현을 정확히 해요. 그러면 싫다는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키는 것이죠. 네가 싫은 것은 이해를 하겠으나 네가 지금 싫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결과

는 이런 것이다. 그런 결과에 다다랐을 때 네가 정말 후회하지 않으려면 싫더라도 이 부

분은 꼭 해야된다.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참여자 12) 

반면, 허용적인 스타일을 가진 사례자(9)는 자녀에게 낮은 요구와 높은 

반응을 보였는데, 가령 자녀에게 요구를 하기보다 자녀의 의견을 적극적

으로 수용하고 있었다.

  “저는 아이의 의견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요구하기 보다는 보통 애가 

먼저 애기를 하면 고마운데...”(참여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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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는 그냥 쭉 했던 건데 또 애가 너무 싫어해서... 공부 안다닌다고 해서 다니지

말라고 했더니... 또 다니고 싶다고 하고 그냥 그런 식이에요.”(참여자 9)

이러한 허용적인 스타일의 사례자(12)는 자녀를 통제하기보다 스스로 

어떤 일을 하거나 혹은 자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아이가 스스로 할 때 까지 기다려 줘요. 그게 공부든 운동이든 아이가 원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럼 그때 가서 지지를 해 주죠.”(참여자 9)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 중 권위적인 스타일로 설명될 수 있는 사례자

(14)는 실제로 자녀들에게 높은 요구를 하고 있었다. 또한 설명이 없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으로 자녀들이 복종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스포츠 할 때는 아이들이 약간 두려워하죠. 요즘에는 배드민턴을 치러 나가서도 제

가 자꾸 행동교정을 하려 하고... 솔직히 이게 몇 번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자세를 계속 얘기를 하게 되고... 얘기를 하다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고 그럼 

톤이 높아지고 그러면 아이들은 하기 싫다고 하죠.”(참여자 14) 

Baumrind(1991)의 양육스타일 모델은 기존의 양육모델과 다르게 부모

의 애정을 따뜻함과 관여로 보았으며, 애정을 기반에 두고 ‘요구’와 ‘반

응’이라는 두 가지 속성으로 유형화 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 속성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권위있는, 허용적인, 그리고 권위

적인 양육스타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양육스타일 모델에서 부모의 ‘요

구’는 사회 환경을 반영한 사회화의 요구로써 양육의 목적과 가치라고 

할 수 있다(Darling & Steinberg, 1993).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스포

츠클럽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목적과 가

치를 자녀에게 스포츠 활동을 통해 ‘요구’함으로써 자녀의 사회화를 유

도하고 있었다. 또한 ‘반응’은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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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스포츠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양육의 속성인 ‘애정’, ‘요구’ 그리고 ‘반응’이라는 개념은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는 일방향적인 기존의 모델들에서 설명할 수 없었

던 부분들의 설명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Baumrind의 양육스타일모

델로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양육행위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었다. 권

위적인 스타일의 부모들도 상황적인 맥락에 따라 자녀와 소통을 하고 자

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며, 허용적인 스타일의 부모들도 때로는 

자녀에게 본인들의 요구를 강요하기도 하였다.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무조건 내말을 들어야 한다 라기 보다 상황에 따라 서로 

타협을 해요. 그래야 제 아이의 행동도 변화하니까.”(참여자 14)

  

“애가 수영을 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저나 남편은 수영은 좀 꾸준히 배우게 하려고 시작

을 한거라 어떻게든 보내게 하려고 하고 아이는 너무 가기 싫다고 하고... 그래서 남편이

랑 고민을 하다가 안되겠다 싶어서 다른 수영클럽으로 옮겨서 다니게 했죠.”(참여자 9)

 

양육스타일에서의 ‘요구’가 자녀의 사회화에 대한 부모의 목적이 반영

된 것이라고 해도 자녀의 사회화와 관련된 다양한 목적들 중에서 부모가 

어떠한 부분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양육스타일은 달라지

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의 양육스타일의 변화는 기존의 다른 양육모델들

에서도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으로 부모의 양육을 유형적으로 접근한 이

론들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형적인 양육이론들은 상황

적 맥락과 부모의 신념에 따라 유동적일 수 없으며, 부모의 변화하는 양

육스타일들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한편, Darling과 Steinberg(1993)는 이러한 양육스타일의 유형론적인 한

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양육스타일의 개념을 제안했다. 그들은 

자녀의 사회화라는 부모의 양육목적이 ‘행동’과 ‘태도’로써 나타나 자녀

의 사회화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에 대한 속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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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양육행동’과 ‘양육스타일’을 제안했다. 여기서 양육행동은 부모가 가

지고 있는 구체적인 가치와 목적을 표현하여 직접적으로 자녀의 사회화

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양육스타일은 부모에 의한 일반적

인 정서적 분위기로 자녀의 사회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Darling과 Steinberg(1993)는 부모

의 양육행동과 스타일을 구별하고 부모의 행동과 스타일이 자녀의 사회

화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즉, 부모가 가지는 구

체적인 목적과 가치에 따라 행동과 태도가 달라지는데 행동은 이러한 부

모의 목적을 반영하여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양육스

타일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양육의 목적이 무엇이고 얼마나 그 목적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권위있는 혹은 권위적인 스타일이 될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스타일은 부모의 직접적인 행동과 자녀의 

사회화를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모들 역시 자녀의 성장과 사회화의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클럽에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들은 이와 같은 목적

들을 달성하기 위해 클럽참여, 축구연습, 경기관람 등 구체적인 행위를 

수행하고 있었다. 가령, 사례자(3)는 자녀의 사회성을 발달시키려는 목적

을 가지고 자녀를 축구클럽에 보내게 되었으며, 자녀가 축구를 지속적으

로 다닐 수 있도록 아이와 함께 축구클럽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단체 스포츠가 좋은게 사회성을 많이 길러주니까... 제가 처음부터 데리고 다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가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참여자 3) 

또한, 부모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자녀가 잘 내면화 할 수 있도록 자녀

의 스포츠 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부모의 긍정적

인 태도는 부모의 피드백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었으며, 자녀가 스포츠 

활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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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럽게 다가가서 이야기 해주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잘

할 수 있어 라고 격려도 해주고... 아직은 아이들이 칭찬받는 걸 더 좋아해서 축구하다 실수를 했

다든지 몸이 안 좋은 날은 더 많이 칭찬을 해주죠.”(참여자, 3)

이처럼 클럽활동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녀들에게 스포츠 

활동을 열심히 하게 하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녀의 

사회화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

동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간접적으로 자녀의 사회화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고 운동장으로 뛰어 들어간다. 아이들끼리 서

로 모여서 이야기를 교환한 후 축구공을 가지고 뛰어놀기 시작한다. 뒤 늦게 온 아이들도 

곧 합류하여 다 같이 공놀이에 정신이 없다.”(관찰일지, 2015 10. 17) 

  “제가 봤을 때는 학교생활도 보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축구에 대한 그런 자신감 같은 

것이 생기니까 나는 잘 할 수 있어 난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4)   

물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들의 이러한 지지가 자녀들이 내적인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인터뷰 및 관찰을 

통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클럽활동을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이들은 적어도 2~4년 이상 클럽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내적인 동기가 아닌 외적인 동기로 몇 년 동안 스포츠클럽 활

동을 지속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부모의 행동과 정서적 지지가 자녀의 

내적인 동기에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의 행동

과 양육스타일은 궁극적으로 자녀의 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간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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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Darling과 Steinberg(1993) 양육 모형  

한편, Darling과 Steinberg(1993)의 양육이론은 부모의 구체적인 양육 

목적과 가치에 따라 양육행동과 양육스타일이 달라진다고 본다. 가령, 사

례자(7)은 평소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녀의 

축구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가 축구활동을 

그만 두고 싶어 했을 때 자신의 의견을 자녀에게 관철 시키려는 스타일

을 보였다.

“계속 그랬죠. 이런 부분은 네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줬죠... 

일단은 해보고 너무 힘들면 그 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자라고...”(참여자 7)

이와 같은 경우에 부모가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자녀의 사회화라는 목적

에 얼마나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양육행동과 양육스타일은 달라진

다. 즉, 사례자(7)는 자녀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 대화라는 구체적

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사례자(7)는 자녀의 스포츠 참여에 큰 가치를 둠

으로써 본인의 의견을 자녀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권위적인 스타일의 대

화법을 사용하였고, 이는 자녀의 내적 동기에 영향을 주어 궁극적으로 



- 198 -

자녀의 사회화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 할 수 있다.

Darling과 Steinberg(1993)는 양육스타일을 넓은 의미로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유형적인 양육 모델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다양한 부모의 양육스

타일을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목적과 가치가 양육스타

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목적과 가치 이외에 양육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스포츠 환경

이 탐색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참여한 몇몇의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면서 자녀에게 수행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고, 이러한 기

대로 인해 부모의 양육행동과 스타일이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

포츠와 관련된 부모의 성 고정관념은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있어 부모의 

행동과 태도로 반영되고 있었다.

이처럼 양육스타일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을 기반으로 부모의 신

념이 행동과 스타일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스포츠클

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전반적인 양육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가이드를 

제공해주었다. 하지만 양육스타일 이론은 부모의 목적과 가치 이외에 부

모의 양육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스포츠

클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스타일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

어 보인다. 따라서 스포츠클럽이라는 환경적인 맥락 안에서 부모의 양육

을 살펴보고 이들이 가지는 독특한 양육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2) 부모의 스포츠 양육 내용

① 애정과지지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부모들은 스포츠 활동이 자녀의 성장

과 사회화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었으며, 자녀의 스

포츠 활동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가 스

포츠 활동에 참여하여 올바르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행동적⦁정서적 지지

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의 행동과 태도는 자녀에 대한 높은 애정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현상으로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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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녀에 대한 높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한테 모든 걸 해주고 싶어요. 경기도 보러가서 아이가 이런데 관심을 가지게 하

고 싶고 그래서 경기가 있으면 보러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참여자 1)

부모의 애정을 기반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태도와 지지행동들은 스포츠

클럽의 환경과 부모의 신념이 함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었다. 예컨대,

스포츠클럽은 소수정원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부모들은 그 안에서 자

녀가 또래 아이들과 잘 어울리기를 바라고 있었다. 특히, 수행력이 떨어

지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와 다른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에 대해 걱

정하고 있었다. 이에 부모는 자녀의 수행력 향상을 위해 함께 연습을 하

고 경기를 보러가는 등 행동적인 지지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 코치님이 안볼 때는 잘 하는 아이들끼리 공을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잘 해야 아이들이 너한테 공을 준다. 그 정도 실력이 될 때 까지 남들 보다 조금 

더 연습하면 된다. 그래서 주말에 같이 연습도 하고 동영상도 보고...”(참여자 8) 

또한 자녀가 대회나 경기를 하게 되면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감을 가지

고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하고 있었으며, 경기에 패했을 경우 

자녀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등 정서적인 지지를 하고 있었다.

  "그냥 같이 아쉬워하는 거죠 뭐... 괜찮아 그런 말들을 하죠.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거고." (참여자 5) 

이처럼 부모의 스포츠 양육은 무엇보다도 자녀에 대한 높은 애정을 기

반으로 다양한 지지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적극적인 양육행위와 태도는 부모의 애정과 더불어 스

포츠클럽이라는 환경으로부터 촉진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스포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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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는 단순히 자녀의 교육을 위해 보내는 학원의 개념이 아닌 부모

들이 자체적으로 형성하고 운영에도 개입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된 것이

다. 이에 부모들은 자녀가 스포츠클럽에 잘 적응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하는 등의 지지행위를 하게 된다

고 이해할 수 있다.

② 적극적인 관여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참여시키기 위

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누구와 어떤 종목에 참여할지 선택하고 있었으

며, 자녀의 스케줄 관리 및 구성원들과의 관계 형성 등에도 적극적인 관

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친구가 아니라 다섯 살 될 때 그때 처음 동네 애들끼리 모여서 축구팀을 만든 거

예요.”(참여자 2)

  “SNS방에서 많은 대화를 하고요. 아이들 운동하는 모습도 SNS에 올리고...”(참여자 

11) 

  “같이 하던 친구가 이민을 가게 되어서 인원을 모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알

아 본거죠.”(참여자 4)

특히, 부모의 관여는 스포츠클럽 참여와 관련된 선택에 있어서 적극적

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신념과 스포츠의 환경이 반영되고 있었다.

 “전문적으로 배우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강사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죠. 

지도자의 능력을 보고 한거죠.”(참여자 3)

  “여자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 시키겠죠. 근데 축구보다는 여자애들은 다른 운동이 좀 

더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여자아이가 축구를 계속 하기에는 아직 환경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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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축

구 좋아하는 여자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참여자 7) 

한편, 이러한 부모의 관여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에는 크고 작은 의견 

마찰이 발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된 부모의 신념에 따라 

양육행동과 스타일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령, 사례자(4)는 평소 

자녀의 사회화를 위해 스포츠 활동을 지지했지만 자녀가 클럽의 대표팀

으로 이동하고 싶다고 했을 때 자녀를 운동선수로 키울 생각이 없어 단

호하게 거절했다고 하였다.

  “저희 애도 대표팀에서 운동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축구를 하다보면 하나에만 올인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을 컷트를 한 것인데...” (참여자 4)

부모들의 관여는 자녀의 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측면과 그 외 커뮤니티 

및 운영과 관련된 측면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들이 

자녀의 클럽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된 배경에는 스포츠클럽의 특성

과 관련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유소년들의 스포츠클럽 참여는 부모들

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팀 활동으로 자녀의 스포츠클럽 활동에서 나타

나는 부모의 적극적인 관여는 스포츠클럽이 형성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또한 자녀를 스포츠클럽에 참여시키는 

부모의 의도(전문적인지도, 사회자본)는 그들의 양육행동 혹은 태도로 나

타나고 있었으며, 자녀의 스포츠 활동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③ 부모의 경쟁의식: 다른 아이들 보다 잘 했으면...

본 연구에서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모의 대부분은 다른 아이와 본

인의 자녀를 비교하고 있었으며, 다른 아이들보다 잘했으면 하는 경쟁심

을 가지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사례자(3)는 자녀의 신체적 건강

과 사회성에 목적을 두고 자녀를 축구클럽에 참여시켰으나, 자녀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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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보다 낮은 수행 실력을 보이자 자녀에게 수행에 대한 강한 압박을 

주게 되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잘 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잘못된 생각들이 시작되었

냐 하면 남과 비교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아이를 좀 힘들게 했던거 같아

요... 아이가 제 기대에 못 미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욕심을 버리려 해도 부모가 같은 

마음이죠. 내 아이는 잘했으면 하죠...”(참여자 3)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들이 처음부터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

며, 자녀의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이러한 경쟁의식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애들만 보냈다고 하면 사실 그냥 운동하는가보다 했는데 여기 와서 얘들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 얘가 약간 뒤쳐진다싶으면 더 운동을 추가해서 시키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쁜 점일 수도 있고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참여자 1)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모들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스

포츠클럽에 참여시키지만 막상 본인의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낮은 수

행실력을 보이면 ‘잘 했으면’하는 부모의 심리가 작용되고 있었다. 그리

고 이러한 부모의 심리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스타일에 영향을 주고 있었

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라는 환경적인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즉,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경기를 보면서 구성원들과 경쟁

적 상황에 놓이게 되고, 부모들은 자연적으로 다른 아이들에 대한 경쟁

의식이 형성되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모의 경쟁의식은 스

포츠 참여의 본래 목적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과 스

타일에 반영되어 자녀의 발달과 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신들의 경쟁심이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부정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자녀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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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발달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④ 스포츠 종목에 따른 젠더 

스포츠 양육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점은 성에 대한 부모의 고정관념이

었다. 이러한 성에 대한 부모의 고정관념은 자녀의 스포츠 종목을 선택

하는 기준이 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여자 아이들 둔 사례자(16)는 자녀

가 축구클럽에 참여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축구클럽에 참여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즉, 사례자(16)의 남편은 여자 아이는 과격한 

운동보다는 여성스러운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

며, 이러한 아버지의 인식은 부모의 양육목적뿐만 아니라 양육행동과 스

타일에 반영되고 있었다.

“애는 축구를 굉장히 원해... 그래서 남자아이들이하고 있는데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강

사선생님에게 물어봤는데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애 아빠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

는 했으면 좋겠어요. 1학년이라서 태클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런데 아빠는 여성스럽게 

컸으면 좋겠다 면서 축구는 못하게 하고...”(참여자 16)

부모의 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양육목적과 가치 그리고 행동과 스타일

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

이다(Fredricks & Eccles, 2004). 즉,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고정

관념에 따라 자녀의 양육의 목적과 방향성이 달라지고, 양육에 대한 부

모의 신념들은 행동과 스타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성에 대한 부모

의 신념은(여성은 부드러운 그리고 남성은 경쟁적인 스포츠에 참여해야 

한다는)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데

올로기는 사회집단의 사상, 행동, 생활방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관념이나 의식체계로 사회 구성원들은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 따라서 부모들의 이러한 관념은 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데

올로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204 -

  “여자 아이라면 축구는 안 시켰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입견일 것 같은데요. 여자 

아이였으면 농구를 시켰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보통의 엄마들

은 아이의 키를 위해서 농구를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자 3) 

이처럼 자녀의 성에 따른 부모의 고정관념은 자녀의 스포츠 참여 기회

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를 반영하듯, 현재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하면 

성별에 따라 나누어져 여자아이들은 발레 혹은 줄넘기 그리고 남자아이

들은 축구와 야구 등 각각 다른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와 같은 스포츠클럽 활동은 비교문화적으로 한국의 부모들에게 우세하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으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고정관념

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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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유소년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스포츠 양육과정과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양육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

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문제는 1) 스포츠 양육은 어떻게 시작

되며 그 과정은 어떠한가? 2) 스포츠 양육과정에서 부모가 경험하는 내

용은 무엇인가? 3) 스포츠 양육은 어떠한 이론적 함의를 가지는가? 로 

설정하였다. 세 가지 연구 문제에 대한 연구결과 및 논의를 중심으로 결

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스포츠 양육은 사회계급과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행위라

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부모가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참여시키는 동기는 

자녀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투자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부모의 신념

은 신자유주의적인 그리고 중⦁상층 계층에서 공유되는 사고방식이었다.

또한 이러한 부모들의 신념은 자녀의 스포츠클럽 활동에서 다양한 지지

행위들로 이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자녀의 스포츠클럽 활동에 대한 부모

의 신념체계 그리고 다양한 지지활동들은 그들이 속한 사회적 계급과 관

련이 되어 있으며, 그 사회의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

다.

둘째, 부모의 스포츠 양육 경험을 탐색한 결과 스포츠는 부모에게 양

육의 수단과 사회화라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다. 먼저, 스포

츠클럽은 부모들에게 자녀의 양육수단으로써 자녀의 ‘신체적 자본’과 ‘사

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부모의 신

념을 전수하는 ‘수단’이 되고 있었다. 한편, 부모들은 자녀의 스포츠 활

동에 참여하면서 자녀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다른 학부모들과의 관계를 

형성 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있었다. 또한 자녀의 스포츠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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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는 부모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됨으로

써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처럼 스포츠는 부모에게 

자녀양육의 수단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그들의 삶의 측면에서는 ‘관계’적

인 의미와 더불어 ‘스포츠로의 사회화’라는 의미도 함께 내재되어 있었다.

셋째,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높은 애정과지지 그리고 

적극적인 관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부

모들은 다른 아이들에 대한 경쟁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러한 부

모의 경쟁의식은 스포츠의 경쟁적인 환경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부모의 

양육행동과 스타일에 반영되고 있었다. 또한 성에 대한 부모의 고정관념

은 자녀의 스포츠 종목 선택에 기준이 되고 있었으며, 양육행동과 스타일

에 반영되어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스타일은 부모의 양육 목적과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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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지금까지 스포츠 양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과정과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사회학적 이론과 양육이론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이루어져야할 스포츠 양육에 대한 후속 연구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 양육의 개념화이다. 본 연구는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을 탐색하고 탐색된 결과를 기존의 양육이론으로 이해하려 

하였다. 하지만 스포츠라는 특수한 환경과 부모의 신념이 부모의 양육스

타일과 행동에 영향을 줌으로써 기존의 양육이론으로 부모의 스포츠 양

육을 설명하는데는 무리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들을 기반으로 스

포츠 양육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양육스타일과 행위를 새롭게 개념화 하

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스포츠 양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스포츠 양육을 이해하기 위해 스포츠클럽에 

나타나는 부모들의 양육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구과정 중 자녀의 스포

츠 양육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념과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신념과 태도를 

각각 살펴보고 부모의 다른 양육스타일이 자녀의 양육에 어떻게 반영되

고, 자녀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스포츠클럽에서 아버지들은 평소 양육태도와는 다른 매우 적극

적인 관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사회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

여 아버지의 역할 변화에 대한 관심이 급부상되고 있는 만큼 무엇이 아

버지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양육행위를 이끌게 하였는지 탐색하고 아버지

의 역할과 의미를 고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젠더에 따른 부모의 스포츠 양육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젠더에 대한 부모의 고정관념이 자녀의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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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회에 많은 영향을 주며, 양육행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스포츠 양육이 자녀의 성에 대한 인식과 정체성 형성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모의 스포츠 양육과정

과 의미를 탐색하는 것으로 연구에서 나타난 자녀의 젠더에 따른 부모의 

스포츠 양육을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부모의 젠더에 대한 신

념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자녀에게 어떻게 전수되고, 자녀의 정체성 형

성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

다.

넷째, 부모의 스포츠 양육 탈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스포츠 양육의 시작과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

문에 부모들의 스포츠클럽 탈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

하였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를 스포츠 활동에 더 이상 참여시키지 않

는 개인적⦁환경적인 조건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유소년 스포츠 

활동 참여를 제재하는 점들을 부모들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실질적으

로 유소년들의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를 위해 제도적으로 혹은 환경적으

로 요구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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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스포츠 양육 과정과 의미탐색」 
연구 동의서 (학부모용)

부록1.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

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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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

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연구 수행 중 녹음과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

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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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스포츠 양육 과정과 의미탐색」 
연구 동의서 (지도자용)

부록2.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

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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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

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연구 수행 중 녹음과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

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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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스포츠 양육 과정과 의미탐색」 
연구 동의서 (행정가용)

부록3. 연구 참여자용 동의서

1. 나는 이 설명서를 읽었으며 담당 연구원과 이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2. 나는 위험과 이득에 관하여 들었으며 나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었습니

다.

3.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4. 나는 이 연구에서 얻어진 나에 대한 정보를 현행 법률과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자가 수집하고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5. 나는 담당 연구자나 위임 받은 대리인이 연구를 진행하거나 결과 관리를 하는 

경우와  보건 당국, 학교 당국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실태 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로 유지되는 나의 개인 신상 정보를 직접적으로 열람하

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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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참여가 끝날 때까

지 사본을 보관하겠습니다. 

8. 연구 수행 중 녹음과 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에 동의하며, 나의 개인 정보가 알려

지지 않는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연구참여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동의서 받은 연구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 명         날짜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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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우선 본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신 학부모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면담

은 유소년 스포츠클럽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스포츠 양육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부모의 스포츠 양육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학부모님

들의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님의 답변 하나하나가 부

모의 스포츠 양육에 대한 의미를 밝히는데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됩

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본 연구의 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

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없으며, 모든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가족의 부양과 가사 및 양육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모님들에게 스포츠 양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학부모님들의 성실한 응답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10.

서울대학교 사법대학 체육교육학과 박사과정 학생 구희영 

심층면담 질문지(학부모용)

부록 4. 연구 참여자용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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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나이: 학력: 지역:

직업: 연봉: 취미: 기간:

자녀의 성: 자녀의 나이: 참여 종목: 구성원:

▪  배경 질문

1. 부모의 스포츠 양육 시작과 과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에 학부모님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 평소 어떠한 양육스타일을 가지고 있나요? 

◯ 양육에 있어서 두 분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양육 활동들에 있어서 두 분 중에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하나요?

◯ 자녀와 관련되어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평소 스포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요? 

◯ 현재 참여하는 클럽 활동이외에도 참여하는 클럽활동이 있나요? 

 

◯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보내게 된 계기와 종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어떻게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보내게 되었나요? 

◯ 유소년 스포츠클럽 선택 시 고려했던 점들은 무엇인가요? 

   

◯ 초기 스포츠클럽에 자녀를 보냈을 때 어떠했나요?

◯ 초기 지도자 및 학부모들 혹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 현재 지도자 및 학부모들 혹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 자녀의 스포츠클럽 활동에 부모는 어떠한 지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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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때 어떠한 행위 및 태도를 보이시나요? 

◯ 카페나 커뮤니티 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학부모들 사이에서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나요?

2. 다음은 스포츠 양육과정에서 부모의 참여 경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에 

학부모님의 생각을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소년 스포츠클럽에 참여 하면서 힘든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 자녀의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자녀의 스포츠 클럽활동 참여를 통해 변화된 점은 무엇인가요?

◯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 자녀의 스포츠 활동에서 본인의 스타일이 반영되나요? 

◯ 스포츠 활동에서 자녀의 성향이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주나요?

◯ 스포츠클럽 활동에서 구성원들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해결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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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nvestigation of the process and 

meaning of sports parenting 

- Focus on Ballet, Swimming, Soccer clubs-  

Koo, Heeyoung

Dept. of Phys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and 

experiences of sports parenting found in youth sport club. 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1) How does the process of sport parenting 

begin? 2) What do the parents experience during their parenting 

process? 3) What is the theoretical implication of sports parenting 

have?

  A quantitative case study based on a constructivist approach was 

used to examine eighteen research participants from August, 2015 to 

December, 2015. Data was collected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 

questions, non-participant observations, research notes and related 

documents.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inductive thematic analysis 

with an iterative process of working back and forth between data and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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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ports parenting are actions that 

reflect social status and ideology. Parents began to encourage their 

child to participate in youth sport club, as a means to indulge in their 

child's future. This neoliberal mindset was shared among parents of the 

middle class and was related to various actions of support. Therefore, 

child's experiences in youth sports clubs had to do with social class, 

social culture and ideology.

  Second, parents’ experiences in sport parenting were related to a 

method of parenting socialization. Parents believed participating in 

sports helped their child form physical and social capital as well as 

a way to teach their child the parent's beliefs. Parents verified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 and broaden parent networks with other 

student-parents. Furthermore, youth sport participation gave parents 

an opportunity to become interested in sports which can be 

understood as a version of socialization.

  Third, parents were highly engaged in their child's involvement in 

sports. Especially, parents felt competitive when they were watching 

their child participate in a sport with other children. This action was 

formed within the competitive sports culture, and reflected parenting 

behavior and style. In addition, the participation of their child in a 

sport by sports parents was influenced by gender. Therefore, parenting 

behavior and style not only has to do with the purpose and value of 

the parent, but also the environmental context.

  In conclusion, to parents sports club is a means of parenting methods 

and relationships. Additionally, parenting behavior and styles are 

triggered, and changed, according to the values and environmental 

context of the sports club. In other words, sports parenting can be 

understood differently from general parenting methods. Henc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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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 and define the concept of sports parenting research and 

theoretical analysi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Furthermore, in 

this point of view I wish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a foundation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ports parenting.

Key word: sports parenting, parenting behavior and styles, parenting 

methods, formation of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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