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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 경험과 의미 탐색
변 진 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최근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실천되어 오면서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의 삶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축구 종목에서는 2009년부터 ‘공
부하는 학생축구선수’를 만들기 위해 주말리그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제시되어 온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운동중단을 경험하는 학생축구선수의 수는 다
른 종목과 비교해 많으며 체육특기자 제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학생축구선수 만들기’ 제도가 실시된 상황에서 학생축
구선수가 겪는 운동중단의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고 그러한 학생축구선수의 운동
중단이 학교체육정상화와 관련해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을 두
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최소 2년 이상 주말리그에
참가한 경험이 있으며 대학진학 시기를 전후해 다양한 이유로 운동중단을 경험
한 학생축구선수 7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심층면담
은 2013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Cresswell(2008)이 제시한 질적연구자료 분석방법 6단계를 이용해 분석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우선 연구자는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 참여자

들의 학생축구선수 시절을 살펴보았다. 학생축구선수는 무리한 운동량, 지도자와
의 갈등, 위계적인 선후배 관계, 그리고 답답했던 합숙소 생활로 인해 여전히 고
통스러운 운동부 생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치열
한 경쟁 구조 속에서 생존하여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공부와는 담을 쌓고 운동에만 집중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생축구선수는 대학진학에의 실패, 주전경쟁에서의 이탈
과 같이 무한경쟁의 구조 속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운동중단에 이르게 되었다.
다음으로 운동을 중단한 이후 학생축구선수는 진로탐색과 심리적인 어려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는 학창시절 그들이 체육
특기자로 진학하기 위해 학업은 외면한 채 운동에만 몰두하는 악순환에 빠져 운
동중단에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축구선
수는 부모님, 친구, 그리고 교수님과 같은 주요타자의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그들이 마주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면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다.
또한 운동중단 이후 축구는 학생축구선수의 진로탐색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학생축구선수는 이를 실질적인 진로설정에 활용할 구체적인 계획을 구
상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이 학교체육정상화와 관련해 지니는 함
의를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학교체육정상화를 통해 제시된 새로운 패러다임은
‘잔존하는 체육특기자 제도’라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운동부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저학
력제의 실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폐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운동중단 이후 학생축구선수가 인지하고 있는 새로운 삶의 가
능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진로탐색의 기회와 축구를 통한 경력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운동중단, 학생축구선수, 학교운동부, 학교체육정상화
학 번 : 2012-21455 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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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군사정권의 지원을 받으며 엘리트스포츠 중심의
스포츠시스템을 구축해왔다(이옥흔, 2002).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된 정부의 엘리
트스포츠시스템 강화정책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의 성과로 나
타났으며 이후 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며 화려한 성공
을 거두었다. 또한 한국의 엘리트 중심의 스포츠 구조는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
과 국민통합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류태
호, 2005). 하지만 엘리트스포츠만의 발전을 위해 압축 성장을 거듭해오며 불균형
적 성장을 거듭해 온 한국 스포츠의 이면에는 국민의 생활체육참가의 저해, 승리
지상주의 만연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김민철, 2003).
그 중에서도 학교체육의 불균형적 구조와 학교운동부는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한국에서의 학교체육은 일반학생과 학교운동부에 속하는 학생선수라 불리
는 운동선수로 이분화 된 지 오래이다. 그들이 속한 학교운동부는 전문체육과 학
교체육의 경계선 상에 위치해 있다. 제도화된 ‘선수등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
는 학생선수는 이후 학교운동부의 영역에 진입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그들이
더 이상 학생이 아닌 운동만 하는 기계가 되도록 재탄생시켰다. 그들이 운동을
하는 목적은 오로지 승리를 위한 것일 뿐이며 최종적으로는 체육특기자 제도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다(이대형, 2012). 결과적으로 일반학생과 단절된 학생
선수들은 ‘반쪽학생’, ‘운동기계’가 되어 교복 없는 학생이 되고 말았다(이혁기, 박
창범, 임수원, 2007). 이로 인해 학생선수는 정체성의 혼란, 중도탈락, 인권침해,
수업권 침해 등의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겪어 왔다(강병규, 2002; 강신욱, 2007;
강신욱, 강미선, 1999).
특히 학생선수의 운동중단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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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욱, 1999; 서진교, 1996; 이명훈, 2002, 이정연, 2008).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학생선수의 운동중단을 탈사회화, 중도탈락과 같은 개념적 접근을 통해 논의를
전개해왔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학생선수 운동중단의 다차원적 원인과 운동중
단 이후 학생선수들이 그들의 삶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들이 탐색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중단한 이후, 학생선수는 학교생
활에 있어 수업에서의 소외, 진로설정, 대인관계 등의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
다(임용석, 2005). 나아가 운동중단 이후 사회로 진출하는 선수들은 은퇴에 대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사회로 흡수되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어
려움을 겪는다(강창곤, 2003).
학생선수의 사회적응 문제는 학생선수가 초․중․고등학교 시절 학업에는 관
심을 두지 않고 무리하게 운동에만 집중하면서 운동을 중단한 이후의 삶에 대비
하기 위한 기초적인 학문과 기술 습득에 소홀했던 것에서 기인한다(전상미, 전정
우, 최천, 2010; 강창곤, 2003). 국가인권위원회(2010)의 보고서에서는 학생선수가
운동중단 이후 겪게 되는 문제의 원인이 그들이 경험한 학교운동부의 구조적 맥
락에 있음을 밝힌바 있다.
이렇듯 학생선수가 운동을 중단하는 과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교
운동부의 집단적 차원에서 기인하는 문제이다(이규일, 허창혁, 류태호, 2011). 운
동에 입문하여 선수로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학생선수는 수업결손, 과
도한 훈련, 그리고 관계의 제한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운동부 생활을 경험한
학생선수는 운동을 중단한 이후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학업 문제, 심리적 문
제, 그리고 생활적응 문제 등 총체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학생선수의 운동중단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운동부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왔다. 2000년 학습권
을 요구하며 태릉선수촌 입소를 거부했던 장희진 선수 사태와 2003년 천안초등
학교 합숙소 화재는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 문제를 우리사회의 수면 위로 끌어
올린 결정적 사건이었다. 당시 두 사건이 연일 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가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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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는 학교체육정상화 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국가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국회에서는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한 촉구결의안1)(안민석 외 10인, 2007)이 제출되었으며 2010년 1월 정부는 선
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계획을 발표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학생선수의 학습
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저학력제의 실시, 합숙훈련의 근절 등의 내용을 법
제화 한 ‘학교체육 진흥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연기영, 2012).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들어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2010)에 따르면 학교운동부의 폭력과 성폭력이 5년 전과 비교해 감소했으며 학
업실태는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학생선수
들에게 ‘운동, 학업, 일생생활의 의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김홍
석, 류태호, 최진숙, 2009).
이러한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전 종목에 걸친 논의가 진행되어왔지
만 그 중에서도 특히 축구 종목에서는 2009년부터 주중 학생축구선수들의 학습
권 보장과 충분한 휴식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가 시행되
어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대한축구협회, 2010). 이러한 초․중․고 주말리그제
의 실시와 학생축구선수들의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진국희, 2010; 정경선, 2011;
차승근, 2013)에서는 새로운 제도의 실시가 미친 긍정적인 변화들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변화 중에서 초․중․고 주말리그제는 학생축구선수에게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축구선수들이 운동을 중단했을 때 겪게 되
는 심리적 어려움과 혼란을 줄임으로써 그들이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
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성과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을 이
분화 시키는 ‘선수등록’ 제도와 학생선수가 운동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체육
특기자 제도’는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다(김대희, 2013). 또한 여전히 매년 약
24%의 중․고교 학생선수, 그리고 대학 1학년과 2학년에 걸쳐 각각 37.5%,
1)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학생체육대회의 주말개최, 최저학력제의 도입, 학교 합숙소의 폐
지 등이다. 이에 비춰볼 때, 이 결의문은 장희진 선수 사태와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
사건으로 촉발된 학교체육정상화 운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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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의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중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한태룡, 고병규, 송
명규, 서희진, 정영린, 2009). 결국 이러한 제도적 한계와 운동중단이 발생하는 구
조적 상황은 최근의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의 생활개선과 운동중단
문제의 해결에 여전히 존재하는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
가 존재하는 상황과 학교체육정상화의 흐름 속에서 학생선수의 운동중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학생축구
선수가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과정과 경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외 연구가 운동중단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해왔던 반면에 국내
연구의 논의는 주로 학생선수의 운동중단 원인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운동중단의
배경이 되는 학생선수의 생활과 심층적인 운동중단 과정 및 경험을 탐색한 연구
는 미진한 상황이다(이규일 외, 2011). 나아가 지금까지 학생선수의 운동중단을
다룬 연구 중 축구 종목을 다룬 연구는 전무하다. 이는 현재 대한체육회 가맹경
기단체 중 축구 종목이 가장 많은 학생선수가 등록되어 있으며 학교체육정상화
를 위한 대표적 정책인 초․중․고 주말리그제를 실시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에서 정부의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시도의 성과와 한계의 진단을 위해
학생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한 운동중단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교체육정상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
들기 제도가 실시된 이후 학생축구선수가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일련의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
단 경험이 학교체육정상화와 관련해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 4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축구선수가 겪는 운동중단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고 그
들의 운동중단이 학교체육정상화와 관련해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파악하는 것
이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의 운동중단 과정과 경험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고자 한
다. 나아가 최근 우리사회에서 학교체육정상화의 맥락에서 진행 중인 학생축구선
수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문제
첫째, 학생축구선수가 운동중단에 이르게 되는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학생축구선수는 운동중단 이후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는가?
셋째,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 과정과 경험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학교체육
정상화와 관련해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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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학생축구선수
일반적으로 학생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선수로 등록
된 학생’이라고 규정된다(전해림, 2012). 하지만 ‘학생선수’라는 용어는 한국사회
에서 학교체육정상화 운동이 본격화 된 이후, 기존에 운동만 하는 운동선수와 대
비되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선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학생축구선수를 ‘학업과 축구를 병행하며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2) 운동중단
기존의 학계에서는 학생선수가 운동선수로서의 신분에서 벗어나 일반학생으
로 돌아가는 것을 ‘중도탈락’, ‘탈사회화’ 등의 용어로 주로 정의내리며 활용해왔
다. 하지만 최근 학교체육정상화 운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며 학생선수를 바라보
는 관점의 전환과 함께 그들의 운동참여를 전문체육의 관점에서 의무적으로 지
속해야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능동적 결정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인
식하려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운동중
단이라는 용어를 정의내리고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축구선수가
선수로서 지속하던 운동을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중단하게 되는 것’을 운동중단
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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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학교운동부에 대한 논의
1) 학교운동부의 구조적 문제점
한국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수확한 이후 빠르게 ‘스포츠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다. 그 후, 한국은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며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다(송형석,
김홍식, 1997). 한국의 엘리트스포츠는 역사적으로 국가주의에 바탕을 두고 정부
로부터 전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성장해왔다(김형익, 2007; 이옥흔, 2002).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는 안보와 부국강병을 전면에 대대적으
로 내세워 국가 주도의 체육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는 자신들의 약한 정부의 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는 체육을 국가발전을 위한 수
단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민체육,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엘리트스포츠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이학래, 1990).
특히 박정희 정권이 실시한 엘리트스포츠 강화 정책은 체육기관의 변화로 나
타난다. 1966년 1월 체육정책일원화 정책을 바탕으로 대한체육회, 한국올림픽 위
원회(KOC), 대한학교체육회가 대한체육회로 1968년 통합된다. 이는 대한체육회
로 하여금 국내에서 독보적인 권력을 지닌 단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했다.
이때부터 그 업무의 특성상 대한체육회는 엘리트스포츠 육성단체2)로서 면모를
보이게 된다. 또한 박정희 정권은 엘리트 스포츠 육성하기 위해 1966년 태릉선수
2) 본래 대중스포츠를 보급하고 관장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했던 대한체육회는 이후 아마추
어 경기단체의 통괄 지도, 우수선수 훈련 및 양성, 코치 및 심판원의 육성 , 각종 국제경
기의 개최 및 참가와 같은 목적을 위해 존립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대한체육회가 박정
희 정권의 엘리트스포츠 강화 정책을 위한 기관으로 변모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학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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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을 건립하였으며, 우수한 체육선수양성을 위해 체육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이옥흔, 2002). 이러한 박정희 정권의 노력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양정
모가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금메달을 안기며 그 성과로 나타났다.
박정희 정권 이후, 새롭게 정권을 잡은 신군부 세력 역시 체육을 정책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김형익, 2007). 이를 위해 신
군부 세력의 제 5공화국은 1982년 3월 20일 체육부를 출범시키고 엘리트 선수들
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스포츠과학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제 5공화
국은 프로스포츠를 출범시키며,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
최하기에 이르렀다.
태릉선수촌 건립, 프로스포츠 출범, 그리고 서울올림픽까지. 한국의 엘리트 중
심의 스포츠 구조는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 국민통합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사
회 속에서 일부분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류태호, 2005). 하지만
국가주도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도구화’라는 명목 아래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된 대한민국 엘리트스포츠의 이면에는 극복해야만 하는 많은 문
제들이 존재하는 것 역시 현실이다. 엘리트 중심의 스포츠 구조는 국민이 기본적
으로 누려야 할 스포츠 참여권을 상실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직접 참
여하는 스포츠는 경험하지 못한 채 관람스포츠로 유도되고 말았다. 또한 생활체
육의 저변은 약화되어 근본적인 스포츠의 발전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
하고 있다(김민철, 2003).
또한 한국의 엘리트스포츠시스템은 학교체육의 불균형적 구조와 학교운동부
문제를 만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현상은 1982년 제 5공화국의 정
책에 따라 체육부 됨으로써 이전에는 문교부에서 관할했던 학교체육의 업무가
체육부로 이관되면서 발생한 것이다(김형익, 2007). 당시 체육부는 교육적 목적이
아닌 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이는 체육부 창설 이후 학교체육이 엘리트스포츠를 위한 공급처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이욱렬, 2002). 이러한 정부 내에서의 학교체육 담당
부서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자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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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부 내 학교체육 담당부서의 변천 (문화체육관광부, 2011)
구분 교육부처 존치기 체육부처 이양기
양부처 협력기
5공화국 →
해방이후 –
6공화국→
시
4공화국
문민정부 → 현재
문민정부초기
기
(1946. 7.10
(1994. 5. 16 ~ 현재)
(1982.
3.
20~1994.
→ 1982. 3. 20)
5. 16)
▣1994.5. 16
교육부
지방교육지원
국
학교보건체육
과

▣1946
문교부 교화국
체육과
세
부
내
용

▣1948
문교부 문화국
체육과
▣1961
문교부 체육국
학교체육과
▣1981
문교부 체육
국제국
학교체육과
▣1982. 3. 20
학교체육업무
체육부 이관

▣ 1982
체육부
체육진흥국
학교 체육과

▣1999.1. 29
교육부
학교시설환경과

▣2001. 2. 1 5. ▣16 ~1994.
▣ 1990. 9. 10 교육인적자원부 체육국현재
~ 1993. 3. 5 학교정책실 체육정책과
(체육청소년부) 학교정책과
1993. 3. 6
~ 1994. 5. 15 ▣2005. 3. 1
(문화관광부 초기)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체육
보건급식과

▣2008. 3.1
~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중앙부처에 학교체육 전담부서 폐지 : 1990.9 ~2004. 2. 28
*학교체육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학교체육보건급식과 신설 : 2005. 3. 1
*학교체육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학생건강안전과 신설 : 200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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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국외에서 학교체육은 크게 정규체육수업과 교내체육활동 그리고 학교
간 체육활동으로 구분된다. 선진국의 교내체육활동은 체육클럽활동에 기반을 두
고 이뤄지며 이러한 체육클럽은 다시 교외에서는 학교를 대표하여 타 학교와 시
합을 펼치는 학교 간 체육활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강신복, 2003).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운동부는 이러한 일반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적 목표는
상실한 채, 개념상 불분명한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 즉, <그림 1>과 같이 학교운
동부의 위치가 전문체육과 학교체육 사이에 애매한 위치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학교체육
정규체육수업

전문체육
학교 간
체육활동
(학교운동부)

교내
체육활동

엘리트스포츠
프로스포츠

<그림 1> 학교운동부의 영역 (이혁기, 2010)

2)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 문제
학교운동부는 학교에서 주로 이뤄지지만 그 성격이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목
적으로 전문체육 중 엘리트스포츠의 영역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
한 구조적 문제를 보이는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는 혼란을 겪게 된다.
학생선수는 일반적으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선수로 등록
된 학생’이라고 규정된다(전해림, 2012).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학생선수라는 개념
은 단순히 어느 기관에 등록된 선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사회적 의
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학생선수가 소속된 한국의 학교운동부의 특징이 전문
체육과 학교체육의 중첩되는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이다(이혁기, 2010). 학생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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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이 중첩된 공간에 속하여 학생으로서의 그리고 선수로서
의 이중적인 역할을 지니고 있기에 학교체육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그 용어가 하
나로 통일되어 사용되어 오지 못했다. 류태호(2005)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학생
선수’, ‘선수학생’, ‘운동선수’, ‘운동부 학생’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 어떤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 학생선수와 관련된 개
념이 달라지며 용어의 선택이 달라진다. 즉, ‘선수’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
구일 경우 전문체육의 영역에서, 반대로 ‘학생’에 초점을 맞출 때는 교육의 영역
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학생선수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선수등록’이라는 과정을 통해 학교운동부의
영역에 편입되며 그 결과 일반학생과는 격리된 삶을 살게 된다(탁민혁, 2007).
즉, 엘리트 중심의 학원스포츠에 편입되는 그들은 기존의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게 되지만 운동부에 편입되는 ‘선수’로서의 또 하나의 역할을 얻게 되는
것이다. 운동선수로서 이들은 체육 특기자 제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려는 목표
아래 학업은 외면한 채 운동에만 몰두하게 되는 ‘운동 우선주의’에 빠지고 만다
(지상욱, 2002). 그들은 학생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류
태호, 이주욱, 2004). 그리고 학원스포츠는 극단적 자본주의 경쟁논리의 장으로써
합릭적인 훈련의 효율성의 추구보다는 과도한 훈련이 그들에게 강요된다. 결과적
으로 이중적인 학교운동부의 구조적 위치와 그 내부에 존재하는 ‘선수등록’ 과정,
대학진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제도’는 학원스포츠의 본질적인 목적을 ‘운동에 특
기와 재능을 지닌 학생의 운동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엘리트 선수를 양
성하는 것’으로 전도시켰다(류태호, 2005). 그 결과 학교운동부는 엘리트스포츠로
선수를 공급하는 곳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최관용, 2009).
이로 인해 학생선수는 ‘운동 기계’로써 일반학생들과는 다른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왔다(이대형, 2012). 선수라는 명목 하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게 된 그들에게
학교에서의 삶의 공간은 교실이 아닌 운동장이 되고 말았다(이혁기 외, 2007). 운
동장으로의 공간적 제약은 학생선수들만의 문화적 특징인 교우관계 단절, 교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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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사소통 부재, 학업을 경시하는 태도 등을 형성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데(김
정명, 1999), 결과적으로 일반학생과 구별된 문화적 특징을 띄는 학교운동부 내에
서 학생선수들은 권위주의, 집합문화, 획일화된 집단주의, 강요문화, 다른 집단에
배타적인 성격을 보이며 고립된 ‘섬문화’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류태호, 이주욱,
2004). 또한 선수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게 되는 학생으로서 누려야 하는 학습권을
박탈당해 학업성취도가 심각하게 낮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이재법, 2002).
중도탈락한 대학의 학생선수는 학습태만으로 인해 심각한 인지적, 사회적 어
려움에 처하게 된다(강미선 외, 1999). 또한 폐쇄적인 운동부문화에서 습득된 운
동선수로서의 강한 정체성은 중도탈락 과정 중에 있는 학생선수에게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일으킨다(Pearson, Petitpas, 1990). 강창곤(2003)은 중도탈락
이후 운동선수들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로 흡수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
음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한국의 특수한 학교운동부 구조로 인해 형성된 폐쇄
적인 운동부 문화, 학생선수의 낮은 학업성취도는 그들이 학생선수에서 중도탈락
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3) 새로운 패러다임의 제시, 학교체육정상화
군사정권과 국가주의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발전한 엘리트스포츠가 지닌 구
조적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였
다. 그 사건은 바로 2000년 장희진 선수 사태와 2003년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
재 사건이었다. 장희진 선수 사태는 2000년 당시 서울 서일중학교 2학년이던 장
희진 선수가 수영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으나 기말고사를 준비하겠다는 이유로 태
릉선수촌 입촌을 연기,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대표자격 박탈 직전까지 간 사건이
다(한겨레. 2008년 6월 3일자). 그리고 천안초등학교 합숙소 화재사건은 2003년 3
월 27일 새벽 충남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잠자던 축구
부원 9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연합뉴스. 2003년 5월 26일자).
이 두 사건 이후,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파행적인 학교운동부의 구조를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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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켜야 한다는 학교체육정상화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상을 제시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장희진 선수에 대한 징계철회와 생
활체육, 학교체육의 발전 및 개선을 요구하는 체육계 최초의 서명운동이 전개되
어 이틀 만에 전국 51개 대학의 231명의 교수가 동참하기도 했다(탁민혁, 2007).
더불어 한국 학교운동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폭로하고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의해 재생산되었으며 그 결과 2002
년 5월 18일 스포츠체계 내에서의 첫 번째 시민단체인 체육시민연대가 창립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중, 고등학교 학생의 학습권, 폭
력, 성폭력, 실태를 조사하여 학생선수의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는데, 학습권
에서는 심각한 결손을 보이고 있었으며 전체학생의 78.8%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시작된 학교체육정상화의 시도는 국가적 차원에
서 학교운동부 구조의 개선이 시작되었다. 2007년 정치권에서는 ‘학교체육정상화
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다(안민석 외, 2007). 이는 학생체육대회의 주말
및 방학 개최 원칙 설정, 최저학력제 도입, 합숙소의 폐지, 학교스포츠클럽의 활
성화 등 학교체육정상화를 통한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 국민체육진흥법 제 9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학생선수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보장, 전인적 인격형성을 도모하면서도
선수로서의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을 마련하였다. 특히 최근 정부는 2010년 1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을 제시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이
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합동으로 제시한 종합적 학생선수 지원
책인데, 구체적으로 선진형 학생선수 학력향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학생선수상의 정립과 전인적 체육인재 육성을 추진목표로 정하였다. 또한 3대 하
위사업으로 최저학력기준제시, 학력증진프로그램지원, 제도 및 환경개선을 지정
하였으며, 각 사업의 실천을 위해 총 9개의 과제를 두고 있다(그림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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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목표

선진형 학생선수 학력향상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
및 전인적 체육인재 육성

*학생선수 정규수업 이수율(%) : 69.9%(07) → 80%(12)
*학생선수·학부모의 학교운동부활동 만족도 ‘12년까지 80% 이상 도달

최저학력기준 제시
◉성적기준, 적용대상,
도입 시기 제시
◉기준미달선수
제재방안 강구

학력증진
프로그램 지원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
시스템 구축
◉맞춤형학습지도
서비스 강화
◉교원, 단위학교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제도·환경 개선
◉리그대회 전환 및
종목별 특성화
◉환경개선 및
훈련시스템 개발·지원
◉운동부지도자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시범운영을 통한
우수 모델 확산

학교체육진흥위원회(중앙, 지방) 구성 및 단위학교 역할 강화
중앙

(교과부, 문화부, 대한체육회)

지방

(교육청, 경기단체 등)

단위학교

◉최저학력제 도입 계획 수립
◉학생선수학력증진방안제시
◉체육지도자 자격기준 강화
및 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시범운영 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등

◉시·도별,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계획 수립
◉운동부지도자
연수 및 전문성 제고
◉학습부진 학생선수
에 대한 멘토링 프로
그램 확대 등

◉리그대회 전환
및 종목별 특성화
◉환경개선 및
훈련시스템개발·지원
◉운동부지도자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시범운영을 통한
우수 모델 확산

<그림 2>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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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3년부터 시행된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
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가져오고 국민체육과 스포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연기영, 2012). 이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야 할 청소년이 지·덕·체를 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주요
대상으로는 일반학생과 학생선수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일반학생을 위해 스포츠
클럽의 설치 및 스포츠강사제도를 의무화하여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
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학생건강체력을 평가함으로써 그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의 발달을 돕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사회적으
로 체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아 온 여학생, 유아, 그리고 장애학생의 체육활
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학생선수에 관한 내용은 제 11조에서 명시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하여 제
시되고 있다. 이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저학력제의 실
시, 합숙훈련의 근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체육 진흥법’은 오랜
시간동안 계속된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이 법제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의무적으로 학교장과 스포츠 지도자가 이를 수행해나가야 하는
강제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4) 선행연구고찰
학생선수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전반적으로 학교체육정상화의 흐름에 따라 시기적으로 크게 세 가지 단
계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진행되어왔다. 그 세 가지 단계는 첫째, 학교체육정
상화 논의 이전 단계, 둘째, 학교체육정상화의 시작 및 제도의 시행단계, 셋째,
최근의 평가 및 논의 단계이다.
우선 학교체육정상화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 단계는 장희진 선수 사
태와 2003년 천안 축구부 화재사건이 발생했던 2000년 초반이다. 이 당시에는 주
로 학교운동부 문화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실태를 분석하고 학생선수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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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강창곤(2004)은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학업결손에 대한 인식을 질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했다. 그 결과 학생선수들
이 학업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현실적인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연과 안민석(2004)도 학생선수의 수업 결손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한 인식전환 및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과
에서 몇 가지 단기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김진국과 김선종(2004)은 학교
생활에서 학생선수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으로 기본학력의 저하, 무리한 경기 일
정, 신체적 학대 등의 학생선수들의 인권문제를 지적했다. 김정명(1999) 역시 체
육특기생이 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제시하며 그들이 인간 소외,
상품화 과정, 체벌과 폭력 등 비인간적 전통 속에서 고통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그리고 김무영, 조미혜(2004)는 대상을 비우수 학생선수로 좁혀 그들이 정체
성의 혼란을 겪으며 소외감,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구결
과들은 우리사회에 학생선수들을 위한 제도와 인식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던져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학교체육정상화의 시작 및 제도적 시행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는 학교체육정상화가 시작된 이후 학원스포츠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하고 구
체적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사례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류태호
(2005)는 학원스포츠의 획일화와 폐쇄성을 지적하고 앞서 진행된 학생선수 관련
연구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학원스포츠의 패러다임과 비전이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변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는 학교체육정상화에 대
한 여론이 형성되어 제도적인 시행이 이뤄졌다. 따라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
떤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사례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혁기 외(2007)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D중학교의 사
례를 연구했다. 그들은 D중학교 학생선수들이 선수이기 이전에 학생으로 주변인
들에 의해 인식되고 있었으며 학업과 운동을 성공적으로 병행하고 있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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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김홍석 외(2009)는 제도적으로 운동부의 운영방식이 변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선수의 경험과 삶에 변화가 생김을 제시했다. 새로운 제도는 학생선수들에게
‘운동, 학업, 일생생활의 의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발생시키고 있었다. 임성철
(2011)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실천과정 속 감독의
경험과 시행착오, 학생선수들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연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학생선수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 학생선수가 능동적인 삶의 태도의 학습, 폭 넓은 인관관계의 형성 등
의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제도적 시행을 위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제 제도 시행 이
후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주었다. 이는 실제 시행과정
에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학생선수에게 일어나는 실제 변화과정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보여주었다.
즉, 이러한 연구는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한 비전과 방향성, 그리고 그 당위성을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학교체육정상화가 시작된 후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제도적 개
선, 현장에서의 노력 등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최근에는 그러한 정
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탐색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중 주말리그제의 도입에 따른 학생선수들의 학습활동 및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김희근, 2011; 채윤수, 2012; 장지은, 2013). 이러한
연구들은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현장 수준의 실천방안인 주말리그
제가 학생선수들의 생활주기를 일반학생들과 비슷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고 평가하면서 그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문화가 점차 자리 잡고 있
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주말리그 시행에 따라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
고 주말까지 시합을 해야 하는 상황이 그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하게 하
여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한다. 또한 배재현(2013)은 제
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학생들이 바라보는 학생선수는 학업에 무관
심하고 학교에서 무법자처럼 행동하는 아이들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17 -

고 제시한다. 그리고 김무진과 정희준(2012)은 학생선수 육성의 모범사례가 아닌
오히려 제도의 시행에도 여전히 수업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운동부를 선정하여
지속되는 학생선수의 문제점을 도출해냈다. 김무진과 정희준의 연구에서는 학습
이 학생선수로 하여금 교내생활에서 일반학생과 교사들 간의 긍정적 역할을 하
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선수들이 여전히 학습에는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이처럼 이상적인 학생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 대한 평가는 긍정
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학생선수
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생산해 낼 수 있어야만 한다. 즉, 현재 공존하
는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적 목표와 현실 간의 차이의 간극
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와 정책들을 바탕으로 제도를 좀 더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선수를 교육하는 것이 단지 운동기술자를 만들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전인적 선수발달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의 전환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최의창(2012)은 학생선수를 육성하는 스
포츠코칭은 ‘훈련’이 아닌 ‘교육’의 관점에서 그들을 전인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목적과 방법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는 지도자가 행하는 코
칭에 관한 것이지만 학생선수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즉, 이제 더 이상 학생선수를 운동선수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들을
다른 일반학생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며 앞으로의 연구와 정책적 실천이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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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중단에 대한 논의
1) 운동중단의 개념
대한체육회에 선수등록 절차를 거쳐 전문체육의 영역에서 체육특기자로서 대
학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운동에 참여하던 학생선수가 선수등록을
해지하고 운동을 그만두는 것을 선행연구에서는 중도탈락, 은퇴, 탈사회화, 운동
중단 등의 용어로 지칭해왔다.
그 중 대표적으로 활용되어 온 용어인 중도탈락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 진행
되어 가는 중간에 범위에 들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신정욱,
2010). 교육인적자원부(1997)는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전체사회에 존재하는 다
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학교공부를 중단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
일탈현상’을 중도탈락이라 정의한다. 이렇듯 중도탈락이라는 용어는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인 학교에서 벗어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교육학 분야에서 주로 사
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도탈락이라는 용어는 최근 학생선수의 운동중단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적극 활용되고 있으나, 학생선수의 중도탈락의 경우 일반적인
학생의 중도탈락과 비교해 그들이 학교에서 이탈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운동중단을 통해 학업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존재한
다. 또한 중도탈락이라는 용어에 포함되어 있는 ‘일탈’이라는 개념 자체가 학생선
수가 운동을 그만두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중도탈
락’이라는 용어가 지닌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선수의 운동 중단 및 이탈과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중도탈락 외에도
‘은퇴’, ‘탈사회화’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은퇴’가 ‘고용에 의한
유급의 직위에서 물러나서 직무와 관련된 역할을 중단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용
어(이숙경, 2009)라는 점에서 사회에 진입하기 이전의 청소년이 학생과 선수로서
의 역할을 겸하게 되는 학생선수에게 적용되기에는 무리라 판단된다. 즉, ‘은퇴’
는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전문운동선수가 더 이상 경제활동으로써 스포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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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참가하지 않게 되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은퇴와 함께 빈번히 사용되는 탈사회화라는 용어는 ’스포츠에 참가하던
개인이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로 운동을 중도포기 및 선수생활을 은퇴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으로부터의 이탈하는 것’을 뜻한다(임번장, 2010). 즉, 넓은 의미에서
는 학생선수의 중도탈락과정을 학생선수가 스포츠로 사회화되는 과정을 거친 후
그 스포츠를 중도에 포기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제시
한 바와 같이 학생선수가 스포츠 활동을 그만 두는 것은 그들이 학교에서 제공
하는 ‘학습과정’에서 벗어나는 교육적 관점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스포
츠의 영역을 포괄하는 탈사회화의 개념으로 학생선수의 운동중단을 이해하는 것
은 다소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도탈락, 은퇴, 그리고 탈사회화의 용어가 지닌 한계를 살펴
볼 때, 최근 참여자의 자발적 운동 중단을 의미하는 ‘중도포기’라는 용어의 활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Garrison(1992)은 ‘중도포기’를 ‘활동 프로그램 참가자가 의도
적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고 중도에서 참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
다. 그러나 운동 참가자의 능동적 선택을 강조하는 개념인 중도포기를 통해 학생
선수의 스포츠에서의 이탈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왜냐면 이
는 한국의 특수한 학교운동부 시스템에서 학생선수가 스포츠에서 이탈하는 과정
은 단지 그들의 자발적인 선택 이외에도 폐쇄적인 운동부 문화 속에서 존재하는
부정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규일 외(2011)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 진행된 설문의 결과 학생선수의 중도탈락원
인으로 과도한 훈련, 진학/미래불안, 경기성적 스트레스, 운동실력 부족, 부상, 부
모 반대, 가정형편의 어려움, 폭력 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선수의 비자
발적 운동 중단 가능성을 전제로 할 때, ‘운동포기’라는 용어 역시 학생선수의 일
반학생으로의 전환의 의미를 담아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선수가 선수로서 지속하던 운동 참가를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중단하는 것’을 ‘운동중단’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용어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즉,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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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은퇴, 탈사회화, 그리고 운동포기 등의 용어들이 지닌 각각의 한계와 학생
선수가 운동을 중단하는 일련의 과정에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들을 포괄하기 위
한 것이다. 또한 ‘운동중단’이라는 용어의 활용은 학생선수를 바라보는 최근의 전
환된 패러다임과 더불어 학생선수 관련 논의를 보다 폭 넓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학생선수와 운동중단
한국의 학교운동부의 구조는 학생선수에게 학업적인 부분은 도외시한 채 운
동만이 장래희망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주입시켰다(장재훈,
2010). 이로 인해 운동부에 갇혀 편협한 시각으로 자신들의 삶의 세계를 ‘운동의
세계’로 한정지어 생활하게 되는 학생선수는 우리사회에서 ‘운동기계’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운동의 세계, 그들만의 공간에서 중도탈락 학생선수는 그 동안 정
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무엇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위기를 겪게 된
다(박지영, 2006). 스타급 또는 일류선수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중도 탈락자가 발생하고 만다(전이경, 2003). 운동선수라는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
는 학생선수는 자신의 삶의 전부를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을 겪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진행된 ‘중도탈락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에서 운동을 그만 둔 중도탈락 학생선수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며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대안 모색을 위해 실시했다. 이 연구는 560명의 학교운동부 중도탈
락 학생을 인터뷰했으며 40명을 심층면담을 진행했다. 이 조사는 중도탈락 학생
선수들의 학업적응문제, 중도탈락원인, 학생선수 시절의 힘든 기억 등의 중도탈
락한 학생선수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제시했다. 또한 중도탈락 학생선수는 자신
의 중도탈락 원인을 미래에 대한 불안, 힘든 훈련, 운동능력 부족, 부모님의 반
대, 부상 등을 답했으며 그 원인들 간에는 두드러진 편차가 나타나지 않아 학생
선수의 중도탈락의 원인이 다차원적이며 중층의 구조를 지니고 있음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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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고찰(국내/국외)
학생선수의 운동중단 문제를 다룬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중단 문제는 대표적으로 중도탈락, 탈사회화(혹은 재사회화)라는 용
어를 활용함으로써 연구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의 선행연구를
운동중단과 관련해 중도탈락과 탈사회화와 재사회화 관련 연구로 분류하고 학생
선수의 운동중단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중도탈락’의 개념을 통해 운동중단을 연구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이규일
외(2011)가 제시한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학생선수 중도탈락 현상
과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들을 크게 <표 2>와 같이 두 가지 주제의 흐름으로 나
눠 제시한 바 있다.
우선 학생선수의 중도탈락의 원인을 다룬 연구가 제시되어 왔다(김지영,
2008; 이규일 외, 2011; 이연호, 2001; 조은희, 2008; 홍성철, 2000). 김지영(2008)
은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스트레스와 불안, 공격성 및 운동 중도탈락의도의 관
계를 설문지를 통한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통계적 처리를 통하여 분석했다. 그 결
과 선수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중도탈락의도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이규일 외(2011)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혼합한 연구를 통해 중도탈락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운동탈락요인을 부상, 경제적 어려움, 실력 부족과 같은
직접적 요인과 폭력, 고통스러운 훈련, 지도자의 차별 등 간접적 요인으로 제시
하며 탈락원인이 중층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중도탈락 이후 학생선수들의 학교생활과 학업적응 문제를 다룬
연구(강미선, 강신욱, 1999; 김현준, 2006; 송용관 외, 2010; 신정욱, 2010; 이정래,
2003; 이정연, 2008; 임용석, 2005; 임용석 외, 2010; 임수원 외, 2002; 최효진 외,
2008;)가 있다. 김현준(2006)은 중학교 중도탈락 체육특기자들의 중도탈락과정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 자아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을 제시했다. 학생선수는 중도탈
락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효진 외(2008)는 근거이론 방법을 통해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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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중도탈락 운동선수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
도탈락 학생선수는 일반학생들과의 생활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고 학생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해나가며 학교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결함을 확인했다. 이
처럼 학생선수는 중도탈락 시 학교생활과 학업적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며 자
아정체성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송용관 외(2010)는 운동중도탈락 체육특
기자들의 학교 학습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학습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학생선수들이 학업 과정에서 소외의 경험과 많은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음을 제
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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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생선수 중도탈락 관련 선행연구 정리(이규일 외, 2011)
내용
논문명
저자
구분
운동선수의 스포츠 탈퇴동기에 관한 기술적 분석

홍성철

2000

고등학교 육상선수들의 중도 탈퇴원인 및 진로

이연호

2001

김지영

2008

조은희

2008

학생선수의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스트레스와 불안, 공격성
중도탈락
및 운동 중도탈락의도의 관계
원인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성폭력 경험과 중도탈락
의도의 가설적 인과 모형 분석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중도탈락 원인 특성 및 개선방안
운동선수의 학업태만과
중도탈락에 관한 일례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중도탈락과
학교생활적응상의 문제점 및 대책
고등학교 중도탈락 운동선수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중도탈락
학생선수의
학교생활과
학업적응

년도

이규일 외 2011
강신욱,
강미선

1999

임수원 외 2002
이정래

2003

운동특기생 중도탈락 이후 사회적응과정

임용석

2005

중도 탈락한 체육특기자의 자아정체성 형성

김현준

2006

고등학교 중도 탈락 운동선수의
학교생활 적응과정
운동중도탈락 체육특기자들의
학교 학습경험에 대한 이해
중도탈락 대학운동선수의 학교생활
중도탈락 학생운동선수들의 상실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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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진 외 2008
송용관 외 2010
신정욱

2010

임용석 외 2010

또한 한태룡 외(2010)의 연구를 통해 학생선수들의 중도탈락이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선수들의 삶의 경로에서
크게 세 가지 시기에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교
6학년(48.8%), 고등학교 3학년(44.4%), 그리고 대학교 2학년(44.9%)에서 중도탈락
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선수
중 약 55%만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며, 매년 40%에 가까운 대학교 학생선수들이
중도탈락을 경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직업선수로 선수경력을 이어가는 학생선
수의 수는 굉장히 적으며 학생선수의 중도탈락률이 높은 연령대에 초점을 맞추
고 이에 대비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생선수의 중도탈락이 많이 발생하는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교 1학
년까지의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단계로 진로 탐색을 위해 중
요한 시기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생애 전반에서 학생이 진로결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중요한 잠정기로 평가된다(Super, 1990). 따라서 중도탈락 학생선수가 굉장
히 많다는 점과 진로탐색의 결정적 시기라 할 수 있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
교로의 진학 시기에 학생선수가 겪는 중도탈락의 원인과 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도탈락 이후 학생선수의 삶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주로 교육적인 관
점에서 학습권에 초점을 맞춰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시기의 학생선수의 학업적
응과 학교생활 적응을 다룬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
선수를 만들기 위한 제도가 결과적으로 학생선수가 선수의 경험뿐 아니라 일반
학생으로의 경험을 통해 사회로 진출했을 때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한 것임을
상기했을 때, 학생선수의 적응문제를 학교생활에만 국한 짓는 것은 논의를 그들
의 중도탈락을 학생선수 시절의 문제로만 한정질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중도
탈락 경험은 그들이 겪어 온 학생선수 시절의 경험과 깊게 연관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생선수의 중도탈락 이후의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최근
도입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제도의 시행의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차은주와 김영재(2012)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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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중단 이후 학생선수가 새로운 직업경로를 어떻게 탐색 하였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한바 있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대상은 이미 재사회화가 완료된 성인
이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두 번째로 학생선수와 관련된 탈사회화 연구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탈
사회화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번장(2010)은 스포츠에서의 탈사회화
(desocialization from sport)를 스포츠에 참가하던 개인이 자의적 또는 타의적으
로 운동을 중도포기 및 선수생활을 은퇴함으로써 스포츠 활동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개념을 학생선수에 적용하자면 ‘조직화된 스포츠에
참여했던 학생선수가 선수로서의 역할을 벗어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생선수의 탈사회화와 관련해 그 원인을 탐색한 연구들(강미선, 강신
욱, 1999; 서진교, 1996; 이명훈, 2002)은 활발히 진행되어왔다. 이정연(2008)은
중·고등학교 구기운동선수의 중도탈락, 즉 탈사회화 원인으로 가정형편, 신체적
조건, 운동능력, 질병, 팀워크, 회의감 등 개인의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문제들
을 지적했다. 또한 그 탈사회화 과정에서 준거집단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논
의했으며 부모, 동료집단, 교사 및 코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임
수원, 이정래(2002)는 고등학교 운동선수가 중도탈락 한 이후 학교적응에 있어
수업상의 문제점, 진로상의 문제점, 교우관계의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 속에 놓
여있음을 제시했다. 이처럼 학생선수는 탈사회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겪고 있
으며 이는 그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생선수의 탈사회화로 인해 발생하는 그들의 개인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는
재사회화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는 학생선수 뿐 아니라 전반적
인 운동선수에 관한 연구에서 탈사회화와 재사회화를 연계하여 다양하게 제시되
어왔다. 윤태희(2013)는 에어로빅체조 국가대표선수들의 은퇴과정과 사회적응과
정을 조사하고 기술, 분석하여 그들의 탈사회화 과정 그리고 2차 직업 적응과정
인 재사회화 과정에 대해 살펴봤다. 전이경(2003)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탈사
회화와 재사회화를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진행된 스포츠 탈사회화, 재사회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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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자면 <표 3>과 같다.
<표 3> 스포츠 탈사회화·재사회화 관련 연구
내용
논문명
대상
프로선수

국가대표

일반

엘리트 운동선수의
사회 이동에 관한 연구
한국 금메달리스트의
은퇴 및 진로 연구
프로농구 선수들의
은퇴와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탈사회화와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에어로빅 체조 국가대표
선수들의 탈사회화와 재사회화
전문무용수의 은퇴기대와
재사회화의 관계
태권도선수의 탈사회화와 재사회화에
관한 고찰

연구자
윤익선,
윤종대
구창모,
박경호
조상현

년도
1999
2002
2011

전이경

2003

윤태희

2013

홍혜전

2009

박성언

2009

탁구선수의 은퇴기대와 재사회화의 관계
스키선수의 재사회화 과정에서
사회적 적응 매커니즘 분석
은퇴한 여성 태권도 선수의 진로장벽

고수배

2011

박수근

2011

윤성희

2011

남성무용수의 은퇴 후 재사회화 경험

최윤정

2011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스포츠 재사회화와 관련된 연구는 운
동선수를 대상으로 은퇴로 대표되는 그들의 탈사회화 이후 재사회화를 살펴보는
데 집중되었다. 대상은 프로선수, 국가대표, 그리고 일반, 대학의 영역의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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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다양하게 진행됐다.
특히 최근에는 운동선수들의 탈사회화 문제와 관련해 국가대표 수준의 은퇴
선수들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한 진로 지원을 통한 은퇴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손석정, 윤태훈, 2009). 하지만 학생선수 관련 연구들
은 대부분이 재사회화 단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탈사회화 단계에서 연구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선수의 운동중단을 ‘탈사회화’ 개념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중도탈락’의 개념으로 진행한 선행연구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
한 현실이다. 이는 선행연구에 비춰봤을 때,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탈사회화’라
는 개념 자체가 청소년기의 학생선수보다는 성인기 전문체육의 영역에 있는 운
동선수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외의 경우 운동중단을 다양한 종목에서 초점을 맞추고 다차원적인 개념과
연구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특히 운동중단 현상은 ‘Dropout’,
‘Withdrawal’, ‘Burnout’과 같은 다양한 개념들로 다루어졌다. 우선 운동중단 현상
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됐는데,
Coakley(1992)는 청소년기의 학생선수들의 Burnout은 결코 개인의 실패가 아니
며 사회의 구조에서 기인하는 문제임을 지적했다. 그는 학생선수가 부모와 같은
주요타자(significant others)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 사회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스포츠의 참가와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부담을 훨씬 덜
느끼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Burnout은 개인에 초점을 맞춘 대책보다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이를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여기고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은 바람
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Coakley의 연구에 기반 하여 외국의 운동중단
관련 연구는 개인의 심리적 차원 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차원에서 원인을 살
펴보고 해결책을 간구하고자 했다.
하지만 운동중단을 다룬 국외의 연구와 국내 연구에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각 국가가 처한 스포츠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경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국외의 연구가 스포츠 참가를 단계적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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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그 경험을 탐색한 반면 국내 연구는 전문선수영역과 일반인의 영역으로
만 이분화 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즉, 스포츠 참가자의 수준이 세분화되는
것이 가능한 외국의 스포츠 환경에서는 스포츠 참가를 통한 경험도 각각의 수준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Lindner, K.J., Johns, D.P. and Butcher, J.,
2002). 따라서 외국 연구의 경우 개인의 스포츠 참가수준을 세분화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운동중단의 경험도 확장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결과적으로 크게 dropout
을 특정스포츠에는 깊게 참가하지 않고 운동을 중단한 ‘sampler dropout’, 한 종
목의 스포츠는 중단하였지만 다른 종목의 활동은 지속하는 ‘transfer dropout, 마
지막으로 한 종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운동하는 중단하는 경우인
’participant dropout‘’으로 크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외의 연구는 국내에 비해 운동중단과 관련해 다양한 차원으로 논
의되어왔다. Weiss(2000)는 코치의 Burnout에 주목했는데, 이는 코치의 지도력이
선수들에게 미치는 심리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수들의 Burnout 현
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는 국내의 연구가 코치와 선수들의 관계에
주목한 바는 있지만, 코치의 Burnout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
라 할 수 있다. 또한 Coakley(1992)는 선수들이 운동에만 몰두하여 제한된 정체
성을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해 Burnout 이후 그들이 겪게 되는 문제들이 더 가
중되는 현상이 발생함을 지적했다. Butt와 Molnar(2009)는 선수들이 운동을 중단
하게 된 후 그들에게 있어 선수로서의 정체성은 결코 지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
며 이후의 삶에서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이상의 선행연구를 정리해볼 때, 학생선수의 운동중단은 구조적으
로 발생하는 문제임이 국내외의 연구를 통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학생선수의 운동중단 문제가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된 상태에서 더
나은 운동 환경, 삶을 위한 것이지만 국내의 경우 최소한의 학생선수들의 기본권
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이규일 외, 2011). 따라서 국
내 학생선수의 운동중단 문제는 외국의 연구와 사례들에서 시사점을 얻고 국내
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29 -

3. 학생축구선수에 대한 이해
1) 학생축구선수
학생선수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이라
고 규정된다(전해림, 2012). 이러한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축구선수를
‘학업과 축구를 병행하며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학생’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생축구선수의 범주는 초등학교부터 중학
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까지 이른다.
2013년 9월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학생선수는 총 61개 종목, 103,494명으
로 확인된다. 이 중 등록된 학생선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 종목의 현황을 살펴
보면 <표 4>와 같다(대한체육회 홈페이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축구 종목은 가장 많은 학생선수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전체 학생선수의 약 22%에 달하는 숫자이며 두 번째로 많은 학생선수가 등록된
태권도와 비교해서도 2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 4> 등록 학생선수 인원 상위 5개 종목 현황
순번
종목
학생선수(명)
1
축구
23,092
2
태권도
11,159
3
야구
10,241
4
육상
5,605
5
수영
3,400
총계
53,497

총 학생선수 대비
차지 비율*(%)
22.31
10.78
9.89
5.41
3.28
51.67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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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축구 종목에 등록된 학생선수의 현황을 살펴보자면 <표 5>와 같
다. 학생축구선수는 초등학교에서 점차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여성 학생축구선수에 비해 남성인 학생축구선수의 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한국사회에서 남자축구가 여자축구에 비해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주말리그 실시에 따른 학생축구선수
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남성 학생축구선수에 초점을 맞춰 연구
를 진행하였다.
<표 5> 학생축구선수 현황 (단위: 명)
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성별
남
7,689
6,375
여
508
494
총계
8,197
6,869

고등학교
4,701
346
5,047

대학교
2,761
218
2,979

총계
21,526
1,566
23,092

2) ‘학생축구선수 만들기’ 정책 : 초․중․고 주말리그제
최근 정부는 초, 중, 고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를 학기 중 전국단위의 토너
먼트 대회 방식을 폐지하고 주말리그대회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
다. 이는 경기를 주말로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손실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주말리그제가 적극 도입된 것은
2009년 초·중·고 주말리그가 ‘공부하는 축구선수 육성’을 목표로 실시되면서부터
이다. 이는 2001년 대한축구협회가 제시한 한국축구의 성장을 위한 중장기 프로
젝트인 ‘한국 축구 10대 과제’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었던 정책이 실제로 실현된
것인데, 주말리그제의 제안 및 시행과정을 요약해보자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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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초·중·고 주말리그제 시행 과정 (차승근, 2013)

시 기
2001년
2001년
2002년

내 용

대한축구협회, ‘한국 축구 10대 과제 발표’
초등부 리그제 전환 ‘동원컵 초등리그’
서울시 교육청,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특기자
자격 전환 : 기존 4강 입상자에서 8강 입상자로 전환
‘유소년 축구 발전 세미나’ 개최 :
리그제 전환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
2006년
교과부, 문체부, 일선지도자, 학부모, 학계, 축구팬 등 초청
국회,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07년
정부 차원의 정책 대안 마련하라’ 선언
2007년 - 2008년 하반기 지역별 중·고교팀이 참가하는 시범리그 실시
‘SBS U-18 챌린지리그’ 연중 실시:
2008년
K리그 산하의 고교 팀들만 참여
정부,
대한축구협회에
유소년 축구 발전 정책을
2008년 1월
공통 추진 제안
학원 축구 활성화 TF팀 구성 : 교과부, 문체부,
2008년 3월
대한축구협회, 현장지도자, 학계 인사 등
초·중·고 주말리그제 전면 실시 발표
: 대한축구협회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2008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동 주최

<표 6>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축구리그가 출범하기 위해 많은
준비의 시간이 걸렸다. 이 기간 동안 학교체육정상화가 시작된 사회적 배경 속에
서 구체적인 정책적 실천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기관 간의
협력,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공감대 형성, 시범리그의 운영 등의 절차적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그 노력의 결과 2009년 주말리그제가 전격 시행될 수 있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정부기구 중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공동으로 참
여하고 대한축구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제도가 시작된 점은 눈에 띄는 점이다. 이
는 학생축구선수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국가에서 학생들의 영역을 관장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선수들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동시에 참여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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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축구선수들의 학업과 운동을 병행해야하는 존재라
는 점을 본격적으로 정립해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표 7>은 2009년부터 시행된 축구종목의 초·중·고 주말리그 참여팀 수의 현
황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리그가 시작되기 이전인 2008년에 비해 리그가 시작된
이후 점차 축구리그에 참가하는 팀이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2년에는 총 참가팀이 2011년에 비해 38개 늘어나 669개 팀이 리그에 참가하
고 있다. ‘Play, Study, Enjoy’를 모토로 해 출범 5년째를 맞게 된 2013년에는 총
732개 팀이 리그에 참가 중이다. 특히 올해는 ‘공부하는 축구선수 환경 완전 정
착의 해’를 목표로 토요일 경기 및 일요일 휴식을 한 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 수업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리그의 기본방향을 지-덕체를 겸비한 축구인재 양성 및 건전한 학교스포츠 문화정착으로 설정하며 학생
선수를 기르기 위한 목표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표 7> 연도별 초·중·고 축구리그 참여팀 수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2012)
급별 축 초
클
구
연도
부 럽
’08
221 0
’09
210 56
’10
205 78
’11
202 102
증감 △19 102
(’11-’08)

소
계
221
266
283
304
83

축
구
부
173
169
173
172
△1

중
클
럽
0
6
19
14
14

소
계
173
175
192
186
13

축
구
부
129
135
134
137
8

고
클
럽
0
0
0
0
0

소
계
129
135
134
137
8

축
구
부
523
514
512
511
△12

전체
클
럽
0
62
97
116
116

소
계
523
576
609
627
104

이러한 초·중·고 주말리그제에 대해 학부모의 81.9%, 그리고 지도자의 81.9%
가 성공적인 리그라고 평가내리며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2010).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 만들기’ 운동의 대표사
례가 된 초·중·고 주말리그제는 새로운 시도였던 만큼 과연 이 제도가 학생들에
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연구들이 최근 적극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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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추세이다.
김희근(2011)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부산광역시 남자축구부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모든 학생선수가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성과
에도 불구하고 일반학생과 비교해 학생축구선수의 학습이해가 부족함을 지적하
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학습교실, 멘토링 서비스 등 학생들 개개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정경선(2011)의 연구에서도 주말리그제의 시행에 따라 학생선수들의 수
업참여율이 높아졌으며 학생축구선수 스스로도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학생축구선수의 생활주기변화, 합숙소의 새로운 의미
등장 등을 통해 제도적 변화가 운동부 문화에도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
고 있음이 확인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말이 짧아지고 방학이 사라짐에 따라
학생축구선수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전상미 외(2010)는 주말리그제가 실시된 이후 학생축구선수가 학교생활을 함
에 있어 학생의 신분으로써 집중하고 있다고 제시했지만 동시에 변화된 제도로
인해 혼란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학생축구선수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주말에도 시합에 참가하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피로가 누적됨으로써
평일 진행되는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하며 제도의 성과가 지닌 양
면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주말리그제에 관한 연구들은 그 성과와 한계점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
다. 공통적으로 축구리그의 시행이 학생축구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폐쇄적인
운동부 문화를 개선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주중의
학교생활에서 주말의 시합으로 이어지는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학생축구선수가
공부와 학업을 병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하지만 이러한 학업과 운동의 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주말리그제만
으로 인한 문제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사업’에
관한 학생축구선수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신창훈, 김대진, 오중근(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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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를 통해 확인 가능한데,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주말리그제가 실시된 축구
이외의 종목에서도 학생축구선수들이 다차원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생이 된 학생축구선수들이 과거 그들
이 경험했던 어려움은 앞서 제시된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운동과 학업 병행으로
인한 신체적 피곤, 수학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습에 대한 부담 등 중첩되는 것
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추가적인 논의로 학업과 축구를 병행하는 학생축구선수
를 위해 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
안하였다.
이렇듯 주말리그제에는 그 성과와 더불어 한계점이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이
러한 문제점이 학생축구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 전반에 걸쳐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주말리그제의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단정 짓는 관점보다는 앞으로의
제도적, 의식적 개선을 통해 한발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발전의 가능성을 지니
고 있는 것으로 바라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앞으
로의 개선된 제도의 시행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3) 학생축구선수와 운동중단
2010년 대한축구협회 사회공헌위원회에서 발행된 연구보고서인 ‘축구선수 생
애주기모형 개발’에서는 학생축구선수가 겪는 운동중단을 중도탈락과 은퇴라는
개념을 혼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은퇴선수는 주로 프로까지 진
출했던 선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활용되었으며, 중도탈락 선수는 상급학교 진학과
정에서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학생축구선수를 의미하고 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선수와 중도탈락 선수는 공통적으로 운동중단에 대해
삶에 대한 걱정, 두려움을 지니고 있지만 이후의 삶에 대한 계획과 준비는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중단하는 것
에 대해 선수의 인식 개선, 협회차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제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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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운동을 중단한 선수는 과거 선수생활에 만족한
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경력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의 삶에는 만
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축구부가 적은 현실과 맞물리는 것이다. <표 8>는 각 급별
축구부 등록 현황을 정리한 것인데, 이를 통해 상급학교로 갈수록 적은 수의 축
구부가 존재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축구
선수의 운동중단은 등록인원의 각 급별 차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간단히 살펴볼
수 있다. <표 9>는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다 학생
선수 등록 상위 5개 종목의 각 급별 차를 통해 예측한 학생선수의 운동중단 숫
자와 중단율, 그리고 누적학생을 정리한 것이다.
<표 8> 2013년 각 급별 축구부 등록 현황(대한축구협회 홈페이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총계
349
213
161
79
802
<표 9> 학생선수 최다 등록 상위 5개 종목의 각 급별 학생 차와 증감률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대학교
순 내용 *증감률 학생 차 증감률 학생차 증감률 학생차
번 종목
(%)
(명) (%) (명) (%) (명)
1 축구 ∇16.20 ∇1,328 ∇26.52 ∇1,822 ∇40.97 ∇2,068
2 태권도 △65.62 △1,317 △8.54 △284 ∇38.47 ∇1,388
3 야구 ∇1.77 ∇67 ∇50.79 ∇1,886 ∇49.58 ∇906
4 육상 ∇17.81 ∇380 ∇26.75 ∇469 ∇66.12 ∇849
5 수영 ∇34.50 ∇548 ∇44.13 ∇459 ∇67.12 ∇390

누적
학생차
(명)
∇5218
△213
∇2,859
∇1,698
∇1,397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절사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1,328
명,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시 1,822명,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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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할 시에는 가장 많은 2,068명의 학생축구선수가 운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
이라는 단순한 수치가 예상 가능하다. 태권도를 제외한 모든 종목들에서 상급학
교로 진학할수록 적은 학생선수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 급별 차에 있어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의 경우 수영
(34.5%),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에서는 야구(50.79%), 고등학교와 대학교 간의
차이는 수영(67.12%)인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축구 종목은 누적 학생 차에 있
어 가장 많은 숫자인 5,218명을 보이고 있어 다른 종목에 비해 많은 운동중단 학
생선수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에 놓여있음을 확인 가능하다. 또한 축구 종목은 고
등학교와 대학교 간의 차이가 다른 급별 간 차이와 비교할 때 가장 큰데, 이는
이 시기에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
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급별 등록선수의
추이를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각 급별로 시간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
으로, 중학교 등록이 연결되는 3년 후 고등학교 선수 등록차이, 그리고 고등학교
등록이 연결되는 3년 후 대학교 선수 등록차이를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단
계에서 어느 정도의 학생축구선수가 운동중단을 하였는지 예측해보는 것이다.
<표 10>은 년도 별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 등록된 학생축구선수의
등록 현황을 정리한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3년 간격을 두고 급별 등록 학생축구
선수를 정리한 것이 <표 11>이다. 즉, 2005년에 중 1, 2, 3학년을 구성했던 학생
축구선수들은 2008년에는 고 1, 2, 3학년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
에 그 차이를 계산함으로써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3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운동을 중단한 학생축구선수를 예상해본 것이다. 자세히 표를 살펴
보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운동을 중단한 학생축구선수는 평균적
으로 1,35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는
2,036명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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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연도별/급별 학생축구선수(남성) 등록 현황 (단위 : 명)
연도 중학교(A) 연도 고등학교(B) 연도
2005
6,009
2008
4,599
2011
2006
6,061
2009
4,821
2012
2007
6,726
2010
4,971
2013
2008
6,276
2011
5,290
2009
6,318
2012
5,059
2010
6,161
2013
4,701
2011
6,007
2012
6,360
2013
6,375

대학교(C)
2,746
2,776
2,761

<표 11> 3년 간격 급별 등록 학생축구선수 차이
중학교 (표 10상의 A열) 고등학교 (표 10상의 B열)
3년 후 고등학교
3년 후 대학교
학생축구선수 (표 10상의 B열) 학생축구선수(명) (표 10상의 C열)
2005-2008
1,410
2008-2011
1,853
2006-2009
1,240
2009-2012
2,045
2007-2010
1,755
2010-2013
2,210
2008-2011
986
평균
2,036
2009-2012
1,259
2010-2013
1,460
평균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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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학생축구선수의 명확한 운동중단 수를 파악하는데 어
려움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운동중단 학생축구선수의 수를 추산하는 것은 가능하
다. 결과적으로 학생축구선수는 중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 비해 고등
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운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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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방법의 선정
질적연구는 인간의 삶, 이야기, 행동 조직의 기능, 사회운동, 상호관계 등이
주 대상이며, 양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통계과정 또는 양적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다(Strauss, Corbin, 1990).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 과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학생축
구선수의 운동중단이 학교체육정상화와 관련해 지니는 함의를 탐색하기 위한 것
이다. Creswell(2008)은 연구문제의 특성, 탐색이 필요한 주제, 구체적인 시각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연구, 연구 참여자들이 처한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대상
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질적 접근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 과정, 그리고 경험에 대한 심도 있는 파악을 위하
여 질적연구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연구 참여자
질적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의 표본 추출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적절성과 충
분성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의 적절성은 연구에서 이론적인 필수조건에 따라 연
구에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아내어 선택하는 것을 의미
하며, 충분성은 연구현상들에 대한 충분하고 풍부한 설명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자료가 포화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수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Morse & Field,
1995; 이종은, 2002에서 재인용). 질적연구는 모집단을 소규모로 하며 그 모집단
내의 다양한 사례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거나, 양적연구의 ‘확률적 표집(probabilistic
sampling)’과는 성격이 다른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을 통해 연구
사례를 선정한다(이용숙, 김영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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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대상을 선정하
는 판단표집(judgement sampling)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했다. 이는 모
집단의 특성에 대해 연구자가 알고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이라고 제시되어 왔다(최명선, 곽민정, 2008).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준거
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첫째, 주말리그에 2년 이상 참가한 경험
이 있는 학생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했다. 둘째, 다양한 운동중단 원인을 지닌 학
생축구선수들을 표집 했다. 셋째,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과정, 즉 대학
진학 시기를 전후로 운동중단을 경험한 학생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했다.
이러한 세 가지 준거를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 준거는 주
말리그라는 제도적 변화 속에 있는 학생축구선수를 표집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현재 변화된 제도 속에서 학생축구선수가 겪는 운동중단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준거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운동을 중단한 학생선수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의 운동중단 원인이 하나로 제한될 경우 그들
의 운동중단 경험을 탐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으로 세 번째 준거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율이 43.2%에 이른다는 선행연구(한태룡 외, 2009)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시절의 경험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 경험과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자는 1차적으로 지인을 통해 연구 참여자 #1, #2, #3을 소개 받았다. 이후
2차적으로는 눈덩이표집법(snowball samping)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 #4, #5,
#6, #7 선정하였는데, 연구자는 1차적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과의 라포를 형성
하고 그들에게 2차적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을 소개 받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처음 연구를 계획할 당시 8명의 연구 참여자를 표집 하고자 했지만 표집 준거에
부합되는 대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므로 최종적으로는 1, 2차 표집
을 통해 선정된 7명의 연구 참여자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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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연구 나이 선수 주말리그 운동중단 운동중단 직업
참여자
경력 참가경력 시점
원인

장래
희망

고등학교
3학년 진학문제 대학생 미정
여름방학

#1

21

5년

2년
6개월

#2

21

9년

3년

대학교 부상 및 대학생 미정
입학 직전 진학문제

#3

21

9년

3년

대학교 부상 및 대학생 미정
입학 직전 진학문제

3년

고등학교
3학년 진학문제 대학생 미정
여름방학

#4

20

9년

#5

21

10년

2년

#6

21

10년

3년

#7

21

9년

3년

대학교 지도자와의
갈등과 대학생 연기자
1학년 주전경쟁
여름방학 이탈
대학교 지도자와의
갈등과 대학생 미정
1학년 주전경쟁
여름방학 이탈
대학교 진학문제 대학생 축구
입학 직전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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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1) 문헌연구
문헌고찰은 주로 기존 학생선수, 학생축구선수, 운동중단과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와 조사 결과물 등을 수집, 분석했다. 이는 면담을 통해 도출되는 학생축구
선수 관련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기본적으
로 연구에서 활용될 문헌은 국내외 연구의 결과물, 학술지 논문들이었다. 하지만
학생축구선수와 관련된 정보, 정책과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기관에서 발행
한 공식문서, 보고서, 정보지 등의 다양한 문헌자료도 분석되었다.

2)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 과정과 경험, 그리
고 그 의미를 탐색하였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인 운동중단을 경험한 학생축
구선수 7명을 대상으로 2013년 7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문헌고찰을 통해 면담범위 및 내용을 선별해내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면담 질문은 크게 3가지 주제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는 첫째, 학생축구선수 시절의 경험, 둘째, 운동중단에 이르게 된 과정, 마지막
으로 운동중단 이후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면담 질문을
통해 실제 면담은 반구조화된 면담, 비구조화된 면담을 혼용해 진행되었으며 자
유롭게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면담 실시에 앞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와의 유선연락을 통해 참여자에게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면담 결과의 활용 등 연구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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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1차 동의를 얻은 후 약속시간 및 장소를 정하였다. 면담은 기본적으로 한
연구 참여자 마다 2회씩 실시했으며 본 면담에 앞서 예비면담이 필요할 경우 예
비면담을 실시한 뒤에 본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가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의 편의를 존중하여 결정했다. 실제
면담은 조용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페 혹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다.
1회 면담시간은 대체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또한 심
층면담 이후 정보가 필요할 때는 추가면담의 실시 또는 온라인 메신저를 활용하
였다. 면담 내용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녹음기를
통해 녹취되었으며 녹음 파일은 암호화되어 연구자의 개인 컴퓨터에 철저한 보
안관리 아래 보관되었다. 또한 면접노트를 작성하여 면접 시 발생하는 특이사항,
애로사항, 연구문제 관련 아이디어 등을 곧바로 정리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Creswell(2003)이 제시한 질적 연구자료 분석방
법 6단계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이는 자료의 전체흐름을 파악해 전후맥락을 파악
하는 동시에 아이디어 획득에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자료는 바로 전사 작업을 진행한 뒤, 주요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했다. 전사
작업은 연구자가 자료의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 본인이
직접 면담 직후 실시하였다.

5. 자료의 진실성 검증
질적 연구에서는 활용된 자료의 진실성에 따라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판
단된다. 질적 연구는 주로 다양하고 풍부한 삶의 경험을 탐색하는데 관심이 있기
에 양적 연구에서 활용하는 무작위 표본추출, 일반화 가능성, 신뢰도 및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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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등을 질적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질적 연구의 타
당도와 신뢰 확보를 위해 Guba와 Linconln(1981)은 타당도 준거(trustworthiness
criteria)를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삼각검증법, 연
구 참여자를 통한 재확인, 전문가 및 동료 간 협의, 반성적 일지쓰기 등을 실시
하였다.

6.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문제는 양적 연구에 비해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가 피해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지속적으로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만 한다.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과의 인터뷰를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
게 연구의 목적, 내용 및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연구 참여자로부터 두 장의 연구 참여 동의서(연
구자, 연구 참여자)에 각각 서명을 받은 후 보관하였다. 이 연구 참여 동의서에는
연구자의 신분, 연락처, 연구목적과 절차, 비밀보장 등이 제시됐다. 또한 연구 참
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제시할 때 참여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이름은 모두 익명으
로 처리했다. 그리고 본 연구의 특성상 연구 참여자의 삶의 과정이 담긴 정보가
면담 중 거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주변인의 신분 역시 익명으로 처
리했다. 그리고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연구 참여자와 관련된 자
료 관리에 만전을 기했으며 모든 연구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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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학생축구선수의 삶과 운동중단 과정
1) 고통스러웠던 운동부 생활의 기억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생축구선수 시절을 회고하면서 고통스러웠던 경험에
대해 토로하였다. 그들의 삶은 운동부 생활과 깊게 연관되었는데, 부담스러운 운
동량, 지도자로 인한 스트레스와 답답한 합숙생활의 기억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으로 남아있었다.
우선 축구선수로서 연구 참여자들은 운동으로 인해 힘들었던 경험을 이야기
했다. 특히 그들은 운동량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5는 중학교 때는 공 위주로 이뤄졌던
훈련이 고등학교 진학과 동시에 체력 훈련 위주로 진행됐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체력적인 부담을 느꼈던 경험을 진술하였다. 연구 참여자 #3 역시 고등학교
진학 이후 운동량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하였다.
중학교 때는...볼을 많이 찼어요. 볼을. 볼 갖고 하는 거 많이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선수들이 체력을 많이 올려야 되잖아요.
중학교는 35분 뛰자나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45분 뛰니까. 그런
거 때문에 진짜 체력 훈련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보다 볼 차는 것 보다 체력 훈련 많이 한 거 같아요. (중략)
진짜 그 때만 생각하면 초반에 적응 안 되가지고 아프다고 뻥치
고 그랬거든요. 죽겠으니까 잠이 모자라니까.
<참여자 #5>
- 46 -

제가 일단 고등학교 들어와서 최고 많이 바뀌었던 게 운동량
이 진짜 많아졌거든요? 원래 중학교 때는 학교 자체가 좀 수업
다 참여시키고 공부시키고 이러는 학교라서 운동을 하루에 거의
한번? 오후 운동 그러면 끝났고 나머지는 개인운동하든가 자유
시간이든가,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딱 갔는데 새벽운동부터 시작해서 오후 운동이 본 운동이고 저
녁에도 거의 운동이 있고 아니면 개인 운동이 있어요. 거의 운
동이 기본이 세 탕이었으니까.
<참여자 #3>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운동이 힘들었던 이유로 질보다
는 양을 중시하는 지도자들의 성향 때문이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무리한 양의 운동을 경험했던 연구 참여자 #3은 많은 양의 운동이 효과가 있으
나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6의 경우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
유로 무리하게 운동을 시킨 지도자로 인해 운동을 중단하려고 고민까지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1의 경우 리그가 실시되었지만 겨울방학 중에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며 운동을 집중적으로 해야만 했고 이로 인해 힘들었던 동
계훈련에 대해 언급하였다.
어... 아무래도 없지는 않죠. 없지는 않은데.. 음... 약간 효율
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하나? 힘들 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무
래도 양이 많은 것은 도움이 되긴 하죠. 몸적으로 힘들긴 하지
만 기술이나 이런 거를 익히는 데는 공을 많이 만지는 게 좋으
니까.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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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학년 때 3학년 형들이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운동량을 좀 늘려라. 코치가 무식하게 빡 늘린 거예요. 그래가지
고 너무 힘들어서. 축구 접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전학 보내 달
라. 고 2때, 중학교 때 한번 고등학교 때 한번 있는데. 고 2때가
그때에요. 전학가야겠다...(중략)...피곤하기도 하고 막 열 받게
짜증나게 하고, 여러 가지 겹쳐서 그만두자 했는데, 다시 맘 잡
고 했는데, 이제 또 고 2때. 또 위기가 한번 왔어요. 너무 힘들
게 해가지고 하루에 다섯 탕을 하는 거예요. 새벽 운동을 해요.
<참여자 #6>
1,2학년 때는... 동계훈련이라고 시즌 들어가기 전에 전지훈련
을 가거든요. 겨울방학 때... 그 때는 운동을 엄청 힘들게 하거든
요. 하루에 5번씩 하고.. 그런 게 힘들었죠. 운동을 많이 하는 겨
울 때..
<참여자 #1>

이렇듯 주말리그제가 실시되었으나 여전히 연구 참여자들은 부담스러운 운동
량에 무리라고 느끼고 있었으며 효율적이지 못한 지도자들의 운동 프로그램에
불만을 느낀 경험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주말리그가 실시되어 한 주의 일정이
반복적으로 체계화되었다는 성과에 비해 운동 프로그램과 이를 계획하는 지도자
의 능력 개선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 #1이 언급한 내용
과 같이 주말리그제가 실제로 실시되는 봄, 여름, 가을 외의 기간인 겨울에 리그
를 준비하기 위해 학교별로 계획되고 진행되는 전지훈련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선행연구에서 지도자는 학생선수들의 학교생활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운동시간과 합숙소에서의 생활을 관장하는 주요타자이기에 학생
선수의 운동과 관련된 경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면담의 과정에서 지도자와 관련된 언급을 많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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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운동부라는 집단 내에서 운동과 시합 상황에 있어 지도자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2의 경우, 중학교 시절의 지도자에
비해 고등학교 당시 지도자는 운동과 시합 상황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
주지 않았다고 언급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감이 결여되었던 경험에 대해 토로했
다. 연구 참여자 #5의 경우 중학교 때 지도자로부터 처벌로써 폭력을 당한 경험
을 이야기했다. 고등학교로 진학한 그는 폭력으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긍정적 피
드백의 결핍 그리고 부정적 피드백만이 제공되는 현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
다고 진술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중학교 때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
선생님은 경기를 뛰면서 실수를 해도 어떤 의도가 좋았으면 잘
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코치님과
감독님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약간 FM적인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질타를 하시고...(중략)... 저도. 그래
서 게임을 뛰면 제가 사이드 백을 보면 오른쪽 백을 보거나 왼
쪽 백을 보면 전후반 한번씩, 만약 벤치 쪽에서 하게 되자나요.
그럼 그때 저는 편안하게 하고 싶은데 바로 옆에서 주문을 하고
그럼 저도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럼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질타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기 싫을 정도로. 그
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전 좀 많이 위축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고등학교 때는 때리지는 않았어요. 안 무서웠는데. 이게 입으
로.. 마음 공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칭찬을
안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칭찬을 못 들었어요...(중략)...아 진짜
스트레스 받았죠. 막 잘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못할 때만
뭐라고 하니까...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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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 참여자 #5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당시 운동을 중단하고 비행청소
년들과 어울리며 방황을 겪었는데, 이후 새로운 학교의 축구부에 들어가 운동을
재개했을 때 지도자가 자신을 ‘노는 아이’로 낙인찍고 차별적으로 대우했다고 이
야기했다. 그는 중학교 당시 대표 경력을 갖고 있었지만 고등학교 이후 실력의
한계를 느꼈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어 우울증에 걸리기까지 하였
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학교에서까지 이어진 지도자의 차별적인 대우는 그로
하여금 또 다시 우울증을 겪게 함으로써 결국 운동을 다시 중단하게 만들었으며,
그는 ‘노는 아이’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OO고 축구부를 갔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게 축구를 쉬다 하
니까. 진짜 1년을 쉬었잖아요. 6개월 정도를 쉬었으니까. 이게
몸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막... 거기서도 감독님이 저를 안 좋게 봤거든요. 얘, 놀던 얘라
서. 운동도 열심히 안 하던 얘라서.. 그렇게 다 인식을 하는 거
예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니다가 운동할
때도 막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 있잖아요. ‘나도 옛날에 괜찮게
했는데’ ‘내가 어쩌다가 이런 대접을 받게 됐을까’ 어딜 가서든
다 이런 대접을 해주니까 중학교 때도 대표하고 그랬던 사람인
데, 갑자기 내가 어쩌다가 이런 대접을 받게 됐는가. 이렇게 잡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온 거 같아요. 고
1때 또 우울증이 왔어요. 또. 이 우울증이 한번 오니까 계속 오
는 거 같아요. 완치가 안 되고, 그래서 또 관뒀어요. 관두고 또
학교를 그렇게 다시 또 이렇게 노는 얘들한테 붙었죠.
<참여자 #5>

코치의 Burnout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Price와 Weiss(2000)는 코치가 지속적
으로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행위는 선수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친다고 지적했으며 심하게는 선수들의 Burnout까지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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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지도자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운동부 생활 속에서 경험했으며 심하게는 이로 인해 운동중단에 까지 이르고 있
었다.
이처럼 학생축구선수는 운동장이라는 공간에서 무리한 운동량과 지도자로 인
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는데, 이러한 고통은 운동장에서 확장되어 그들의 생활
공간인 합숙소로까지 이어지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고질적인 한국의 운동부 문
화의 문제가 고착화되도록 만들고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의 운동부 문화
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왔다. 김정명(1999)은 억압된 생활의 문제,
‘인가된’ 폭력, 인간소외를 낳는 일반학생과의 차단된 생활, 그리고 진학의 수단
으로써의 운동으로 대표되는 운동부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
이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 된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논의되어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운동부 문화가 여전히
잔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자 #5는 본인이 후배들을 괴롭혔던 경험
을 고백하며 이는 앞으로도 개선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원래 근데 축구부가 선후배 규율이 좀 있잖아요. 근데 막 그
러니까 그 전통이 내려오는 거 같아요. 딱 이렇게 괴롭힘을 이
렇게 막 받다보니까 저희도 똑같이 내려오는 거 같아요. 이거는
안 고쳐질 거 같아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이건 계속 갈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참여자 #5>

또한 본 연구의 모든 참여자들은 모두 고등학교 시절의 합숙소 생활을 경험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합숙소가 주로 선수들의 생활을 관리하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합숙
소 문화는 청소년기의 학생선수에게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
시되어져 왔는데, 특히 합숙소라는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학생선수는 그들만
의 섬문화를 형성하고 개개인의 자유는 억눌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되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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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태호, 이주욱, 2004). 또한 선후배가 함께 생활하는 합숙소의 특성상 불합리
한 선후배간의 위계적인 상하관계가 형성되고 이뤄지며 심하게는 폭력이 난무하
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폐쇄적인 성격이 강한 합숙소는 그 동안 ‘일반
학생’과 ‘학생선수’의 삶을 이분화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별개의 경험과 정체성
을 형성하게 하여 그들이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따(국가인권위원회, 2008). 연구
참여자 #3의 경우 합숙소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을 묻는 연구자에게 다음
과 같이 답하였다.
힘든 점이요? 아무래도 많긴 많았죠. 생각해보면은 아무래도
분위기가 선배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많이... 심부름? 같은
것도 있고 밑에 학년들이 아래 학년들이 아무래도 많이 힘들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청소부터 시작해서 빨래라든지 이불 같은
거 형들 꺼 다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뭐 한번 씩 무서운 형들이
나 안 맞는 형들 만나게 되면 혼나게 되고 가끔 가다 맞을 때도
있고. 저희는 심하지는 않았지만 없지는 않았죠. 그런 것도 있었
고 그러면서 힘든 것도 있었고요. 합숙하다보면 운동량이 많으
니까 저기 좀 나가고 싶고 자유시간도 갖고 싶은데 그런 게 통
제가 되니까 그런 것도 좀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
<참여자 #3>

그의 답변에는 합숙소 생활이 갖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합
숙소라는 공간 내에서의 선후배 간의 위계관계, 폭력을 당한 경험, 그리고 힘든
운동에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에게 합
숙소는 벗어나고 싶었던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6 역시도 합숙
을 하면서 겪게 된 선배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운동을 중단하고 싶었던 기억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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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때, 선배들이 마사지를 잘 시켰어요. 제가 눈치도 없이
그리고 좀 몰라가지고 너무 열심히 했죠. 맨 처음에 너무 잘해
가지고... 자고 있는데 마사지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확 돈 거
예요 제가.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문자했죠. ‘나 힘들어서 못하
겠다. 이 형 때문에 못 하겠다’
<참여자 #6>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생축구선수 시절 힘들었던 경험으로 인
해 운동중단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힘든 운동시간, 합숙소의 경험, 그리
고 지도자와의 갈등은 그들에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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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한국 학교운동부의 문제점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제기되는 것으로 지나친
승리지상주의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치열한 무한경쟁의 구조가 있다. 승리가 최우
선의 가치로 여겨지는 구조적 상황 속에서 학생선수의 운동부 활동은 자연스레
스포츠가 지닌 가치를 균형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교육적 활동이 아닌 신체적 발
달만을 목표로 해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이와 같
은 치열한 경쟁의 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학생선수는 불가피하게 운동 이외의 학
생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학생선수는 운동
하는 기계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운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성장기를 거치게 되어 운동중단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특히 대한
체육회 가맹종목단체 중 가장 많은 학생선수가 초·중·고를 거치면서 운동을 중단
하게 되는 축구 종목의 경우 이와 같은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
는 구조에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이 축구를 처음 시작할 때와 비
교해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꿈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4와 #5는 처음에는 국가대표라
는 큰 꿈을 가졌지만 점차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현실적인 한계를 경험하
게 되면서 본인의 꿈을 낮게 재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 목표는 국가대표죠. 초등학교 때는 큰 목표를 갖고 시
작한 거죠. 근데 가면 갈수록 다운이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에서
프로(1부 리그), 프로에서 내셔널(2부 리그), 내셔널(2부 리그)
에서 대학. 이제 계속 지쳐가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니
잖아요. 찾는 게 잘 안 되가지고...마음대로 안 되가지고.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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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때는 국가대표가 꿈이었죠. 점점 갈수록 이게
현실이 느껴지니까 중학교 2학년 때는 프로선수가 꿈이었어요.
3학년 되니까... ‘Y대, K대에 이런 데에 가자, 나는 Y대, K대만
가면 되겠다’ 그게 꿈이고, 고등학교 올라 간 후부터는 ‘그냥 대
학교만 가자. 대학교만 가도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계속 그렇
게. 고등학교 때는 큰 꿈이 없었어요. 엄마, 아빠도 국가대표 안
바랐고 그냥 대학교나 가라고. 어차피 힘드니까, 성공하기 힘드
니까, 안 될 거 아니까 그냥... 그냥... 대학교만 가라고 그래가지
고.
<참여자 #5>

이렇듯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축구선수로서 프로선수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지되고
있었지만 축구를 일단 시작한 이상 그들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주전선수
가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치열한 경쟁이라는 현실적 한계가 존
재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생존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를 겪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들은 운동중단에 대한 고민까지 했던 것으
로 확인됐다. 연구 참여자 #7은 본인이 축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중학교 시절 주전경쟁에서 밀려 후보 선수로서 활동할 당시를 언급했다. 그는 주
전으로 활약하지 못하면서 후배와 지도자에게 받았던 상처를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심리적 고통을 견뎌내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뿐이었다.
제가 좀 신체적으로 많이 외소한 편이어서, 경기도 많이 못
뛰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때 되게 성격도 소심하다는 소리 많
이 들었거든요. 그 때 진짜 힘들었던 거 같아요. 후배들한테도
게임 못 뛰고 그러다보니까 대우 별로 못 받고... 감독님의 말도
좀.. 냉정하신 분이어서 (중략) 한번 밀려버리면 특히 중학교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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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경우는 회복이 불가능하니까...(중략)...여기서 이겨야 어떻게
든 나중에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버티
고, 버티고, 버텼죠.
<참여자 #7>

또한 연구 참여자 #5의 경우, 중학교 초반 뛰어난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유소
년 대표로 활약했지만 이후 신체적 성장이 지체되면서 대표팀은 물론이고 본인
의 중학교 축구부 내에서도 주전경쟁에서 밀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주변의 학부모와 지도자들에게 무시를 받게 되었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 휩싸였
으며 우울증까지 겪게 되어 운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겪었다.
대표, 유소년 대표까지 했었거든요, 제가. 계속하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얘는 이제 안 될 거
같다’ 막 시합 들어가는 것도 줄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딱 중학
교 때까지만 써먹고 말거 같은 얘라고. 그런 얘기를 뒤에서 욕
하는 게 들리니까. (중략) 그럴 때마다 진짜...시합 뛰고 가서 아
빠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축구 못하겠다고, 병원 가니까 우울증
이래요. 우울증으로 한 축구 3개월은 쉰 거 같아요. 그거 치료
받느냐.
<참여자 #5>

심지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경쟁이 공평하지 못했다고 언급하
였다. 이는 언론을 통해 그 동안 수없이 보도되었던 체육특기자 입시비리와 관련
된 것이었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보다도 실력이 부족했던 운동부 시절의 선
후배가 감독의 인맥과 금품 제공을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를 빈번히 목격했
다고 진술하였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동료가 본인들에 비해 치열한
경쟁 구조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점을 학생축구선수 시절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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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1은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억울하면서도 그들이 부러웠던 복잡한
심경에 대해 밝히고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7 역시 이 점에 대해 지적하며
축구 뿐 아니라 이는 모든 스포츠 종목에 만연한 문화임을 언급하였다.
참여자 #1 : 그러니까 막 잘 못하는데 좋은 대학가는 얘들은
대부분, 대부분 돈을 주고 가고... 감독이 대학교 누구한테 소개
시켜주고, (침묵) 그 친구는 돈이 많으니까 아마 돈을 달라는,
그러니까 뽑는 조건으로 아마 부모님한테 돈을 요구하면 줄 것
이라는 말을 해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짜증나기도 하
고...
연구자 : 그런 걸 알고 있었어? 선수할 때?
참여자 #1 : 뭐... 대충... 다 알고 있었죠. 얘들도, 왜냐면 너
무 티가 나니까, 진짜 못하는데, 돈이 많은 친구들은 누가 누군
지 아니까, 그리고 솔직히 실력도 어느 정도인지 알고 좋은 대
학교 가면... 그거 밖에 없으니까, 그거 보면서 되게 부럽기도 하
고 짜증나기도 하고.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약간 돈, 뒤에
그런 게 되게 많죠. 약간 모든 스포츠, 한국에 있는 스포츠 종목
전체 대부분이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인맥 아니면 돈,
아니면 정말 잘하든가. 중학교 때부터 알았죠. 듣는 것도 많고,
부모님도 돈 이런 게 되게 많다고. 저는 저희 부모님은 하지 말
라고 했어요. (중략) 누가 봐도 얘는 거기 갈만한 그런 케이스는
아닌데, 그냥 거기 가서...근데, 대학교가 모든 대학교가 한두 명
은 그렇게 들어와요. 그렇게 다 들어가니까.
<참여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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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 진학을 체육특기자로서 진학하기 위해 팀 내에
서 치열하게 펼쳐지는 주전경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경쟁의 과정에서 실제로 와 닿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자신의 목표를
낮춰야만 했고 살아남기 위해 힘든 심리적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다. 심지어 이러
한 경쟁은 체육특기자 제도를 악용한 감독들에 의해 빈번히 발생하는 금품을 통
해 진행되는 입시비리로 인해 공평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결
과적으로 이와 같은 끝이 없고 불공평한 경쟁의 구조 속에 연구 참여자들은 개
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 외에 어떤 대처도 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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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구와 공부를 병행할 수 없는 학생축구선수의 현실
2009년부터 실시된 초․중․고 주말리그제는 ‘공부하는 축구선수’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으로, 출범한지 5년째가 된 2013년 현재 총 732개 팀이 리그에
참가 중에 있다. 본 연구자는 앞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말리그제가 실시된
결과로써 그 성과와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2009년에 주말리그제의 시작과 함께 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고등
학교 시절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직접 경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주말리그에 참가하게 되면서 수업에 참여하는 절대적인 시
간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행연구(김희근, 2011; 정경선, 20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말리그제가 도입됨으로써 학생선수가 수업에 참가하도록 주말리그
제가 유도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절대적인 수업 참여 시
간이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수업을 받으며 학습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고 연구 참여자들은 설명했다. 이 점은 연구 참여자 #5의 진술을 통해 그가 겪은
주말리그제가 실시되기 이전의 상황과 실시된 후의 상황을 단적으로 비교함으로
써 확인 가능하다. 그는 제도적 환경이 변화함으로써 수업에 참가하는 시간이 증
가했지만 수업 태도에는 변화가 없으며 일관되게 수업 시간은 ‘잠’으로 채워졌음
을 밝혔다. 또한 그가 제도 변화를 통해 참여 시간이 증가된 수업 시간 역시 정
규교육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4교시에 그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3은 수업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것이었으며 실제적으로는 거의 듣지 않았다고 하였
다.
그러니까 축구부는 그냥 못 들어오게 해요. 들어가도 공부를
안 하니까 얘들이 잠만 자고. 떠들고 그러니까. 분위기 해치니
까.. 학교에서 축구부 얘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후반쯤부터 이제 제도가 바뀌었어요. ‘축구부 애
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가지고 축구부가
4교시를 받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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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간 다음에 공부를 4교시하고. 아니 공부는 안 했어요. 잤
어요. 그냥 들어는 오래요.
<참여자 #5>
그냥 그거죠. 개인적으로 자기가 들리는 수업은 듣는 거고
안 들리는 수업은 안 듣는 거고, 들리더라도 안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때그때 틀린데 거의 안 들었죠.
<참여자 #3>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 진술은 그들이 수업시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도 보여준다. 그들에게 있어 수업 시간은 들어가기는 하지만 집중을 해야 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의무는 없는 시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그
들에게 수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
는 연구 참여자 #1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다른데 자게 납두는 선생님들도 있고
못 자게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못 자게 하는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왜 이런 걸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어요.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1은 수업 시간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이 정당하다고 느
꼈으며 그렇기에 자신을 깨워 수업에 참가할 것을 요구한 일부 선생님들에게는
반감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업 참여 시간만이 증가했을 뿐, 실제적인 수
업 참여의 태도와 인식과 같은 질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미비하다는 점은 주말리
그제의 성과이자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에 대한 경험을 진술하면서 학교수업을 따라 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린 고충을 토로하였다. 그들은 수업에 참여하고자 시도했
던 자신의 노력과 부딪혔던 어려움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연구 참여자 #1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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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3학년부터는 축구선수 생활은 지속했지만 동시에 일반학생으로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수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시도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언어학습을
위한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신이 겪게 된 학습의 어려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일단 수업을 듣자나요. 그러면 고3 수업은 영어수업인데 영
어는 거의 문법을 가르치거든요. 저는 문법, 그러니까 명사라는
뜻을 모르고 동사라는 뜻을 모르는데 관계대명사 막 그런 말 하
고 저는 그런 뜻을 아예 모르고 하는 거니까 뭔가 듣는 의미가
없고 막... 헛수업 듣는 거 같고...
<참여자 #1>

이러한 경험을 다른 연구 참여자들도 겪었음을 진술했는데, 이는 그들이 평균
적으로 11세(초등학교 5학년) 즈음에 축구선수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른 시기에 학생선수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그들은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업결손을 겪게 됐고 결국 그들은 고등학교 수업
과정을 따라가기에 충분한 학습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학생선수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수업내용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제시된 바 있다(권순용 외, 2012). 아래의 연구
참여자 #5의 진술은 그들의 학업이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당시의 상황과 그 원
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 #3의 경험은 학생선수가 공부
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하더라도 누적된 학습의 결핍이 지속적으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저희 축구선수 얘들이 다 초등학교 4,5학년부터 축구를 시작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초등학교 4,5학년에 더하기 뺄셈 곱하기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요, 저희는 그런 거 안 배웠단 말이에
요. 저희는 그때부터 볼만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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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점점 무식해지는 거죠, 사람이 지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
까 나중에 가서도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딱 보면. 선생님들이 칠
판에 적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잠만 자는 거 같아
요.
<참여자 #5>
‘공부를 해볼까?’ 한 번씩 생각을 해요. 한 번씩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자’ 책을 펴보고 뭐.. 몇 장보고 몇 페이지 보면 ‘이건
안 되겠다. 솔직히 이건 아닌 거 같다. 솔직히’ 접근할 그럴... 그
런 게 좀 힘들었죠. 해볼까.. 하다가도 딱 보면 쟤가 어떻게 하
기가 힘드니까. 혼자서... 이미 생각을 해도 늦은 감이 있는 거
죠. 계속 어릴 때부터 쭉 하면서 해왔으면 모르는데 수업도 한
번씩 빠지게 되면... 해볼까 하다가도. 한번 빠지면 훅 지나가 버
리잖아요. 그럼 또 아, 안 하게 되고 자게 되고. 뭐 이런 패턴이
계속 되는 거 같아요.
<참여자 #3>

연구 참여자 #6은 앞서 연구 참여자 #3의 진술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늦어버
린 학습과 이로 인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학생선수들의 수
준에 맞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의 진술에서 그는 운동시간 이
외에 공부할 시간이 분명 존재하지만 자신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선수를 위한 맞춤형 학습지도에 대한 필
요성은 이미 2011년에 제시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에서 언
급된 부분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12). 하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 이러한
맞춤형 학습지도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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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키면 했어요. 아니 차라리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할게 없으니까 운동시간 제외하고는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아니
우리 선에서 우리한테 맞는, 우리 수준에 맞는 걸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일반학생 위주로 하니까, 차라리 따로 얘들
모아놔서 하든가, 수준이 낮더라도 재밌게.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6의 언급과 같이 수준별 학습과 맞춤형 학습지도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연구 참여
자들은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환경으로 격리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6은 3학년으로 진학한 뒤 ‘직업반’으로 축구부 전원이 배정되었던
경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참여자 #6 : 저희는 12반에 한 반에 몰았어요, 그러니까 직
업반이라고 있잖아요. 공부 안하고 직업학원 다니는 얘들로 모
았는데, 걔네는 일반학생도 있는데 걔네는 직업학교 가고, 우리
만 남았는데 이제 선생님들도 들어와서 뭐 영상 같은 것만 보여
주고 공부도 안 하고 엎드려 자고... 책.. 책을 사주신다고 하셨
어요. 저희가 그래서 골랐어요. 그 책도 한 달 바짝 저희가 재밌
어서 읽고 다 안 읽고, 다 다시 자고, 그러니까 딱히 뭐...
연구자 : 그러면은 그 때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었다고 생각
해요?
참여자 #6 : 공부를 하고는 싶었어요. 그런데 가르쳐 주지 않
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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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6가 경험한 ‘직업반’이라는 공간은 어떠한 교수와 학습도 이뤄지
지 않는 학습과 철저히 격리된 곳이었다. 그 공간에서 학습은 개인의 몫으로 여
겨졌고 교사 역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 #6은 학습을 하고자 했
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서 학업을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
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선수의 학업을 위해서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요타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연구 참여자 #3
은 고등학교 시절 학업 경험과 관련해 지도자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고등학교 1, 2학년까지는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진술하
였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진학과 함께 공부를 중시하는 감독님이 새롭게 부
임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축구부 자체의 분위기가 ‘공부하는 축구부’로 변화했
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중학교 시절에도 학업을 강조했던 지도자를 경험했으며
학생선수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있어서 지도자의 영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고등학교 1,2학년 때는 아무래도 정규수업은 다 들여보내셨
어요. 7교시까지 들어 보내셨는데. 근데 저희가 축구부라고 숙소
가서 자고 땡땡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좀 치고. 뭐라고 해야 되
나 관대했다고 하나? 선생님들도. 그런 게 좀 관대해서 저희가
일단 시스템은 정규수업을 다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수업에 좀 많
이 빠졌던 거 같아요. 그런데 감독님이 바뀌면서부터 그 감독님
도 중학교 감독님이랑 약간 비슷한 그런 약간 마인드셔(생각이
셔) 가지고 그런 거를 딱 끊어버리시고. 학교 빠지다가 걸리면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처벌을 주신다거나. 부장선생님
도 같이 바뀌셨거든요. 체육부장 선생님도. 그러면서 고등학교 3
학년 때는 중학교랑 비슷하게 정규수업도 다 듣고...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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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새로운 진로 탐색을 위해 일반학생들과 함께 수업
을 들었던 연구 참여자 #1의 경우, 학교 선생님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
와주었던 경험에 대해 진술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것처럼 학생선수가
학업을 지속하는데 있어 주요타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윤리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선생님이 윤리 책
을 사주시고 따로 프린트해서 요약본도 주시고, 또 그러니까 핵
심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 또 뭐 힘든 거 없냐고 물어봐 주시
고.
<참여자 #1>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인 답변으로 자신들은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시
기를 놓쳐버린 상황에서 ‘직업반’으로 대표되는 일반학생과는 격리된 공간 속에
서 그들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몇몇
선생님과 지도자의 도움을 통해 학업을 시작하고자 했지만 이 역시도 제한적으
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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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한경쟁에서의 탈락, 축구 그만두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생축구선수 시절을 기억하며 힘들었던 운동부 생활
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또한 치열한 경쟁과 실력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현실에서
점차 자신의 꿈을 작게 설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그들은 축구를 하면서 많은 어
려움을 겪었지만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축구를 그만 둘 수는 없는 모
순적인 상황에 놓여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학생
축구선수 시절의 고통은 점차 누적되어 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누적되어 가는 학생축구선수 생활에서 연구 참여자
들은 개개인의 결정적인 사건을 맞이하면서 축구를 그만두게 된다. 그들이 운동
을 그만두게 되는 배경에는 학생축구선수 시절 경험했던 어려움이 있었으며 대
학 진학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운동중단에 이르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1은 고
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주전으로 뛰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면서 운동
중단을 고민하였다.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게 된 그는 고3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운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4 역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진학하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지도자와
의 대화를 통해 운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제 고 2에서 고 3 올라갈 때, 흔히 생각하는 좋은 대학교
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
어가지고... ‘이제 축구선수로는 안 되겠다’ 그 시기에 감독님한
테 말씀드렸어요.
<참여자 #1>
감독님이 이제 처음에 건의를 했어요. 2,3년간 지켜봤는데,
OO(연구 참여자 #4)는 이 길이 아닌 거 같다고. 다른 길을 찾
으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빨리 생각해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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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말 듣고 ‘이제 축구는 길이 아닌 거 같다’ ‘다른 거 빨
리 찾아서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야겠다’ ‘돈도 많이 벌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참여자 #4>

연구 참여자 #2와 #3은 고등학교 시절 당한 부상, 그리고 이로 인해 자신이
설정한 진학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서 운동중단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들의
운동중단은 누적된 선수 시절의 무리한 운동량으로 인한 부상이라는 경험과 고
등학교 3학년이라는 시기에 겪게 된 대학 입시라는 결정적 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2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주전
으로 선수로서 활약했지만 고등학교 시절 겪게 된 부상으로 인해 자신이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 #2는 비록 축
구로 대학 진학에 성공은 하였지만 원하지 않은 대학교에서 축구를 지속하는 삶
을 통한 성공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되었고 결국 축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게 되
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3 역시 원하지 않았던 대학으로의 진학과 발목 부상이
겹치면서 운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게 된다.
일단 근본적인 이유를 대면 많이 다쳤어요. 그리고 3개월을
쉬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쯤 그 이후로...(중략)...(진
학한 대학이) .멀고 그리고 자주 다치니까 운동도 제대로 못하
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좀 없어졌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이제 결정적으로 그만 두게 된 거는... 3학년 때 이제 리그까
지 거의 마무리 됐을 때에요. 이제. 솔직히 대학교 문제도 제가
뭐 항상 생각하고 원하던 대학교 쪽으로 진학이 된 것도 아니
고, 그리고 리그가 마무리 되면서 제가 발목을 검사를 받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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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발목의 검사가, 인대가 파열이 돼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 3 시즌 끝나면서 수술하면서 한... 3달
정도 쉬게 됐어요. 쉬면서도 그런 생각(운동중단)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또 제가 원하는 대학교를 갔었다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참여자 #3>

연구 참여자 #7은 연구 참여자 #2와 #3처럼 대학에 체육 특기자로 진학하게
되었다. 그는 부상을 겪지는 않았지만 본래 자신이 원치 않던 대학에 진학하게
된 상황에 운동중단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애초에 대학에 진학한 후에 운
동과 공부를 병행하여 편입을 생각했었던 그였기에 빠르게 운동중단을 결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로 선택하였다.
원래 저는 대학가면 공부랑 같이 하려고 했어요. 편입을 준
비할 생각이었는데 축구를 하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수업도 잘 안 들어가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특히 좋은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
는 내 꿈이 중요하니까 꼭 선수라기보다 지도자 길이 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참여자 #7>

한편 연구 참여자 #5와 #6은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교까지 축구로 진학에 성공
하게 되었다. 하지만 축구를 통한 대학진학은 그들이 겪어왔던 경쟁구도 속에서
탈출하는 계기가 되기보다는 더욱 치열한 축구를 통한 생존 경쟁의 장으로 진입
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대학교에서 학생축구선수 생활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지도자의 차별적인 대우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지도자와의 갈등을 겪게 된 이들은 대학 진학 후 1학기 만에 운동
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연구 참여자 #6은 대학교 진학 이후 대학리그에 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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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지도자의 차별적 대우를 받았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그는 축구선수
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도자의 차별적
대우로 인해 한계를 경험했고 결국 운동을 중단하는데 이르렀다.
이제 (대학교)1,2학년 대회가 닥쳤어요. 1학년 여름 방학 때,
근데 그때 넣어도 되는데 저를 안 넣는 거예요. 아 거기서 완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 아 감독인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상담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감독님이랑 상
담을 했죠. ‘이러이러 해서 좀 쉬고 싶다’ ‘그래, 네가 생각이 다
정리되면 알아서 와라’ 그래서 집에 왔죠. 방학 끝날 때까지 안
들어갔어요.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5는 대학교 진학 이후 감독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주전 경쟁
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적인 지도자의 대우로 인해 운동중
단을 고민하게 되었고 주변의 조언에 따라 축구를 그만두게 된다.
그렇게 찍혀가지고, 대학교에서는 진짜 한 게임도 못 뛰었어
요. 진짜 1년 있는 동안 아이스박스만 챙겼어요. 진짜 아이스박
스만 들게 했어요. 진짜 미칠 노릇이죠, 이게 진짜... 대학교까지
왔는데...(중략) 아니 걔네는 번갈아서 게임 뛰끼고 저만 한 번도
안 뛰껴주고. 얘네는 감독님이 얘만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중략) 주위에서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관두라
고. 계속 관두라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관둬야겠다, 관두고 다른
거 찾아보자’ 그래서 관뒀어요.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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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생축구선수 생활에서 겪게 된 어려움인 부상,
지도자와의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신 등의 표면적으로는 개인적인 이유
에서 운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의 운동중단은 여전히 잔
재하고 있는 무한 경쟁의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
적으로 운동으로 인해 힘들었던 기억과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운동을 중단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었다. 힘들었던 학생축구선수 생활
을 버텨오던 그들이 운동을 중단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에서
의 실패 또는 주전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고등학교까지 축구를 지속했던 연구 참여자 #1,2는 실력부족으로 인해 대학
진학이라는 큰 장벽 앞에 운동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연구 참여자 #3,4,7 역
시 원치 않은 대학에 진학하게 됨으로써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고 운동을 그만
두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대학 진학으로 대표되는 무한 경쟁의 장벽 앞에
서 축구를 좋아하지만 현실적인 실력의 한계로 인해 탈락을 맛보게 된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자 #5,6은 대학에 진학하는데 성공했지만 입학 이후 다시 시작된
주전 경쟁에서 밀리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운동을 중단
했다. 결국 이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운동을 중단했다기보다는 치열한 생존 경쟁의 구조 속에서 탈락을 경험하면서
운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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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 이후의 경험
1) 막막한 첫 걸음 내딛기
연구 참여자들은 운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는 심한 스트레스와 앞
길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며, 사회적으로는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연구 참여
자들의 이러한 경험은 그들이 운동을 중단하게 된 시기, 원인과 깊게 연관된 것
이었다. <표 13>은 앞서 제시된 본 연구 참여자들의 운동중단 시기와 원인을 정
리한 표이다.
<표 13> 연구 참여자의 운동중단 시기와 원인

연구 참여자

시기

운동중단

원인

1

#1, #4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진학 문제와 실력의 한계

2

#2, #3 ,#7

대학교 입학 직전

3

#5, #6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부상과 진학문제
지도자와의 갈등과
주전경쟁에서의 이탈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본 연구의 참여자 7명의 운동중단 시기와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연구 참여자 #1, #4는 고등학
교 3학년 여름방학에 스스로의 실력의 한계를 경험함으로써 자신들이 운동을 통
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운동을 중단했다. 두 번째로 연구
참여자 #2, #3, 그리고 #7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2월에 운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고등학교 시절 주말리그에 참가하면서 부상을 경험하게 되었
고 그 결과 자신들이 원하는 대학으로의 진학이 불가능해졌다. 결국 이러한 상황
에서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미래의 비전이 없다고 판단한 그들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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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자 #5와 #6은 고등학교 시절 주말
리그에서 소속 학교가 우승, 준우승과 같은 좋은 성과를 거둠으로써 비교적 자신
들이 원하는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학에 진학한 이후 1학
년 여름방학이라는 이른 시기에 운동을 중단하게 된다. 이들의 운동중단 원인은
자신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지도자와의 갈등 때문이었다. 이렇게 연구 참여자들
의 운동중단 시기와 원인을 살펴본 결과 그들이 학생선수 시절 겪은 운동과 관
련된 경험이 운동중단과 깊게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다양한 시기와 원인에 의해 운동을 중단했지만 비교적 심리적
으로 공통된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우선 이들은 운동을 중단하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막막한 심리적 경험을 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운동
을 중단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로 결정한 연구 참여자 #4는 자신의 힘들었던 경
험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점차 세월이 흐르면서 현실적으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게 되었고 빠른 판단을 내린 결과 운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운동을 중단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운동중단을 결정한 그였지만 현실적으로 8년이라
는 시간 동안 운동만 해왔던 그에게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은 큰 부담으로 다가왔
다. 또한 연구 참여자 #6 역시도 운동을 중단해야할 시점에 있어서 아무것도 눈
에 들어오지 않았고 막막했던 심리를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3개월간의 힘든 시
간을 보냈다고 언급하였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다짐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난 아닌가’ 이 길이 아닌 거 같아 가지고
‘빨리 바꾸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늦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중략)...걱정도 했죠. 내가 8년간 축구를 했는데 이 길
을 계속 걸어왔는데, 3학년 되가지고 다른 길을 찾는데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죠.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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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둘 때, 되게 힘들었죠. 내 마음은 그만뒀는데, 아직은 학
교에 있을 때, 축구는 아예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운동은 하는
거고 눈에 안 들어오고, ‘아 이제 내가 나가서 뭐 해야 되지?’
막 생각을 많이 했어요.
떠날 마음은 있었는데, 개학하기 전까지. 전까지 그게 있었
죠. 개학하고 공부를 이제 시작하니까, 아 여기에 이제 집중하
자. 개학하기 전까지. 한 6월 달부터 8, 9월 달까지는 힘들었죠.
<참여자 #6>

또한 연구 참여자 #3과 #7은 진학할 대학에서 입학 전 2월에 미리 동계훈련에
참했으나 더 이상 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비전이 없다는 판단 아래 운동을 중단
하였다. 하지만 이들 역시 운동을 중단한 후 막막한 앞길에 대한 걱정을 해야만
했다.
다시 재활하고 다시 그 쪽 학교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그
‘이제 그만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되게 힘들
었던 거 같아요. 그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많이 생각이 나고 제
가 지금까지 다 바쳐서 했던 게 이건데. 그만 두면은 어떻게 해
야 될지도 막막하기도 했고. 그래서... 대학교 갔을 때 그 문제랑
그만두는 시점에서 돌아봤을 때와. 앞으로의 걱정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기억을 해요 저는.
<참여자 #3>
일단 지도자란 꿈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었어요. 이제
막상 그만두니까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아무것
도 안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우울해지고, 내
가 뭐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한 순간에 내 인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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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투자했던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무기력해지고. ‘아 뭐지?’
싶었죠. 만날 잠만 자고.
<참여자 #7>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걸어온 학생선수로서의 길에 대한 아쉬
움과 앞으로의 삶과 진로에 대한 막막함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주말리그제라는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그들의 삶이
축구와 관련된 경험으로만 가득 찼었던 것과 깊게 연관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축구에만 집중하여 운동기계로 살아온 학생선수가 운동중단 시
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해왔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점이
재차 확인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운동중단을 겪은 후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준비해야만 하며
어떤 진로를 찾아가야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축구만을 해 온 현실에서 뚜
렷하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막연한 진로 탐색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 일단 그만 둘 때는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공부를 해서 체대를 간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진로를 저도 좀 생각했고. 공부를 막연하게 하겠다고 생각했
죠...(중략)...일단 그만둘 때에는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진학하겠
다’ ‘ 나은 대학에 진학 하겠다’였지, 구체적으로 ‘이 학원을 다
녀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건 없었죠.
<참여자 #2>

연구 참여자 #2는 축구 특기자로서 진학하기로 한 대학을 포기한 뒤 막연하
게 공부를 시작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3의 경우 운동중단 직후에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했다고 밝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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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고민이 지금 돌아보면 무모한 일이었다고 회상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이 자신의 능력을 전제로 한 것이기 보다는 ‘아버지가 공무원이니까’라는 단순한
상황에 바탕을 둔 것이었는데, 이러한 점은 학생축구선수의 진로탐색이 막연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길을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무
모한 생각이기는 한데.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셔 가지고 ‘빨리
군대를 갔다 와서 공무원을 준비를 할까’ 라는 생각도 했고. 어..
또..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것저것 생각을 찾아보고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결국에는 재수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됐죠.
<참여자 #3>

또한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을 걸치면서 운동을 중단한 연구 참여자 #5의 경
우 처음에는 영어 공부를 막연히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공부를 해본 경험이 없던
자신에게는 어려웠던 것이었음을 고백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 참여자 #2에게
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6은 시기적으로 가장 늦은
대학교 진학 후 1학년 여름방학에 자신을 기용하지 않는 지도자와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운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는 운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서 공부를 해서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운동을 중
단한 이후 그는 갑자기 늘어난 개인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었
으며 결과적으로 한 학기를 허송세월로 보내고 말았다.
네, 1년 정도 됐죠. 그래가지고 영어공부를 했어요. 근데 초
등학생 영어부터 했어요. 알파벳부터. 알파벳부터 했는데, 도저
히 그게 안 되는 거 같아요...(중략)... 어.. 일단 그냥 영어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 같았어요. 그냥. 어차피 수학 같은 거는 대학가
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대학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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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요 싹 다. 영어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영어공부를 했는데,
두 달 만에 뗐어요. (중략) 네, 두 달 동안은 진짜 열심히 했어
요. 알파벳 열심히 외우고 막 발음기호 열심히 외우고, 근데 머
리가 너무 아프니까.
<참여자 #5>
힘들었죠. 그리고 좀 막연했죠. 막... 음... 예를 들면 영어는
아는데, 알긴 알아요. 알파벳까진 알고 단어도 되게 쉬운 건 아
는데. 근데 그 어떤 시험에 나오는 그런 글들 있잖아요. 문장이
나 아예 해석이 안됐어요.
<참여자 #2>
그... 1학년 1학기 때 그만뒀잖아요. 이제 2학기잖아요. 2학기
때 친구랑 같이 자취를 하는데, 수업이 야간이에요. 저희가 체육
학과에요. 축구부, 운동부는 다 수업을 야간으로 넣어가지고, 야
간인데. 오전 중에 진짜 할 게 없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은
데, 어떻게 시작을 못하겠고. 영어도 하고 싶은데, 영어는 진짜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할 그게.. 시작을 못 하겠는 거예
요. 어떤 공부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교양과목 잘 받자 해
가지고 그런 공부만 했지.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아깝고,
그러니까 차라리 핸드폰만 만지고 있고 TV라도 있으면 TV라도
보는데, TV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학교 안에는 없고 다 운동부니
까. 친구랑 같이 멍 때리다가 그렇게 한 학기가 갔어요.
<참여자 #6>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운동을 중단하면서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고 있었다. 특
히 이 시기의 갈등은 연구 참여자들의 진로와 관련된 것이 그 중심에 있었는데,
연구 참여자 #1과 #3은 부모님이 자신이 운동을 중단함으로써 큰 실망감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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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자신 스스로도 부모님에게 미안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특
히 연구 참여자 #1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이후 운동을 중단하고 일반
학생이 되어 대학에 진학하고자 했지만 입시에서 실패를 겪고 말았다. 그는 부모
님 친구의 자녀와 자신이 비교되는 상황에서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을 느끼게
되었음을 고백했다.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아빠 따라서 거기... 아빠
친구 분들 만나러 가는데 친구들 딸 중에 한명이 서울대에 합격
했다고 해서... 또 다른 분이 아빠 보면서 OO(연구 참여자 #1)
은 떨어졌는데, (자기 딸은) 붙었다고 하니까 (부모님께) 좀 미
안하고...
<참여자 #1>
어... 솔직히 부모님들도 많이... 내색은 안 하셨는데. 섭섭해
하셨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저도 꿈을 가지고 축구선수
생활을 했지만 부모님들도 저한테 많은 기대를 걸고 계셨거든
요. 근데 저도 많이 그만 두면서 아쉽고 실망 많이 했지만 부모
님들도 내색은 안했지만 실망을 많이 하셨었어요.
<참여자 #3>

연구 참여자 #2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직전 앞으로 선수로서의 생활에 확신을
갖지 못해 운동을 중단하기로 마음먹고 부모님에게 이러한 자신의 의사를 전달
했는데, 그는 이 때 부모님과 의견 충돌을 경험하게 되었다.
엄청 말리셨죠. 제가 그 전에 중학교 때나 이럴 때 어머님이
나 아버님은 ‘그만두고 싶으면 네가 그만둬라’ 원래 처음부터 반
대하셨거든요. 근데 하다보니까 되게 열심히 지지 해주시고 따라
다녀 주시고 했는데.. 근데 이게 또 고등학교, 대학교 까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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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까 그동안 투자한 것도 있고 제가 공부도 안했고.. 제 입장에
서는 제가 할 수 있으면 공부해서 대학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공부도 힘들 걸 아시니까... 또 그만둔다고 해
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제가 또 한 번에 말했어
요.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은 무조건 말리셨죠. 근데 그래
도 계속 이제.. 계속 말하고 계속 말을 했어요. 한번 얘기를 하고
하다가 그러면 한번 생각할 시간을 줄 테니까 더 생각해서 와라.
또 그러면.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해도 아닌 것 같다’라고 이런
게 좀 반복되다가 그만두게 됐어요.
<참여자 #2>

연구 참여자 #2와 부모님 간의 의견 충돌의 중심에는 그의 진로가 깊게 관련
되어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중·고등학교 당시에는 운동을 중단하고 싶다면 중단
할 것을 제안해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자녀가 운동
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연구 참여자 #2의
경우 자신이 공부를 통해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다고 자신하였지만 그의 부
모님은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축구만을 해 온 본인들의 자녀가 공부로써 진로
를 찾는 것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5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
여 여름방학에 운동중단을 결정하였다. 그 역시도 운동을 중단했을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미안함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하였다.
주위에서도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관두라고. 계속 관
두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니까. ‘관둬야겠다, 관두고 다른 거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관뒀어요. 이제 감독님한테 가서 ‘축구를
안 하겠다’ 하고 짐을 바로 싸고 나갔어요. 집에 갔는데, 엄마가
막 우는 거 에요. 정신 나간 새끼라고. 대학교까지 그렇게 힘들
게 이제 그렇게 학교 생활하면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관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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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중략)...엄마가 막 우는 거 에요. 그래 갖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며칠 동안 그냥 친구 집에 있었어요.
<참여자 #5>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운동을 중단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했으며 부모
님들과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부모님들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선수로서의 성공을 기대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중단을 할 때 이러한 기대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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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타자의 사회적 지지와 새로운 삶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운동 중단을 결정하면서 부모님과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운동을 중단한 이후 그들이 새로운 진로
탐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정보, 심리적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곳은 다름 아닌 부모님을 비롯한 주요타자들이었다. 연구 참여자 #2는 처음에는
운동중단을 반대했던 부모님이었지만 이후 운동을 중단한 뒤 부모님은 자신이
재수생활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4는 운동을
중단하고 일반학생으로서 태권도 관련 학과로 진학하게 되는 과정에서 친척인
작은 아버지로부터 상담을 받고 도움을 얻고 있었다.
어.. 일단 제가 그만뒀을 때 물론 부모님은 만류하셨지만 제
가 그만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도 도와주셨고. 또 저랑
같은 시기에 그만둔 친구도 있었고. 그 친구의 아버님이랑 저희
아버님이랑 아셔서 같이 과외도 하고.
<참여자 #2>
그 때는 8월 달이었어요 고3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물어
봤죠. 작은아빠한테 상담도 하고 이것저것 태권도도 알아보고...
<참여자 #4>

연구 참여자 #3은 자신의 주변인들 중 친구를 통해 새로운 진로와 관련된 정
보를 얻고 심리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재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친구들의 조언이 컸다고 했으며 재수생활을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되면서 심리적
으로 많이 의지하게 되었던 경험을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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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정은 그 전부터 재수도 염두에 두고 있긴 했어요. 그런
데 워낙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없으니까 확신이 하나도 없었
고. 그래서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먼저
초등학교 친구들이 먼저 재수학원에 가 있었어요. 제가 그런 고
민을 할 때. 가 있었고 그 친구 중에 한명이랑 연락을 했죠. 연
락을 많이 하다가 그러면은 그 친구가 ‘너도 같이 와서 공부해
보는 거는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줬어요. 고맙게도 제안을 먼저
해줘서. 그쪽 길도 생각을 하고 이쪽 길도 생각을 하고 하다가.
아무래도 그 친구를 비롯해서 그 친구들 세 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세 명의 존재도 좀 컸었고 걔네들 있으니까 의지가 될 거
같아서. 그쪽으로 같이 가게 됐죠.
그리고 같이 했던 제 친구들. 제가 같이 갈 수 있게 친구들
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의지해가지고. 같이
열심히 했던 거 같아요. 같이 경쟁도 하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랬던 거 같아요.
<참여자 #3>

연구 참여자 #5의 경우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연기에 관심을 갖기 시
작하던 중 연예계 쪽에서 가수 생활을 하고 있던 친구로부터 연기를 해보는 것
을 제안 받았으며 연기학원까지 추천을 받아 본격적으로 연기자를 준비하는 과
정에 들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6은 운동을 중단하면서 초반에는 주
변인들의 기대가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이후에 그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격려와
지지는 큰 힘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 때 한창 연기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제 친구가 그 아이돌인데, 제 친구가 아이돌이에
요...(중략)...거기 있는 걔가 연기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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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저한테 얘기 하는 거예요. ‘연기?’ 그 때 연기에 한창 빠졌
을 때니까. ‘나 하고 싶다고, 나 잘 할 거 같다고’ 그래 가지고
그 소속사에 속해있는 연기학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참여자 #5>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부모님 기대도 있고 여러 사람
이 저한테 기대하는 것도 많으니까.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잖
아요. 교회에서 기도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딱 그
만 두고 교회를 갔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 거예요.
‘축구 잘하고 있냐’ ‘요즘 경기는 어떠냐’ ‘잘 뛰고 있냐’ 그러다
가. 처음 한두 달 간은 ‘잘 뛰고 있다’ ‘좀 있으면 대회 있다’ 이
런 식으로 말하고. 결국에는 아빠가 다 말해가지고.. 소문이 빨
리 퍼져요. 자연스럽게 ‘잘했다’ ‘좋은 결정했다’ 이런 격려도 많
이 해주셨어요. 주변사람들이. 그래서 덜 힘들었던 거 같아요.
<참여자 #6>

이러한 주변인의 지지와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진로를 탐색했으며 실제로 무언가를 준비하는 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 특
히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연구 참여자 #1, #2, #3, #7은 재수학원에 들어가서
일반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하였다. 이들에게 있어 일반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었지만 새로운 진로를 선택한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하여 집중했다고 언급하였다. 연구 참여자 #2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선수 시절 공부를 하지 않았기에 공부를 하는데 있어 재수시절 어려움을 겪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했던 길이었던 만큼 현실을 견뎌내기 위
해 재수를 함께 시작한 친구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하였다. 연
구 참여자 #3 역시 운동을 중단하고 느꼈던 부모님께 죄송했던 마음, 자신 스스
로의 자존심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진로에 집중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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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체능 반이 따로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 반 애들도 학교에
서 수업을 다 듣고 예체능을 따로 하는 얘들이었지. 저희처럼
특기자로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라갈 수 있는 수
준이 아니었죠. 처음에는. 그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
는데 .. 처음엔 그래서 따라 가려고 안했어요. 그거 말고 완전
바닥을 저희끼리 했죠. 언어 같은 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따라갈 수 있었는데. 영어는 처음엔 아예 수업을 못 따라갔어요.
그래서 죽어라 단어만 외웠죠.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거의 정말 놀지도 않고,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정말 한 번에 다 몰아서 한 것
같아요. 다시는 정말 그렇게 공부 못할 것 같아요.
<참여자 #2>
확실히 진짜. 죽을 각오로 했던 거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처
음에 시작할 때 마음을 좀 제가 살면서 제일 단단하게 먹었던
거 같고. 제가 실패를 경험해봐서 저는 진짜 저는 솔직히 제 개
인적으로도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더 마음을 단
단히 먹었던 거 같고. 솔직히 부모님도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저
못지않게. 부모님 보면서 한 번 더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됐고.
<참여자 #3>

대학에 체육 특기자로 진학한 뒤, 1학년 여름방학을 거치면서 운동을 중단했
던 연구 참여자 #5와 #6의 경우 다른 연구 참여자들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위치
인 대학생으로서 새로운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연구 참여자 #6은 현
재 대학생이라는 자신의 위치에서 새로운 삶을 구상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중심
에는 ‘ROTC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는 이에 합격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
험에 대해 진술하였다. 또한 운동을 중단한 직후인 1학년 2학기에 비해,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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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인 2학년 1학기에는 새로운 삶에 적응을 하는데 성공하고 학과에서 대표 학
생으로 활동하며 공부도 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저도 솔직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차라리 ‘졸병으로 갈 바에
는 ROTC로 장교로 가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그 때 말해가지고. ‘장교로 가자’ (운동을) 그만 두자마자 알아봤
어요. 장교. ROTC로. 근데 1학년 때 기회가 있었는데, 운동하느
냐 그 시험을 못 봤으니까 2학년 때 한번 떨어지면 말짱 꽝이니
까, 진짜 공부를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안 떨어지려고.
그런데 이제 2학년 1학기 때 이제 좀 학교생활을 아니까 2학
기 때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TV도 좀 해놓고 방에, 이제 이사
가가지고 TV 도 좀 해놓고 좀 좋은 집으로, 제가 원래 과사(무
실)에서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근로. 그런데 성적이 어떻게, 어떻
게 하다보니까 1등이 된 거예요. 성적 장학금도 받고 국가장학
금도 받아서 그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내가
과대라도 하겠다’ (중략) 과대하면서 이제 학교생활 좀 하고 교
수님들을 많이 찾아갔죠. 과대니까 시간표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러면서 교수님들이랑도 친해지고. 한 교수님이 학과장님 교수
님이 ‘자기 연구실에 와라. 그래서 공부 좀 해라. 책이라도 읽고
공부 좀 해라’ 그렇게 한 달간은 공부를 했었어요.
<참여자 #6>

연구 참여자 #6과 함께 대학에 재학 중이었지만 연구 참여자 #5의 경우, 공부
를 하는데 자신의 능력에 한계를 느끼고 연극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접한 후에
연기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었다. 또한 그러한 목표를 갖게 된 이후
그는 연기학원에 등록하며 연기를 실제로 배우면서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느끼
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연기가 자신에게 맞는 진로임을 확신하고 앞으로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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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연기를 처음 하는데 와 이게 연기가 저는 연기가 쉬울지 알
았어요. 이게 말하는 게 억양이 다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예요. 내가 맨 처음에 욕했거든요. 발연기한다고. 근데 내가 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발연기를. ‘아, 이게 연기가 어렵구나’ 했
는데, 관두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재밌어요. 딱 성격에 맞는 거
같아요. 성격에 맞는 거가 같아요. 저 자신을 딴 사람으로 돌리
고 그러니까. 막..그런 거 같아요. 연기는 막 내가 옷을 다 벗고
있는데 알몸인데, 하나 스타일을 하나씩 나한테 입혀주는 거 같
아요. 그런 거 같아서 관두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 같아요.
<참여자 #5>

또한 주요타자의 지지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
운 삶에 도전하며 학생선수 시절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인간관계의 확장을 경험하고 자
신의 사회적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인간관계 맺기는
친구에서부터 교수님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는 그들이 생활하
는 새로운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 #3은 재수생활 거치면서
축구를 했던 학생선수 친구들 이외의 일반학생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됐으
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연락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무래도 저희 예체능 반이라 축구부 말고 다른 예체능 하는
친구들도 간혹 친하게는 지냈지만 거의 일반학생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었는데 재수하면서 부터는 일단 일반학생들이랑 많
이 마주치고 많이 같이 지내다보니까 그런 새로운 친구들도 많
이 만나게 되고 계속 연락도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도 좋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이 있던 거 같아요.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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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6의 경우 대학교에서 일반학생이 되면서 교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여러 가지 조언을 얻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운동중단을 경험한 이후
긍정적 변화 중 하나로써 이를 꼽기도 하였다. 또한 야간으로 대학교를 다니는
현재의 상황에서 더 활발한 학교생활, 그리고 인간관계를 넓히기 위해 주간에 공
부를 하는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네, 제가 좀 열심히 하는 걸 교수님들이 좀 아세요. 열심히
하는 걸 아니까 ‘아, 쟤 열정이 있는 얘다’ 하니까 가르쳐보고
싶은 거 같아 가지고 바로 찾아갔죠.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지
식도 많이 알려주시고 책도 이런 거 읽어봐라 알려주시고. 아르
바이트 경험도 시켜주시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친해
지는 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만두고 그게 제일 좋은 거 같
아요.
(야간 친구들이) 이제. 다 군대를 가고.. 저 혼자 남으니까 알
티(ROTC)로. 이제 저도 전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주간
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주간 얘들이랑 좀 더 친해지고 그러려
고 노력, 2학기 때는 그렇게 좀 친해지려고요.
<참여자 #6>

앞서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결과를 정리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생
축구선수는 여전히 선수 시절 고립된 ‘섬문화’로 인해 제한된 인간관계만을 경험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한된 관계 맺음이 극복되는 시점은 그들에게 있어 운동중
단이 발생한 뒤 새로운 진로를 찾고 그러한 삶에 적응하게 된 후였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관계는 그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데 있어 중
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었으며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결과적으로 주요타자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한
연구 참여자들은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보고 있었다. 특히 재수생활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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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연구 참여자 #2와 #3에게 이러한 성취감은 크게
다가왔다. 연구 참여자 #2는 불과 8개월 만에 달라진 자신의 경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좀.. 수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접해봤으니까. 재수라고
해도. 작년에는 그냥 다 찍고 잤으니까. 그런 분위기나 긴장감
그런 걸 모르고. 완전 죽기 살기로 등에 땀나도록...(중략)...그냥.
그때 1년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혹시 몰라서 본거에
요 그냥. 수시로 가는 거지만 학교가 잘못되면 정시가 필요할까
봐 본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1년 전의 나처럼 수능
을 보고 있는 축구부 친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친구들한
테 정말 고맙더라고요 다 찍어주니까. ‘내가 저랬구나’
뭐 그런 생각 들고. 느낌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뿌듯했죠.
일단 이렇게 끝냈다는 것 자체가 결과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뿌듯했죠.
<참여자 #2>

또한 연구 참여자 #3은 힘들었지만 희망적이었고 열정적이면서도 즐거웠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재수생활을 회고하고 있었다. 더불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게
된 상황에서 그에게 재수생활은 잊지 못할 성취감을 얻은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
었다. 새로운 진로로 연기를 선택한 연구 참여자 #5의 경우 불안함 감정을 느꼈
지만 일단 자신이 하고 싶은 배우라는 진로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
었다.
음... 되게 희망적이었고 어... 되게 열정적이었고.. 되게 즐거
웠던 거 같아요. 몸은 힘들었지만 제가 즐거웠던 거 같아요. 몸
은 힘들었지만 제가 그렇게 어느 한 가지 목표에 그 정도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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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해 그렇게 열정적으로 집중해봤던 적이 없었던 거 같고. 어..
그 계속 얘기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더 끈끈해 질 수도 있었던
거 같고. 같이 경쟁도 하면서 더 열심히 달릴 수도 있던 거 같
고. 좋은 많은 좋은 작용으로 됐던 거 같아요.
<참여자 #3>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가 솔직히 불안해요. (중략) 되든
안 되든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안 되고 딴 거 찾고 그러니까. 근
데 저는 배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옛날부터 배우 그런 쪽에
관심 있었거든요.
최선을 다하고 있죠. 완전 올인 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
<참여자 #5>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삶에 만족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했는데, 연구 참여자 #1은 대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운동을 하던 과거의 자신이기보다는 일반학생이라고 인식
하게 되었다. 이는 고등학교 시절 축구부를 함께 했던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에게 자각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약간 운동선수들 쪽보다는 그냥 일반학생
쪽에 더 이해하는 거 같아요. 동화된 거 같아요.
근데 운동했던 얘들을 만나면.. (연구 참여자 #1) 진짜 일반
학생 다 됐다고.. 그 있잖아요, 분위기가 다른 가 봐요. 분위기나
말투나 이런 게...
<참여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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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6 역시 정체성의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 이는 자신이 축구부 시
절 입던 운동복을 학교 안에서 입는 행위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현실에서는
어색하다는 점이 주변인들의 지적을 통해 자각 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학생선수가 아닌 일반학생이라고 인지하게 되었다.
생활할 때는 학교를 다닐 때 편하니까 축구부 옷들이 편하게
입고 다니는데, ‘입지 마라’ ‘넌 축구부가 아니다’ ‘입지마라’ 나
는 편한데, ‘축구부가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중략)... 친구
가 같이 사는 얘가. 사무실 형, 누나들이. ‘입지마라’ ‘예, 알겠습
니다’ 거기서 좀 ‘이제 내가 완전 일반학생이 됐구나’ 그런 생각
이 들고.
<참여자 #6>

운동중단을 경험한 후 지속적으로 연구 참여자는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를 통해 끊임없는 자기 계발로
실천되고 있었으며 미래의 진로 탐색을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
의 삶에 우선적으로 충실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5는 자신이
운동을 중단한 시점이 대학교에 입학한 이후였기에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앞으
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 싶다고 답하였
다. 또한 연구 참여자 #4 역시도 학생축구선수 시절에 대한 아쉬움이 있긴 하지
만 이를 접어두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대학에 일반학생으로 진학한 현재 충실한 수업참여와 영어공부를 통해 실천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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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일단 모르겠어요. 그 때는 그때 생각하고 지금은 제가 좋
으니까 그냥 제가 그냥 계속 하는 거고. 나중 일은 별로 생각하
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그냥 힘든 일 다 겪었으니까 . 그냥 똑
같은 거 같아요. 신경 크게 안 쓰려고요.
<참여자 #5>
아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다시 한다고 해도 뭐
축구는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이제 딴 길을 이제 찾아가야
죠. 제가 잘할 수 있는...
<참여자 #4>
공부 위주로 하고 있어요. 영어도 하고 외교학과라, 영어도
열심히 하고 책도 밤에 기숙사 생활하면서 가끔씩 읽고 도움 되
니까. 그렇게 1학기 보낸 거 같아요.
<참여자 #4>

또한 연구 참여자 #6은 운동을 중단한 이후 학과의 대표로 활동하고 과사무
실에서 일하면서 근로 장학생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열심히 학업을 준비
한 결과 높은 학점을 획득하여 성적우수 장학생이 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렇듯 현재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 #6의 경우 대학에 진학 후 운동
중단을 겪으면서 스스로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뭔가 좀 더 책임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나도 이제 성인이
됐고 그러니까. 내 길은 내가 알아서. 제가 막내에요. 1남 3녀
중 제가 막내에요. 그래서 약간 귀하게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지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근데 대학교 때 혼자 살다보니까..
많이 없어지고 대학교 들어오니까 완전히 내가 책임져야 된다.
책임감이 정말 강해진 거 같아요. 그때 넘어오면서 책임감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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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강해진 거 같아요.

<참여자 #6>

결과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운동중단 이후 주요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진로
탐색을 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요타자의 심리적 지지는 그들이 새로운 삶
을 개척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은 운동중단
이후 삶을 구상하고 진로를 모색하는데 있어 그들이 진로지도 혹은 공식적인 정
보 제공을 거의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즉, 결과적으로 학생축구선수 시절 자신
들을 관리해주던 학교 혹은 축구협회, 그리고 대한체육회 차원의 지원이 운동중
단 이후에 그들에게 제공되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차원
에서 운동중단에 대처하기 위해 주요타자들과 소통하고 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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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구에 부여되는 새로운 의미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 운동중단 이전의 ‘축구’라는 운동은 자신의 진학을
결정지으며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투자해 온 전부였다. 그러나 운동을 중단하게
되어 더 이상 축구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은 축구 이외의 새로운 진로 탐
색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축구의 의미는 변화하기 시
작했다. 따라서 운동중단은 그들에게 있어 ‘축구’의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게 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다.
우선 연구 참여자들에게 운동을 중단한 이후 축구는 즐기는 대상이 되었으며,
자신이 사회적 활동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 되었다. 이는 운동중
단 이후 동아리 가입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축구를 지속해나간 경험과 깊게
연관된 것인데, 연구 참여자 #6은 동아리에서 사람들에게 축구로써 자신의 가치
를 인정받게 되고 그들을 지도함으로써 뿌듯했던 경험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2 역시도 #6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부
담 없이 축구를 즐기면서 실력을 인정받고 대우를 받고 있었다.
네, 일주일에 1,2번 정도. 그리고 동아리도 축구 동아리 일부
러 들었어요. 무조건 형들이 ‘네 그만뒀으니까 와라’ 했는데, 좀
튕겼어요.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와라, 와라 ’해서 ‘알겠다,
한번 가겠다’ 해서 갔는데, 막 생활하다보니까 재밌고 그런 거
에요. 좀 못하고 그러니까 많이 가르쳐줘야겠다. 막 그런 게 있
는 거 같아요. 코치 본능이 제 안에 뭔가 있는 거 같아요. 가르
쳐주고 싶고.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축구는 꾸준히 하고 있어
요. 아까우니까. 감각 떨어지면 축구선수였던 얘가 뭐 저렇게 못
하냐.. 이런 눈초리를 받기 싫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거든요. 교회
에서도 형들이 축구를 좀 좋아해요. 그 형들한테 축구를 가르쳐
주고 싶은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너무 못하니까 진짜 속으로
는. 진짜 끓는데, 진짜 막 끓는데, 참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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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요즘엔 좀 친해져가지고 막 뭐라 그러고 ‘이렇게, 이렇게
해라.’ 형들은 알았다하고. 저번에도 게임을 뛰었는데, 제가 일
때문에 없었어요. ‘너 꼭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들을 때 마
다 좀 좋아요.
<참여자 #6>
네. 학교에서 하는 동아리 주 2회 정도 하고. 그 동아리가 대
회를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 쉴 때 친구들 만나서 풋살을 하고
하니까. 축구를 끝까지 놓진 못할 거 같아요. 웬만한 사람 아니
면. 재밌으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거고 그
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축구를 했으니까
어느 정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약간의 그 대우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으니까 즐거운 것 같아
요. 부담 없고. 되게 만족하죠..
<참여자 #2>

이렇듯 그들에게 축구는 더 이상 학생선수 시절과 같이 스트레스를 자신에게
주거나 심각하게 고민해야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 운동중단
이후 축구는 자신이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와도 같은 것이었다. 이
는 연구 참여자 #1의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네, 근데 그 축구를...선수라는 메리트가 있거든요. 일반사회
에서. 동아리 가서도 형들이 좋아해주시고...그래서 그런 장점들
이 있으니까 하나의 무기? 무기 같은 거.
<참여자 #1>

이처럼 연구 참여자에게 있어 축구는 자신이 다른 일반학생들과 비교해 우위
를 점할 수 있는 강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Butt와 Molnar(2009)의 연구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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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운동을 중단한 선수들은 그들이 오랜 시간 누적된 시간 속에 형성해 온 선수
로서의 정체성을 운동중단 이후 쉽게 지워내지 못한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곧 그
들이 그러한 정체성을 안은 채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의 참여자들 역시 선수로서의 경력과 정체성을 하나의 ‘무기’이며 자원으로써 인
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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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이 지니는 함의
1) 잔존하는 체육특기자 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한계
연구자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의 운동중단 경험이 그들의 학생
축구선수 시절 경험과 상당히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그들은 학교체육정상화의 결과 제시된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라
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주말리그와 같은 제도적 변화를 겪은 당사자
들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실시된 제도의 성과는 오랜 시간이 흐르며 고착
화된 한국의 학교운동부를 전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
해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축구선수 시절 여전히 고통스러운 운동부 생활과 고립
된 섬문화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공부와는 담을 쌓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공부는
뒷전이고 축구에만 몰입하게 되는 학생축구선수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기지 못했
으며, 그들의 삶은 새로운 제도인 주말리그가 목표로 하는 ‘공부와 축구를 병행
하는 학생선수’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렇듯 끊어지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학생축구선수는 운동중단을 쉽게 결정하지 못했으며 다른 선택지 없이
운동부 생활을 견뎌내야만 했고 인맥과 만연한 입시비리로 무한경쟁의 구조 속
에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운동중단을 경험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학교체육정
상화를 위한 주말리그제의 성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주말리그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못한 배경
에는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미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왔던 체육특기자 선발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 학생선수들에게 운동을 진학의 수단으로 정당화 시켜주는
체육특기자 선발제도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공부를 위한 주말리그제가 실시되었
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학생축구선수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일
수 밖에 없다. 학생에게 있어 진학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는 한국사회에서 학생선
수가 그들이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운동으로만 유도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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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불가피한 현상일 것이다.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학생축구선수 시절 주말리그 참가 경험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학업에 대한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연구 참여자 #1
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일반학생으로 새로운 진로를 모색했으며 학업에 집중했
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그에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왜
다른 학생선수들은 그러지 못했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는 이에 대해 학업의
필요성을 학생선수들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며 자신도 그런 친구들을 이해한다
고 답하였다. 그러면서 선수들에게 학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한 구
조적 상황에서 진행되는 주말리그제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
#3 역시도 자신이 있던 고등학교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 좋은 환경을
갖추었음도 불구하고 정작 이를 해야 할 당사자인 학생선수들의 의식에는 변화
가 없었기에 의미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저는)목표가 있으니까... 아니면 제가 축구선수를 했으니
까 그런걸 아니까. 축구선수들은 그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쓸모없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걸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참여자 #1>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딱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저는 혼자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제도는 그렇게 바뀌었지만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
잖아요?
<참여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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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걸(주말리그) 없는 것도 경험해봤고 한 것도 경험
해봤는데. 그걸 바꿨다고 해서 선수들의 생각도 바뀌었다고 생
각하진 않아요. 근본적으로.
<참여자 #3>

심지어 연구 참여자 중 #3의 경우 현재 고등학교에서 생활 중인 학생축구선
수들에게 학업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면 무엇을 해줄지에 대해 묻는 연구자의 질
문에 학업에는 신경 쓰지 말고 운동에 집중하라고 조언해줄 것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답변을 한 연구 참여자 #3의 경우 운동중단 이후 재수생
활을 하며 학업에 집중한 경험과 그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의 답변은 의미가 크다.
제가 그때로 돌아가면 공부에 대한 얘기는 사실 별로 안할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다시 하면 무조건 축구선수가 되라고
프로선수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고. 지금 어쨌든 경험을 했
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올바른 규칙과 운동인지 조금은 아니까 저는 그냥 공부에 대해
선 말을 안 할 것 같고 그냥 그 순간 그 자체에 운동에 대해서
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참여자 #2>

연구 참여자 #3은 고등학교 3학년 당시 대학진학을 위해 본래 자신이 속했던
학교보다 전력이 약했던 타 학교로 전학을 갔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6은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였기에 운동중단 시에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 비해 적은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학
생축구선수가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체육특기자 제도를 통한 대학진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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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 위에 형들이 대학교에 대한 이게 좀 안 좋았거
든요. 대학교 진학을 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저랑 같이 있었던 학교가 OO고여 가지고 그리고
진학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솔직히 잘하는 팀이 아닌데 그게
되게 대학교 진학이 잘 된다고 소문이 좀 났었어요. 그래서 그
렇게 해가지고 그 쪽으로 전학을 하게 됐죠.
<참여자 #2>
딱 대학교도 어느 정도 괜찮은 거 같고. 괜찮은 학교 갔고
제 나름대로 만족하는 거 같아요. (중략) 저는 대학 와서 관뒀으
니까 제 뒤에는 학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관둔
거 같아요.
<참여자 #5>

결과적으로 학생축구선수로서 체육특기자 제도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당연시 되는 현실에서 주말리그를 통한 성과는 상당히 제한적
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학생축구선수 스스로의 정체성을 공부하는 학생
선수가 아닌 축구하는 운동선수로 제한되게 만들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여전히
잔재하는 학생축구선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학교체육정상화의 일
환으로 실시된 주말리그제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체육특기자 제도와 총체적인
학생축구선수와 관련된 제도 차원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도 학교체육 기본계획’에서 경기도내의 초․중․
고 학생선수들의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제시하는데, 이는 체육특기자
제도를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종전 초등학교 4학
년부터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했던 제도를 2013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
고 앞으로 <표 14>와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초
등학생은 재학 학교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의 50% 수준, 중학생 선수의 경
우 40%, 그리고 고등학생 선수는 30% 수준에 도달해야만 경기 출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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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최저학력제 연도별 단계적 시행 계획(경기도교육청, 2013)
적용연도 '10 '11
학교급
초
시범 초4~6
중
시범
고
시범

'12

'13

‘14

중1

중2

중3

‘15

‘16

‘17

고1

고2

고3

이 최저학력제는 앞으로 학생선수가 운동을 하면서 학업을 신경 써야만 하는
강제성을 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는 최저학력제, 그
리고 나아가 체육특기자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큰 현실이
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2의 면담 내용과 같이 근본적인 학생축구선수가 겪는
삶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학교운동부 패러다임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앞
으로 궁극적으로 체육특기자 제도의 폐지는 불가피할 것이며 외국의 사례를 한
국적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기 위한 연구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완전 외국처럼 다 바꿔버리지 않는 이상. 그리고 정말 성적
이 얼마 안 되면 못 뛰고 그런 게 아닌 이상. 힘들죠. 근데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받아들일게 못되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 선
수들이 당장.. 완전 그렇게 바꿔버리지 않는 이상은 힘들 것 같
아요...(중략)...학생 때는 운동보다 공부에 비중을 많이 두자나
요. 그러면서도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 산하랑도 다 이어져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도 있
고, 4부 리그, 3부 리그 이런 것도 다 있고 관중이나 이런 것도
다, 대학 경기를 보러 와도 돈을 내고 가야 되고. 이런 제도 같
은데,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인식들도 그렇고. 그런 게 다 완전
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봐요.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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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동중단 학생축구선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
Coakley(1983)는 운동선수가 운동을 중단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삶의 중단
이 아닌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이전까지 운동과 관련된 제한적 환경에서 생활하던 운동선수가 운
동중단을 통해 더 많은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자신의 운동중단 경험을 결코 부정적으로만 여기고
있지 않았으며 긍정적인 삶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학
생선수 시절에 대한 아쉬움과 현재의 삶의 불안함도 느끼고 있어 운동중단 이후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 #2는 자신이 운동을 중단한 것이 실패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결
코 거부하거나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은 아니라고 하였다. 오히려 운동을 중단함
으로써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 긍
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6 역시도 운동을 중단한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결정이었으며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언급하였다.
제가 5학년 때부터 했던 걸 한 8년? 8년쯤 적지 않은 시간을
한 건데 그걸 그만뒀으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말하
면 제 개인적으로는 실패? 처음 겪는 실패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처음 했던 걸 이제 딱 실패하고 이제 다른 걸 시작한 거잖아요.
재수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걸 실패해서 다른 걸
도전하는 거란 전환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네, 이렇게 진짜 중요한 경험이잖아요. 결정이고. 이제 나중
에도 내가 군대를 들어가서 말뚝을 박고 있는데 이게 아니다 싶
을 때도 이 생각을 많이 하겠죠. 내가 많이 고민과 생각을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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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린 결정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이 결정으로 내
가 어떻게 변할까’, ‘변해야 되나’ 더 많이 생각하겠죠. 처음 경
험이 아니니까. 두 번째 겪는 터닝 포인트니까. 그게 아니면 붙
잡고 쭉 할 수도 있는 거고. 접고 다른 길로 나와서 사회로 나
와서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많은 생각을 하겠죠.
<참여자 #6>

또한 연구 참여자 #2는 운동을 중단할 때는 힘들었지만 현재의 삶에서 후회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특히 힘들었던 학생선수 시절과 현재를 비교하는 답
변을 통해 확인 가능하였다.
저는 그만 둔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후회는 안 해요. 제가 어
떤 건지 경험해봤고 어떨지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후회를 많이
안하는데. 그 당시에는 많이 갈등이 있었죠. 그만 두는 게 맞는
건지.. 또 그만두고 나서도 이게 맞는 건지 또 이런 것도 있었
고...(중략)... 지금 당장은 스트레스가 축구선수에 대한 스트레스
가 많이 없어졌으니까. 외박을 받으면 들어가는 날에 스트레스
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쉬다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또 똑같
은 일이 반복되고 뭐 어쩔 때는 두 달 동안 집에 못나올 때도
있고.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그래서 후
회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참여자 #2>

그들이 느끼고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은 이처럼 고통스러웠던 학생축
구선수 시절과 비교해 자유로운 현재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
의 참여자들에게 운동을 중단한 이후, 현실의 삶에 대한 만족감보다 크게 다가오
는 것은 심리적 불안이었다. 이는 그들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단계
에서 진로를 탐색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Super, 1990)인 대학생이었던 것과 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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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관성이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운동중단 후 현재의 삶에서 계속되는
진로 탐색을 하고 있었는데, 연구 참여자 #1의 경우 축구를 했던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여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졸업 후 어떤 일을 해야 할
지 뚜렷하게 정하지는 못한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다소 불안한 감정을 비추기도
하였다.
축구를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어떻게 아직 뭐 진로나 선배
들 중에 그러니까 졸업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그만 두고 나서
공부를 해서 일반학생이 됐는데 졸업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요. 아직 졸업을... 모르겠어요. 아직 없는 거 같아요.
네, 걱정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엄마한테 말하는
데.. ‘엄마 이제 나 뭐해?’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4의 경우도 태권도를 전공으로 대학에 입학하였지만 앞으로 다
른 대학으로의 편입 혹은 자신이 즐기는 춤으로 외국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
었다. 그렇기에 최선을 다해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래에 대한 걱정
은 존재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6도 미래에 대한 진로 탐색을 지속적으로 하
고 있으나 고민이 크다고 언급하고 있었다.
지금 힘든 거요? 힘들죠. 힘든 거는 있죠. 불편하고. 지금 이
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춤으로 이제 제
특기를 살려서 해외 나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고
민하고. 고민에 빠지는 거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괜
찮아질까...
<참여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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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건 진로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런데 그거
는. 아 그걸 생각을 하면 머리가 다 아파가지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지금은 ‘앞에만
앞만 생각하자’ 앞에 닥치는 일들. 그걸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좀
더 나중에 생각을 하고 앞에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하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참여자 #6>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축구를 그만 둠으로써 고통스러운 학생축구선수 생활
에서 벗어남으로써 현재의 삶에서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들은 이러한 삶의 기회가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를 활용하지는 못
하고 있었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축구를 자신들의 새로운 삶에서 경력
으로 활용하고자 한 연구 참여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구체적인 진로 설계는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축구 쪽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는 지식이 많이 없고 아는
게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먼저는 이렇게... 군대를 가기 전까지
많이 알아보는 게 목표에요.
<참여자 #6>
제가. 근데 그냥 제가 막연하게나마 생각한 게 해설? 약간
이런 계열. 축구에 대해서 해설이나 이런 계열. 이런 거는 되게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그런 쪽 일로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이
죠. 막연하면서도 구체적으로도 좀 하고 싶은 일. 지금은 딱 ‘이
걸 해야겠다’ 정해놓은 게 없어서 굳이 꼽자면 그런 쪽 일을 하
고 싶긴 해요. 왜냐면 보고 듣고 배워온 게 그쪽이 많으니까.
<참여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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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어떻게 자신이 지닌 자원과 경험을 진
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운동을 중단한 이후 연구 참여자들이 새로운 삶의 준
비를 위한 경력전환 프로그램이 현재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을 통해 자신들이 운동중단 이후 어떠한 공식적인
경력전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지 못했다고 답하였고 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
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7은 자신이 축구협회에서 마련한 운동중단 선수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려 했지만 자격조건에 맞지 않아 교육을 받지 못했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요새 산업아카데미인가..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나이
가 제한이 있는데, 그게 대학 졸업 예정자 이렇게 있던데, 그런
게 있는 게 좋은데, 나이대가 축구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은 다
20대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축구 쪽으로 그만 두고도 축구 쪽
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중략) 근데 축구적인 건 되게 많
이 알고 있잖아요. 분명히 축구 발전에서 되게 도움이 될 텐데...
<참여자 #7>

학생축구선수는 연구 참여자 #7이 언급한 바와 같이 축구계의 발전을 위한
잠재적인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중단 학생축구선
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들은 잠재적 자원이 아닌
운동의 세계에서 탈락한 낙오자로만 인식될 뿐이다. 따라서 학생축구선수의 운동
중단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의 적절
한 경력전환 프로그램의 제공은 운동중단 학생축구선수를 위해서도 그리고 축구
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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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학교체육정상화의 흐름 속에서 학생축구선수가 겪게 되는 운동중
단 과정과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운동중단이 학교체육정상화와 관
련해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연구자는 학생축구선수가 경험한 학교운동부 생활과 그들이 운동중단
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운동중단 이후 겪게 되는 전반적인 운동중단의 경
험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를 운동중단이 학교체육정상화에 있어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살펴봄으로써 최근의 학생축구선수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
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1. 학생축구선수의 삶과 운동중단 과정
본 연구의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축구선수 시절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고
통스러운 운동부 생활에 대해 토로했다. 또한 축구는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 아래
수단화 되고 있었으며 학생축구선수는 치열한 경쟁의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
해 노력하고 있었다. 나아가 그들은 주말리그가 실시되었지만 축구와 공부를 여
전히 병행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무한 경쟁의 구조에서 탈락함으로써 운동중
단에 이르고 있었다.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 문제는 2000년 장희진 선수 사태와 2003년 천안초등
학교 합숙소 화재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이후 언론의
보도를 통해 공론화되었다. 그 결과, 최근에는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실
천, 그리고 학교체육 진흥법이 시행됨으로써 학교운동부 폭력의 감소, 학생선수
의 학업적인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홍석 외, 2009; 서울
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2010).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운동부 생활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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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었다. 우선 그들은 무리한 운동량과 지도자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운동
중단을 고민했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류태호와 이주욱(2004)은 학생선수가 무리
한 훈련만이 중심이 되는 현실에 처해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
말리그가 실시되면서 주중에는 연습, 주말에는 시합으로 이어지는 일정 속에 학
생축구선수의 피로가 누적된다는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전상미 외, 2010; 정경
선, 2011). 이러한 점은 최근의 제도적 시행으로 인해 학생축구선수에게 운동과
시합으로 인한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Price와
Weiss(2000)는 코치가 지속적으로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의 제공하는 것이
선수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 미치며 그 정도에 따라 운동중단을 발생시키는 원
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그동안 학교운동부의 합숙훈련은 학생선수를 일반적인 학생으로서의 삶
과 단절시키며 합숙소의 강압적인 분위기는 학생선수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다고 지적되어 왔다(이경선, 2009; 황태식, 2008). 본 연구에서의 연구 참여자들
역시 합숙소 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선후배 간의 위계관계, 폭력
등 부정적인 운동부 문화를 경험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들 스스로도 이러한 고
리는 단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국가인
권위원회(2008)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합숙소가 운동선수들이 ‘일반학생’과는 차별
된 폐쇄적인 공간에서 그들만의 ‘섬문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용하고 있
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 실시되고 있는 학교운동부 합숙훈
련의 폐지, 축소정책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용식(2012)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합숙소 축소 및 폐지의 문제점으로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문제,
타 지역 전출선수의 거취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학교운동부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음을 언급한 바 있어 학교운동부의 합숙소 문
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지속적인 논의 그리고 이를 통한 현재 시행중인
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우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김무영과 조미혜(2004)의 연구에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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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운동능력 부족으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 소외감, 그리고 열등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이 제시된 바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학생축구선수
로서 치열한 학교운동부 내 경쟁을 겪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현실적인 능력의
한계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그들이 경쟁하는 학교운동부가 결코 공정한 경쟁
의 장이 아닌 지도자와 학부모의 인맥,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결
과가 뒤바뀔 수 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재영과
최영래(2010)의 연구에서 제시된 체육계의 입시비리가 동류의식, 연고주의, 전관
예우와 같은 부정적 사회자본에서 기인한 것임을 뒷받침하며 나아가 학생선수들
스스로도 분명히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말리그 시행 이후 학생축구선수의 학교생활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학생
축구선수의 수업 참가율이 높아지고 그들이 점차 학생으로서의 신분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이 제시되었다(김희근, 2011; 전상미 외, 2010; 정경선, 2011). 비록
본 연구가 질적 연구로 진행되어 정확한 통계적인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
지만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주말리그의 시행이 그들의 수업 참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충되는 점도 존재하였는데, 이는 연구 참여자들의 수업 태도와 연결되는 부분
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수업 참가의 절대적인 시간은 증가하였지만 학생
선수로서 학업에 대한 필요성 인지 부족, 그리고 기초지식의 부재로 인해 실제적
인 수업참여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권순용 외(2012)가 제
시한 학생선수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수업내용을 따라갈 수 있는 기초
지식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해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
의 결과를 통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 계획에서 제시된 바 있는
학생선수를 위한 맞춤형 학습지도에 대한 필요성(문화체육관광부, 2012)과 학생
선수의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제공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비교적 낮은 연
령에서 제시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규일 외(2011)는 학생선수의 운동중단의 원인이 중층성을 지니고 있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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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바 있는데, 이는 운동중단의 원인이 간접 원인과 직접 원인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원인은 학생선수로 하여금 운동중단을 결정하게 하는 원인
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운동부 내의 폭력, 고통스러운 훈련
등이 있다. 반면, 운동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부상, 실력, 그리고 경제적 원인이
며 이는 학생선수가 운동을 중단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운동중단 원인의 중층성을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
으며 나아가 학생축구선수가 운동중단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
구의 참여자들은 힘든 운동부 생활과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
었지만, 축구에만 집중하고 학업에는 소홀하였기에 운동을 그만두지 못하는 모순
적인 상황에 놓여있었다. 즉, 힘든 학생축구선수의 경험은 그들에게 운동중단을
고민하게 만들었지만 결정적으로 운동중단에 이르게 하는 이유는 아니었던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운동중단을 결정하게 되는 이유로는 대학
진학에의 실패, 대학교 축구부의 주전 경쟁에서의 이탈과 같은 무한 경쟁에서의
탈락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학생축구선수는 학업 부진과 축구를 통한
진학만이 목표가 되는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학생축구선수로서의 삶을 견딜 수밖
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고 결국 치열한 경쟁에서 이탈하게 되어 운동중단에 이
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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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 이후의 경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운동중단 이후 새로운 삶 앞에서 막막한 심리적 경험
을 하게 되었으며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이후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
을 둘러싼 주요타자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고 이러
한 상황에서 축구는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운동중단 이후 학생선수는 학교생활에 있어 학업적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며 불명확한 진로와 미래로 인해 막막한 심리적 경
험을 한다는 점이 제시되어 왔다(국가인권위원회, 2010; 임용석, 2005).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운동중단을 경험한 이후 새로운 삶을 앞두고 막막한 심리적 경험
을 하고 있었으며 이 중의 일부는 일반학생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업
적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학생축구선수 시절
주말리그가 시행되었지만 누적된 학습결핍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업 참여가 이
뤄지지 못했던 점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전상미 외(2010)의 연구는 학생선수가
사회적응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이 그들이 학창시절 학업에 관
심을 두지 않은 채 운동에만 집중하게 되어 운동중단 이후의 삶에 대비하지 못
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성창훈과 유승준(2011)은 외국의 경우 초기 청소년들에 비해 후기 청소년들이
부모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경우 학교운동부에서 상급학교로 갈수록
진학의 부담이 커지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부모의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강화
된다고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운동중단 전후로 부모와의 상
호작용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운동중단 이후에는 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축구선수는 부모 뿐 아니라 친
구, 교수님 등 주요타자들의 사회적 지지를 바탕으로 진로탐색과 심리적 어려움
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 김진경과 김혜연(2013)은 부모와 친구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으면 청소년의 미래 기대가 높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어 본 연구의 결
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또한 김환우, 김재은, & 노미라(2010)는 대학에서 운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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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을 경험한 체육특기자들이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주요타자인 선배, 교수의 도
움으로 공부에 대한 노력과 학업 적응을 하고 있다고 제시해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 축구는 운동중단 이후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축구는 학생축구선수 시절에는 고통스럽고 진학을 위한
수단이었지만 운동중단 이후에는 진로탐색과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를 위한 자
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차은주와 김영재(2012)는 학생선수가 운동중단 이후 직
업진로 탐색을 하는데 있어 운동애착을 갖고 운동과 연관된 직업진로를 찾기 위
해 노력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또한 Butt & Molnar(2009)는 운동선수가 오
랜 시간동안 형성해 온 선수로서의 정체성을 운동중단 이후에 쉽게 지워내지 못
하고 그 정체성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된다는 점을 제시한바 있다. 이는 결과적으
로 운동중단 이후 진행되는 학생선수의 진로탐색이 선수로서의 정체성을 전제로
진행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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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이 지니는 함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학생축구선수 시절과 운동중단에 이르게 된 과정, 그리
고 운동중단 이후의 삶은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실시에도 불구하고 크
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가 지닌 함의를 도출하
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주말리그가 시행되었음에도 학생축구선수의 삶의 개
선이 적었던 배경에는 체육특기자 제도가 잔존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운동중단 학생축구선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 역시 도출되
었다.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은 학교체육정
상화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학생선수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면서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제시되어왔다. 임성철(2011)은 학생선
수가 학업과 운동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능동적인 삶의 태도의 학습, 폭 넓은 인관관계의 형성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발
생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이혁기 외(2007)는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축구
선수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그들이 학업을 통해 교실 내에서 교우관계의 확장,
교사와의 관계의 개선을 경험하며 운동부 문화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해주며 학교체육정상화를 통한 패러
다임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앞서 결과 부분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학교생활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우 긍정적인 변화를 제시한
선행연구의 연구 참여자들과 비교했을 때,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지 못하는 환경
에 놓여 있었기에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학업과 운동을 병행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학생축구
선수가 학업을 병행하지 않고 운동에만 여전히 몰두하고 있는 상황은 근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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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체육특기자 제도가 잔존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지상욱(2002)은 학생선수
가 운동만 잘하면 된다는 사고를 갖고 학업을 외면하게 되는 원인으로 체육특기
자 제도를 제시한 바 있으며, 김대희(2013)는 최근 학교운동부와 관련된 문제들
이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주무부처 간의 협력을 통해 상당수
해결의 기미가 있다고 평가하였지만 여전히 체육특기자 제도는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이 체육특기자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이를 통한 학교운동부의 패러다
임의 전환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교운동부의 정상화, 그리고 이를 통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학생선수를 학업과 단절시키고 운동으로만 몰두하게 만들어 학생으로서의 정체
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태룡
(2009)은 한국의 학교운동부가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러한
시점에서 학생선수가 운동에만 매몰되어 학습권을 박탈당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그들의 운동중단 이후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같이 최저
학력제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최근 정부는 2017년까지 전 학년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최저학력을 의무
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단계적으로 이를 실시해나가고 있어, 최저학력제
를 통한 학생선수의 진정한 학습권 보장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
다.
대한체육회는 2009년부터 ‘은퇴선수지원포털’을 운영함으로써 운동을 중단한
선수들을 위한 정보 제공, 멘토링 사업 등을 전개해왔다. 또한 2010년 대한축구
협회가 발행한 축구선수 생애주기 모형 개발 보고서에서는 학생축구선수가 운동
중단 이후 삶에 대한 계획 및 준비가 미흡하며 이러한 점의 개선을 위해서는 운
동중단에 대한 선수의 인식 개선, 협회 차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제
도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참
여자들은 운동중단 이후 겪게 되는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의 극복을 위한 프로그
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운동중단 학생선수를 위한 기존의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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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용, 그리고 축구협회 차원의 프로그램의 개발과 제공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사례와 같이 운
동중단 학생선수와 그들이 지닌 사회자본인 주요타자들 간의 소통과 사회적 지
지를 활용해 운동중단 대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운동중단 학생선수를 위
한 효과적인 제도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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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체육정상화의 흐름 속에서 학생축구선수가 겪게 되는 학
교운동부 경험과 운동중단 과정, 그리고 운동중단 이후의 경험을 탐색하고자 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 경험이 학교체육정상화
와 관련해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
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교체육정상화의 대표적 제도적 실천인 주말리그를 충
분히 경험했으며 대학진학 시기를 전후하여 다양한 이유로 인해 운동을 중단한
7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심층면담과 문헌고찰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주말리그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학생축구선수는 여전히 고통스러운
운동부 생활을 경험하며 공부와는 담을 쌓은 채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
기 위해 축구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며, 결국 무한경쟁의 구조 속에서 탈락하게
되면서 운동중단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교체육정상화를 통해 주말리그라는 새로운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운 운동부 생활을 경험하였다.
그들은 무리한 운동량과 지도자와의 갈등, 위계적인 선후배 관계와 답답했던 합
숙소 생활에 대해 토로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체육특기자 제도가 잔존하
는 무한경쟁의 구도 속에서 공부에는 소홀하고 축구에만 매달리게 되는 악순환
의 고리에 빠져있었다. 나아가 그들은 이러한 경쟁의 구조가 한국의 학교운동부
의 특성인 인맥을 통한 진학과 부정적인 입시비리가 만연하여 불공평하다는 것
을 인지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점차 시간이 흐
를수록 자신의 꿈을 낮게 재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학생축구선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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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유일한 목표는 여전히 축구를 통한 진학이었으며 이것이 정당화되는 현실
에서 주말리그제의 성과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반복되는 악순환의
구조 끝에 학생축구선수는 대학진학에의 실패, 주전경쟁에서의 이탈을 경험하게
되면서 무한 경쟁 구조 속에서 탈락하게 되어 운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둘째, 학생축구선수는 운동중단 이후 진로탐색의 장벽과 심리적인 어려움
을 겪고 있었지만, 동시에 주요타자의 사회적지지, 축구를 통한 진로 탐색으
로써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무한경쟁구조에서 탈락되는 방식으로 운동중단을 결
정하였고 학생축구선수 시절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지 못했던 탓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운동중단 직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운동중단 이후 새로
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막함을 느꼈으며 부모님과
의 갈등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님, 친구, 그리고 교수님과
같은 주요타자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고 그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
작하고 있었다. 나아가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은 미래의 삶의 기회를 발견하면서
일반학생으로의 정체성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축구를 활용하여 미래의 진로 탐색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으나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 계획 구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체육정상화를 통해 제시된 새로운 패러다임은 잔존하는 체육특
기자 제도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으며,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을 위
한 제도적 장치의 부재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운동중단에 이르는 과정과 경험은 학생축구선수 시
절의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주말리그를 통해 경험한
학생축구선수로서의 삶은 학교체육정상화 이전의 학교운동부 체제 내에서의 운
동선수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이렇듯 주말리그의 시행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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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생축구선수의 삶이 개선되지 못한 배경에는 체육특기자 제도가 잔존하는
현실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체육특기자 제도의 잔존은 학생축구선수의
목표가 축구를 통한 대학진학으로만 매몰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학교체육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실천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 최저학력제가 시급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폐지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운동중단 이후 새로
운 삶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구체적인 진로 탐색이나 축구를 통
한 경력전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축구선수
를 위한 경력전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절실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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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1)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학교체육정상화 이후 주말리그가 실시된 상황에서 학생축구선수가
운동중단에 이르는 과정과 경험, 그리고 그들의 운동중단 경험이 학교체육정상화
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가를 탐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제시된 연구결과와 논의, 그리고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
한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운동중단 시기에 따른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 과정과 경험
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학생선수의 운동중단율이 높은 시기로 제시된 고등
학교 3학년과 대학교 1학년 사이에 대학진학이라는 결정적 삶의 사건을 중심으
로 운동중단을 경험한 학생축구선수를 연구 참여자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 선정은 주말리그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체육특기자 제도로 인해 축구만을
통한 대학진학을 목표로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학생축구선수의 삶과
그들의 운동중단의 과정을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본 연
구의 참여자들의 제한적인 운동중단 시기는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 과정과 경험에 대한 탐색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시기에 걸쳐 발
생하는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 과정과 경험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둘째, 축구 종목 뿐 아니라 야구, 농구와 같이 주말리그가 시행된 다른 종
목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체육정상화의 결과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한 주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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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가장 먼저 실시했으며 비교적 제도적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 축구
종목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축구 종목의 주말리그에 초점을 맞춤
으로써 학교체육정상화 이후 제시된 패러다임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는 축구 종목에 한정된 결과로써, 축구 종목과 더불어 주말리그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종목의 학생선수가 겪게 되는 운동중단을 이해하는데 있어 한계가 분
명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야구와 농구 같이 주말리그가 시행되고 있
는 다른 종목의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학교체육정상화의 성
과와 한계를 추가적으로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저학력제의 실시를 통해 발생하는 학생축구선수의 삶의 변화와 그
들의 운동중단 경험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학생축구선수 시절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그
들이 운동중단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경험을 탐색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체육
특기자 제도로 인해 주말리그의 도입의 성과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도 학교체육 기본계획’을 통해 경기도내의
초․중․고 학생선수들의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하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체육특기자 제도를 보완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
에서는 주말리그와 더불어 앞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될 최저학력제를 통한 학생축
구선수의 삶의 변화와 운동중단 경험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실천을 위한 제언
첫째,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의 삶의 개선을 위해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
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과 운동부 생활 전
반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학생선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시
합출전기회의 제공과 대학진학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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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된 바와 같이 학교운동부 내에서 지도자가 학생선수들
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재차 보여주는 것이며 학교체육정상
화에 있어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의 삶의 개선을 위해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판단했을 때, 학교운
동부의 정상화와 공부하는 학생축구선수를 만들기 위한 정책에 관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역할 인식과 수행 정도는 굉장히 낮은 현실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상
황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학교체육정상화의 흐름 속에 자신들의 역할을 분
명히 인식하고 현장에서의 실천을 위한 지침을 학습할 수 있는 지도자 교육프로
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 이후 사회적응을 위한 경력전환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학생축구선수는 운동중단 이후 새로운 삶의 기회와 축구를
통한 진로탐색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가능성을 실제 진로탐색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경력전환 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학생축구선수의 운동중단 이후 경력전환의 어려움
과 제도적 부재를 도출해내었지만 이를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을 위한 요소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생축
구선수의 운동중단 이후 사회적응을 위한 경력전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
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운동중단 학생축구
선수를 더 이상 낙오자가 아닌 축구계를 위한 잠재적 자원으로써 바라보는 인식
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119 -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강미선, 강신욱 (1999). 운동선수의 학업태만과 중도 탈락에 관한 일례. 한국스포
츠사회학회지.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2(1), 57-70.
강병규 (2002). 중학교 체육특기자의 학업수업 참여 실태. 건국대학교 대학원 미
간행 석사학원논문.
강신복 (2003). 공부하는 학생선수, 과연 불가능한가. 학원체육정상화를 위한 토
론회, 체육시민연대자료, 42(5), 5-15.
강신욱 (2007).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언어폭력경험과 자율훈련참가의 가설적
인과 모형 분석. 한국체육학회지,46(6), 97-108.
강창곤 (2003). 비우수 선수의 탈사회화와 교육적 역기능.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강창곤 (2004).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학업결손에 관한 인식. 한국체육교육학회
지, 8(4), 92-105.
구창모, 박경호. (2002). 한국 금메달리스트의 은퇴 및 진로 연구-올림픽 및 아시
안게임 참가선수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5(1), 71-84.
권순용, 김종호, 조욱연, 임승엽. (2012). 학생선수의 학습태도 및 학습능력 제고
방안.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7(1), 663-674.
고수배 (2011). 탁구선수의 은퇴기대와 재사회화의 관계. 군산대학교 미간행 석사
학위논문.
김대희. (2013). 논문: 대학스포츠 선수선발과 체육특기자 입시제도의 개선방안.
스포츠와 법, 16(1), 57-81.
김무영, 조미혜 (2004). 고등학교 비우수 학생선수의 고민 탐색. 한국스포츠교육
학회지, 11(2), 177-191.
김무진, 정희준 (2012). 그들만의 학습: 학생선수의 학습에 대한 문화기술. 한국체
육학회지, 51(2), 51-62.
김민철 (2003).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재인식. 한국체육학회지,
- 120 -

43(4), 205-213.
김정명 (1999). 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 체육특기생. 청소년학연구, 6(2), 21-40.
김지영 (2008).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스트레스와 불안, 공격성 및 운동 중도탈
락의도의 관계.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김진경, 김혜연. (2013). 청소년의 미래기대에 대한 연구: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
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51(2), 173-186.
김진국, 김선종(2004). 학교 운동선수들의 학교생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걷
기과학학회지, 2, 67-74.
김현준 (2006). 중도 탈락한 체육특기자의 자아정체성 형성. 강원대학교 교육대학
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김형익 (2007). 군사정권과 문민정권의 학교체육정책 비교연구. 한양대학교 대학
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김홍석, 류태호, 최진숙 (2009). 학생 선수에서 운동부 학생 되기: 고등학교 검도
선수의 운동과 학업병행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6(1),
145-157.
김환우, 김재은, 노미라. (2012). 중도 탈락한 체육특기자의 학업적응과정. 한국스
포츠학회지, 10(4), 123-134.
김희근 (2011). 주말리그제 도입에 따른 학생선수들의 학습활동 및 생활실태 변
화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류태호, 이주욱 (2004). 운동선수의 학교생활과 교육. 한국체육학회지, 43(4),
271-282.
류태호 (2005). 학원스포츠의 과제와 전망.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2(2), 91-108.
박성언 (2009). 태권도선수의 탈사회화와 재사회화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미간
행 석사학위논문.
박수근 (2011). 스키선수의 재사회화 과정에서 사회적 적응 매커니즘 분석. 경희
대학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박지영 (2006). Sport 선수의 운동이탈 요인과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 인재대학교
- 121 -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배재현 (2013). 중학교 학생선수를 보는 일반학생의 인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진교 (1996). 은퇴한 프로선수들의 사회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
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창훈, 유승준. (2011). 청소년 스포츠에서 선수들이 지각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
구성요소와 프로파일.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 50(1), 83-92.
손석정, 윤태훈 (2009). 스포츠관계법령의 입법적 과제 : 스포츠복지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스포츠와 법, 12(3), 35-54.
송용관, 엄혁주, 신미진. (2010). 운동중도탈락 체육특기자들의 학교 학습경험에
대한 이해: 학습권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89-109.
송형석, 김홍석 (1997). 한국 엘리트스포츠 발달의 정치적 배경에 관한 연구 : 60
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연구소 체육연구소논집
18(2).
신정욱 (2010). 중도탈락 대학운동선수의 학교생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
행 석사학위논문.
신창훈, 김대진, 오중근 (2011).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운동선
수의 인식. 스포츠교육학회지, 18(3), 39-54.
연기영 (2012).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과제. 스포츠와 법, 15(2),
55-75.
윤성희 (2011). 은퇴한 여성 태권도 선수의 진로장벽. 경원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윤익선, 윤종대 (1999). 엘리트 운동선수의 사회이동 현황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
교 교수 논문집. 제 17집.
윤태희 (2013). 에어로빅체조 국가대표선수들의 탈사회화와 재사회화. 세종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경선 (2009). 학교운동부 육성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122 -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규일, 허창혁, 류태호 (2011). 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의 중도탈락 원인 특성 및
개선 방안. 체육과학연구. 22(3). 2189-2202.
이대형 (2012). 교육의 장으로서 학교운동부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탐색. 한국체
육교육학회지, 17(1) 1-16.
이명훈 (2002). 중등학교 체육특기자들의 중도 탈락 영향 요인분석.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상연, 안민석 (2004).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에 대한 정책대안연구. 한국체육학
회지, 43(3). 127-135.
이숙경 (2009). 실업태권도 선수의 은퇴환경과 은퇴 후 직업전환대비에 관한 연
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연호 (2001). 고등학교 육상선수들의 중도탈락 원인 및 진로. 국민대학교 스포
츠산업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옥흔 (2002). 제3공화국과 제5공화국의 국가주의 스포츠정책 비교. 영남대학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용숙, 김영천 (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과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이용식 (2012). 학교운동부 합숙훈련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0(2), 93-107
이욱렬 (2002). 전두환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체육정책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미
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학래. (1990). 한국근대체육사연구. 서울: 지식산업사.
이혁기, 박창범, 임수원 (2007).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 D중학교 축구부 사례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6(1), 181-191.
이혁기 (2010).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의 함의와 실천적 과제. 경북대학교 대
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재법 (2002). 중학교 축구선수들의 학습활동 및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신라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3 -

이정래. (2003). 고등학교 중도탈락 운동 선수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질적 분
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6(2), 513-529.
이정연 (2008). 중·고등학교 구기운동선수의 스포츠 탈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양
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임번장 (2010). 현대 여가학. 서울: 대한미디어.
임성철 (2011). 고교 운동부 감독의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 연세대학교 미간
행 박사학위논문.
임수원, 이정래 (2002).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중도탈락과 학교생활적응상의 문제
점 및 대책.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5(2), 231-246.
임용석 (2005). 운동특기생 중도탈락 이후 사회적응과정.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임용석, 류태호, 이규일 (2010). 중도탈락 학생운동선수들의 상실 과정. 교육인류
학연구, 13(3), 37-69.
장지은 (2012). 주말리그를 실시하는 고교야구선수들의 수업참여가 학습태도 및
학교생활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장재훈 (2010). 대학 축구선수의 조기은퇴 원인과 우등생으로써의 변화 연구. 한
국체육교육학회지, 15(2), 19-33.
전상미, 전정우, 최천 (2010). 주말리그제 참여 학생 운동선수의 성취동기에 따른
사회적응, 자기효능감 및 인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5(1),1.
전이경 (2003).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탈사회화와 재사회화와 관한 연구. 연세대
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해림 (2012). 중학교 운동부의 ‘공부하는 학생선수 만들기’ 실천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정경선 (2011). 축구 주말리그 시행 후 중학교 학생선수들의 학교생활과 생활 주
기 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과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 124 -

정재용, & 최영래 (2010).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측면과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KBS 시사기획 쌈 “코트의 마피아” 사례 분석.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
과학, 49(5), 49-59.
조상현 (2011). 프로농구 선수들의 은퇴와 재사회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
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조은희 (2008). 고등학교 운동선수의 성폭력 경험과 중도탈락 의도의 가설적 인
과모형 분석.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지상욱 (2002). 중·고등학교 운동선수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문화 기술적 사례연
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차승근 (2013). 축구 주말리그제의 시행에 따른 운동부 문화의 변화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차은주, 김영재 (2012). 운동중단 학생선수의 직업경로 탐색. 한국체육학회지,
51(4). 125-136.
채윤수 (2012). 주말리그 시행에 따른 중학교 축구선수의 수업참여 현황 및 인식
조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최관용 (2009). 학교체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2009 학교체육진흥세미나 자료집.
최명선, 곽민정 (2008). 한국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양육스
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대회, 140-141.
최윤정 (2011). 남성무용수의 은퇴 후 재사회화 경험. 단국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최의창 (2012). 전인적 선수 발달과 인문적 코칭 : 교육활동으로서 스포츠 코칭의
목적과 방법 재개념화.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9(2), 1-25.
최효진, 임수원, 권기남. (2008). 고등학교 중도 탈락 운동선수의 학교생활 적응과
정.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3), 609-624.
탁민혁 (2007). 2000년 이후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태룡 (2009). 특집: 학교체육; 최저학력제의 도입과 학교 운동부 문화의 개선.
- 125 -

스포츠과학, 106(단일호), 18-25.
한태룡, 고병규, 송명규, 서희진, 정영린 (2009). 학생선수의 진로경로 연구. 체육
과학연구원.
한태룡, 정영린, 서희진 (2010). 학생선수의 진로경로 실태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
회지. 23(2). 135-148.
홍성철 (2000). 운동선수의 스포츠 탈퇴동기에 관한 기술적 분석. 인천대학교 교
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홍혜전 (2009). 전문무용수의 은퇴기대와 재사회화의 관계. 세종대학교 대학원 미
간행 박사학위논문.
황태식 (2008). 학교운동부 학교생활에 대한 고찰. 경기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
사학위논문.

2. 국외문헌 및 번역본
Butcher, J., Lindner, K. J., & Johns, D. P. (2002). Withdrawal from
competitive youth sport: a retrospective ten-year study. Journal of
Sport Behavior, 25(2), 145-163.
Butt, J., & Molnar, G. (2009). Involuntary career termination in sport: A
case study of the process of structurally induced failure. Sport in
Society, 12(2), 240-257.
Creswell. J. W. (200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질적연구방
법론(조흥식 외 역). 서울: 학지사.
Garrison, D. R.(1992). Dropout in adult education. Torsten, H.(ed). The
international Encyclopedea of Education, 13.
Coakley, J. (1983). Leaving competitive sport: retirement or rebirth?. Quest,
35(1), 1-11.
Coakley, J. (1992). Burnout among adolescent athletes: A personal failure or
social problem. Sociology of sport journal, 9(3), 271-285.
- 126 -

Ell, K. (1984).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A review.
The Social Service Review, 133-149.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Morse, J. M., & Field, P. 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for health
professionals. Sage.
Pearson, R. E., & Petitpas, A. J. (1990). Transitions of athletes:
Developmental and preventive perspectiv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9(1), 7-10.
Price, M. S., & Weiss, M. R. (2000). Relationships among coach burnout,
coach behaviors, and athletes' psychological responses. Sport
Psychologist, 14(4), 391-409.
Strauss, A. L.,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SAGE Publications.
Super, D.E(1990). A life-span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L, Brooks, Associate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3rd ed.,
pp.121-178). San Francisco: Jossey-Bass.

3. 각종 기관 보고서 및 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2013). 2013년도 학교체육 기본계획.
국가인권위원회(2008).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10). 중도탈락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
원회.
교육인적자원부(1997).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 교육일보. 53-61.
대한체육회. http://www.sports.or.kr/
대한축구협회. http://www.kfa.or.kr/
- 127 -

대한축구협회(2010). 초중고 축구 리그제에 대한 만족도 조사.
대한축구협회(2010). 축구선수 생애주기모형 개발.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1 체육백서.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2010). 2010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대한체육회.
안민석 외 10인 (2007). 학원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결의안.

4. 정기 간행물
연합뉴스.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재기를 꿈꾼다’. 2003년 5월 26일자.
한겨레. ‘공부도 잘하는’ 국가대표의 고민. 2008년 6월 3일자.

- 128 -

Abstract
Exploration of Sport Drop-Out Experiences
among Soccer Student-Athletes
Jinsu Byun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range of recent policy measures were recently implemented to
improve the Korean elite sport system, it is argued that student-athletes have
benefited from resulting positive changes. In the case of soccer, the national
policy of the weekend league system has been conducted since 2009. One of
the major focuses of the new league system is to provide student-athletes
with more time to study. Along with its policy goals, an additional positive
expectation is that the newly introduced competition system would settle a
chronic drop-out problem among student-athletes. However, it turns out that
the drop-out rate of soccer student-athletes is still higher than that of other
sports.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rop-out process and
experience among soccer student-athletes. A total of seven student soccer
player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They have participated in
weekend soccer league games for more than two years and then dropped out
of the spor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rom July 2013 to November
- 129 -

2013.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analytic framework of
Cresswell (2008).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t was highlighted that when they were student-athletes, they had
hard time due to excessive training, conflicts with their coaches,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senior and junior team members, and the stifling life in
their training camp.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y strived to enter college
as student-athletes in cut-throat competition. Consequently, they chose to
drop out as they failed to enter college and make it for the starting line-up.
Second, after drop-out, student-athletes experienced difficulties in career
exploration and development. They also had conflicts with their parents. It
was viewed that their difficulties and conflicts are attributed to the lack of
career preparation – the predominance of athletic life in sacrifice of student
life. It was also found that with social support from significant others
including parents, friends and professors, they have overcome those challenges
and sufferings, and successfully sought for new opportunities of life.
Third, the exiting elite sport development system was found to be a major
challenge against the recent policy efforts to alleviate the current struggles
and difficulties student-athletes experience and to strengthen the potential of
the policy implications. Future strategies are suggested to effectively assist
the policy efforts.

Keywords : sport drop-out, soccer student-athletes, school athletic team,
normalizing school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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