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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코칭 프로그램 탐색

조      아      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체육활동은 청소년기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많은 연구자들  ? 

이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하여 체육활동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연구했고 대, 

부분 체육활동은 청소년기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는 결과를 도출해 냈‘ .’
다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에도 불구하고 일반 청소년 이 아닌 청소년 선수 가 . , ‘ ’ ‘ ’
체육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여느 청소년보다 체육활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청소년 선수. 

들에 대한 교육적 고찰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 

소년 선수가 체육활동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토대, 

로 청소년 선수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체육 중 고등학교 코칭 프로그램이 청소년 선수의 ·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며 연구 결과를 도태로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 

돕는 교육적 코칭 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했다.

질적 사례 연구 논리를 기반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수도권 중심에 위치한 체  

육특성화중학교 개교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 개교 총 개교를 선정한 뒤2 , 2 4 , 2012

년 월부터 년 월 말까지 약 년 개월 간 코칭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현3 2013 4 1 2

황을 살펴보았다 국내 외 청소년 선수 코칭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분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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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토대로 참여관찰 및 심층 면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감독교사 및 전, 

문코치 명과 청소년 선수 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비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5 6 , 

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들은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해 범주화되었으며 자료. , 

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한 동료 간 협의 구성원 간 검토 삼각검증 과정을 거쳤, , 

다.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중학교의 코  . , 

칭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편제 상 교과 군 중 전문선택 시간과 학교스포츠클럽 ( )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전문선택 및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 

램은 신체활동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과과정 편성 . 

외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활동의 상당수 프로그램이 재정적 지원 

미흡으로 인해 운영을 지속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육고등학교 코칭 . 

프로그램은 교육과정 편제 상 전문심화교과 전공실기 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전( ) , 

문심화교과가 아닌 일반 교과 시간이 전문훈련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활용되는 ( )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코칭 프로그램이 청소년 선수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영향과 부  , 

정적 영향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긍정적 영향은 나에 대한 이해 자기통제 감정. ‘ ’, ‘ (

조절 생활관리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이타성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나타났, )’, ‘ ’, ‘ ’
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선수가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상. 

황을 경험하며 결과적으로 코칭 프로그램이 개인의 인격형성과 사회 규범의 자, 

기체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부정적 영향은 자아존. , ‘
중감의 결여 감정 및 정서표현의 어려움 전문운동선수 삶에 대한 불안 무’, ‘ ’, ‘ ’, ‘
기력에 의한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코칭프로그램에 의해 형성’ . 

된 청소년 선수들 자신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 

청소년 선수의 내적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 발달을 촉진  , 

하는 성장요인 과 긍정적 발달을 저해하는 좌절요인 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성‘ ’ ‘ ’ . 

장요인은 청소년 선수의 개인요소 와 지도자 요소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 ’ ‘ ’
되었다 청소년 선수의 스포츠 재능 스포츠 인식 수준 과 같은 개인요소는 전. ‘ ’, ‘ ’
문체육활동 흥미유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선수의 자존감 및 사회적 

관계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와 청소년 선수 간 . ‘
긴밀한 상호작용 과 같은 지도자 요소는 청소년 선수의 일상생활에 직 간접적인 ’ ·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소로 청소년 선수의 스포츠 활동 내면화 및 내적변화에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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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좌절요인은 개인요소 지도자 . ‘ ’, ‘
요소 환경요소 로 구분되었다 개인요소의 경우 전문체육활동에 대한 청소년 ’, ‘ ’ . , 

선수의 인식이 입시수단 등으로 한정 고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도자 · . 

요소의 경우 과거 경험에 의존한 코칭 지식 적용 및 간접코칭에 의한 비교육‘ ’ ‘
적 코칭태도 가 청소년 선수의 스트레스 및 우울을 유발함으로써 부정적 정서 초’
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요소는 코칭 프. 

로그램의 운영적 측면 내용적 측면 풍토적 측면 에서 청소년 선수들의 내적‘ ’, ‘ ’, ‘ ’
성장보다 신체기능 성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전문체육인의 양성 통로로만 여겨

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 청소년 선수들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인 코칭 프로그램의 구성 및   , 

운영 방안은 청소년 선수의 개인적 측면 전문적 측면 사회적 측면 으로 구분‘ ’, ‘ ’, ‘ ’
되었다 먼저 개인적 측면에서 코칭 프로그램은 청소년 선수가 전문체육 활동을 . 

통해 발달 자산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전문적 측면에서 지도자, 

는 코칭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

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적 코칭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한 운동기능기. , ·

술 전달뿐만 아니라 선수의 내적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인 발달을 실현시, 

키기 위한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 

으로 사회적 측면에서 지도자는 청소년 선수의 역할과 가치를 폭넓게 바라보아

야 하며 최종적으로 청소년 선수가 미래 전문체육현장의 유능한 구성원으로서 , 

성장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교육적 코칭 프로, . 

그램을 통해 청소년 선수들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주요어 청소년 선수 긍정적 발달 전문체육활동 코칭 프로그램: , , , 

학  번: 2011-2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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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I. 

연구의 필요성1. 

일반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 선수 또한 개별역량의 발달과 강화 정체성   , 

확립 개인적 신념 가치의 수용 및 소유 우호적 대인관계발달 등과 같은 일반적 , , , 

발달과제를 겪고 있다 강효민 그럼에도 불구( , 2012; Wann, Polk, Franz, 2011). 

하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 선수상은 운동기능이 뛰어난 전문운동선수‘ ’
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 인식과 함께 지나치게 승리 지향적인 전문체육 사회구. , 

조로 인해 청소년 선수들은 전문운동기능인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강요 김경원송( ·

우엽 받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의해 청소년 선수들은 생활기술 습득 자, 1998) . , 

기개발 등 삶을 위한 기본적 학습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며 학습 기회의 박탈은 , 

청소년 선수 스스로를 주체적 인간으로 인식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와 같은 다양한 환경적 구조적 요소들은 청소년 선수들로 하여금 운동 외 영역에·

서의 존재감 상실 소외를 경험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역량에 대한 불확, , 

실성을 인식하게 만든다 이는 청소년 선수들이 성장하여 성인으로서 온전한 삶. 

을 영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선수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학습권 보장에 대한 문  

제 강신욱 곽은창김용규주병하 이양구유정애전선혜 이( , 2003; · · , 2011; · · , 2012; 

학준 이혁기박창범임수원 이혁기 였으며 구체적으로 수, 2009; · · , 2007; , 2011) , 

업 결손 및 불균형적인 기초학습능력에 의한 학력저하 진로선택결정권 박탈 등, 

이 언급되었다 이 외에도 승리지상주의 학습 및 코치 중심의 운동으로 인한 운. 

동 가치 상실 결과 중심의 운동 학습에 따른 선수폭력 정당화 등 다양한 영역에, 

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학교운동부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개선방안 . 

연구김대환 홍덕기 류태호 홍덕기 등과 같이 의식을 전환( , 2006; · , 2007; , 2008) 

하려는 노력들이 각 선행연구에 의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청소년선. 

수의 학습권 보장 문제는 일시적인 대책과 연구만으로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권순용 김종호 조욱연 임승엽· · · , 2012). 현재까지 학계에서 언급된 개선 

방안들은 현장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학자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만 듣고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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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대안에 불과하며(권순용 김종호 조욱연 임승엽· · · , 2012), 결과적으로 청소년  

선수들을 정책과 대안이라는 틀에 가두어 버리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학(

준 이는 그간 청소년 선수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학계에, 2009). 

서 미흡하게 다루어져 왔다는 것을 방증한다.

최근 최의창안양옥이옥선 의 연구에서는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맥락에서   · · (2014)

전인적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

을 응용하여 스포츠 참여의 효과를 청소년의 성장발달 자산의 관점에서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스포츠 참여에 대한 인식과 스포츠 참여 빈도 프로그램 개발 및. , 

보급 지도자 연수 등 스포츠 클럽 운영에 있어 주변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교 지역사회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긍정적 . , 

발달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스포츠 참여와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관심이 조명되며 국내외로 청  

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에 대한 연구(Danish, 2002; Gould & Carson, 2008;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 전Papacharisis, 2005; Petipas, 2008)

문체육분야의 청소년 선수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흡한 편으로 청소년 선수의 , 

긍정적 발달이 무엇이라고 명확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의 긍. 

정적 발달 접근은 청소년의 신분 지위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의 긍정, , 

적 발달에 중점 을 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청(Collins, Hill & Miranda, 2008)

소년기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는 성장발달자산에 대한 탐색과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것이다. 

인간발달관점에서 청소년기 시점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 공동체   

속에서 영향력 있는 구성원들에게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생

애 목표를 정립하거나 혹은 제한을 가지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삶의 가. , 

치에 따라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수립하는 결정적 시기인 청소년기(Levinson, 

1978) 교육에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학습 잠재력 또는 학습 역량의 개발을 위

한 적극적인 중재 가 행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신종호(intervention) . (2012)

는 정체성 형성이 주요한 발달과업인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라 적합한 목표를 세우도록 이끌어주는 교육 환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교사 및 지도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해짐을 밝혔다 이는 청소년기 청소, . 

년 선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코칭의 주체인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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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동안 엘리트 스포츠에서 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은 한 개인의 인  

성적 윤리적 측면 보다는 효율적 움직임을 위한 기능적 향상을 강조하는 부분으, 

로 지극히 편향적인 발달을 강요해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코칭 . 

현장 또한 학습의 장으로서 그 목적과 책임을 가진다는 데 지도자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배성만 즉 코칭 훈련의 과정에서 지도자는 청소년 선수들( , 2010). -

이 한 사람으로서 내재한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어나가도록 돕는 교육전문가 이

자 삶의 조력자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 . 

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은 편향된 발달의 주도가 아닌 전 영역에   

걸친 전인적 발달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홍덕기류태호 는 체육교사와 코치는 지도자로서 정기적인 인권교육. · (2008)

을 통해 자질을 함양하고 인권의 측면에서 청소년 선수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관용 역시 코칭 이란 교수 의 한 가, (1999) (coaching) (teaching)

지 형태로 보고 접근하여야 함을 밝혔다 즉 오늘날 스포츠지도자는 운동 기술 . 

지도만으로 평가가 아닌 보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역할로의 임무가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  

는 코칭의 교육적 접근은 매우 생소한 분위기이다 특히 체육 특수목적 중 고등. ·

학교의 청소년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학적 접근으로의 연구는 찾아보기 매우 

힘들뿐 더러 그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의 대부분은 주로 스포츠 심리학을 중심으

로 다루어졌다는데 연구 영역이 한정적이다 이에 강덕모 는 코치와 코칭. (2012)

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의 대상과 그 범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청소년 선수 지도자 역시 교육전문가로써 전문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   

어떠한 방법보다 직간접적으로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는데 큰 영·

향점이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좋은 교육의 실현은 현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 

일어나고 있는 교육문제를 바로 보고 해결하는 것은 물론 교육에 대한 신념이 , 

참된 기초위에 올바르게 세워 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고 가능할 것이다 지도자. 

들의 실천적인 변화는 청소년 선수와 지도자 모두에게 개인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문체육의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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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2.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모든 활동과 경험은 교육적 가치를 가지며 이를 통해   , 

개인의미로의 성장 및 발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두고 전문체육 , 

현장에서의 감독교사와 전문코치를 비롯한 지도자와 청소년 선수 간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이에 전문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 

는 체육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코칭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

현황 분석을 통해 체육중 고등학교의 코칭 프로그램이 청소년 선수 발달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며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교육, 

적 코칭 프로그램을 탐색과 함께 코칭 활동에 내재적으로 담겨져 있는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본다는 데 보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다. 

 

연구문제3. 

  

첫째 체육중등학교에서 청소년 선수의 코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둘째 코칭 프로그램이 청소년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셋째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넷째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코칭 방안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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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4. 

청소년 선수■ 

본 연구에서는 인간발달관점에서 청소년기에 위치한 전문 운동선수를 청소년   

선수로 정의하고 청소년 선수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 이외에 환경적 요인들이 ,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이므로 다양한 요인 및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는데 주목한다.  

코칭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코칭 프로그램은 중등교육 교육과정 편제 상 심화교과 전문실기  ‘ ( )

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는 전문체육활동으로 정의한다. 

전문체육■ 

체육은 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과 활동 목적에 따라 생활체육 학교체육  , , 

전문체육으로 분류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본 연구에서는 체육특성화중학교( , 2014) , 

체육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선수의 체육활동을 전문체육활동으로 

보고 엘리트체육 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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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제한점5. 

첫째 본 연구는 수도권 중심의 개교 체육중 고등학교의 코칭 프로그램을 선  , 4 ·

정하였기에 코칭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에 따른 교육적 코칭 프로

그램 적용을 일반화하는 데 한계점을 가진다. 

둘째 기초종목 집중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중 고등학교의 특성상 본 연구  , ·

에서 선정된 코칭 프로그램의 연구 결과를 모든 스포츠 종목에 적용하는 데 한

계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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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Ⅱ

가 전인으로의 교육. 

스포츠와 인성교육 1) 

스포츠와 신체활동은 청소년의 발달에 있어서 운동기능과 신체활동의 증진과   

같은 신체적 측면의 발달 도덕성 발달과 인간관계 향상과 같은 사회적 측면에서, 

의 발달 자아존중 동기부여 등 개인으로의 긍정적 의미부여와 같은 심리적 측, , 

면의 발달을 가져온다 이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사회(Baily, 2009; Weiss, 2004). 

생활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부여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스포츠가 중요한 교육적 매개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 .  

특히 청소년기 스포츠 활동 경험을 통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기능의   

발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빈번히 나타나는 공격적 행동의 조절과 같은 

인지적 측면 도덕적 판단과 같은 정의적 측면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이러한 영향은 사회의 바람직한 가치를 내면화시켜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통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비행을 억제하는 능력을 수행한다 구창모( , 1991; 

이진갑, 2002; Costin & Jones, 1992). 

이에 는 도덕교육 접근과 비교했을 때 스포츠를 통  Shields & Bredemeier(1995)

한 인성교육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수준에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도

모할 수 있음을 밝혔다 스포츠 활동을 통한 규칙의 준수 스포츠맨십의 발휘 페. , , 

어플레이 등은 청소년의 협동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통제를 

통한 자기수양을 유도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 자. 

신과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가치 및 태도를 형성시켜 청소년기 인성 형성에 크

게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익수 외 인( 2 , 2006). 

이처럼 스포츠와 신체활동이 청소년에게 있어 운동 기능과 신체활동의 증진   

및 신체적 발달을 포함한 사회적 정신적 정서적 발달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은 , ,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Bailey, 2009; Fraser-Thomas, Côté & Deak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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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밝혀졌다 하지만 의 연구에서 살펴볼 Weiss, 2004) . Shields & Bredemeier(1995)

수 있듯 스포츠 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 뿐 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발달 또한 그 가능성에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에서 . 

잠재성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스포츠 . 

상황에서의 지나친 경쟁과 승부집착에서 야기되는 상호간의 비방과 심판판정 불

복종 수행향상을 위한 약물남용 등과 같은 문제들은 어린 선수들의 도덕성 발달,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Bredemeier, Weiss, Shields & 

Cooper, 1986 와 같이 스포츠가 가진 양면적인 영향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박정준 은 스포츠는 긍정적인 면 팀 워크 감정조절 및 솔선수범 . (2011) ( , 

등 과 부정적인 결과 속임수와 같은 비도덕적 행동의 강화 약물 중독 등 를 동시) ( , )

에 낳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하며 이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예를 들어 분, ( , 

명한 규칙과 책임 사회적 규정 훌륭한 역할 모델지도자의 지원 과 효과적인 , ), ( )

교수 방법 적절한 환경 요인 등의 요인이 마련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는 체, . 

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과정에서 투입되는 내용과 방법의 신뢰성과 충

실성 과정과 결과 요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해석이 축적될 때 비로소 (fidelity), , 

스포츠 인성교육은 질적인 성과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박정준( , 

2011). 

문화가치와 스포츠 교육2) 

는 스포츠가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인간의 사회적 활동  Arnold(1997) “ (A 

이라고 정의하며 전통이 유지존속될 때에 삶culturally valued human practice)” , ·

의 한 형식으로서 그 가치를 다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최의창 역. (2012) 

시 스포츠를 실천전통으로 보는 것은 스포츠가 단지 게임기술과 규칙으로만 이

루어진 일차원적 활동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는 기술적 차원과 가치적 차

원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하나로 되어있는 총체적 현상으로 보아야 함을 밝혔

다 이처럼 교육에서의 배움과 학습은 한 명의 개인이 아닌 사회 문화적 실천. - 1)에 

의해 실현되어지게 된다.

1) 이러한 사회 문화적 실천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배움 공통제이다 일종의 문화적 실천 - . ‘
라고 재 정의할 수 있다 이영만 박동섭(cultual practice) ( ·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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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접근으로의 체육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체육을 보다 종합적  ‘ ’
으로 가르치자는 노력으로백승수 체육교과에서의 심동적 차원과 인지적 ( , 2012) 

차원 정의적 차원의 것을 분절적으로 기능적 차원의 의미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 

닌 보다 더 중요한 차원 즉 안목으로서의 운동을 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을 의

미한다 또한 이러한 체육교과 속에 들어있는 지식 정서 덕성 의 측면들이 신. “ , , ”
체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지 정의 통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 ․
다 이에 최의창 은 학생들이 운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입문되어야 하는 . (2010)

세계는 기능의 세계가 아니라 의미의 세계‘ ’ ‘ 2) 라 말하며 학생들은 운동을 통하여 ’
자신의 안목으로 이 의미의 세계를 스스로 보도록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즉 지‘ ’ . , 

도자가 운동을 매체로 하여 전수해야 하는 것은 인류가 이루어놓은 문화유산으

로서의 체육활동이며 단순히 기능의 전달에 멈추는 것이 아닌 체육활동에 잠재, 

된 의미의 세계로 학생들을 입문시키도록 하는데 그 책임과 역할을 가진다는 것

이다. 

개인이 주체가 되어 자율적이고 개인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탈현대적 스포츠   

문화가 각광받는 시대상을 받아들이며 스포츠 활동만이 내재하고 있는 문화가치, 

로의 긍정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나 규율의 강요보다는 그 문

화에서의 전통적 가치3)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김(

영환 이러한 실천공동체 에서의 지식은 개인 간 , 2005). (Communities of Practice)

상호작용에 의해 창출되어진다고 보며 지도자는 교육전문가로서 운동 기술과 전, 

술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닌 오랜 시간 유지 종속되어온 하나의 사회적 문화 , 

활동으로서 스포츠를 받아들이고 그 역사와 문화에 담긴 실천전통으로 학습자에

게 의미를 전달하고 지도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Hardman & Jones, 2011; 

최의창 에서 재인용, 2011 ). 

  

2) 체육활동에 내재된 세계에 입문한다는 것은 운동을 통하여 그 운동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와 가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김을 의미한다 최의창 이러한 의미는 오우( , 2010). 
크쇼트 의 인류의 유산 으로 그 문맥을 함께 하며 인간이 오랜 세월 이룩해놓(Oakshott) ‘ ’ , 
은 업적으로서 감정 정서 상상 전망 사고 신념 관념 이해 이론적 실제적 활동 언어 , , , , , , , , · , 
인간관계 조직 행위의 규범과 준칙 절차 양식 미술작품 책 등 사물자체로의 존재를 , , , , , , 
넘어 우리의 이해로 구성되는 세계라 말한다. 

3) 협동과 개인의 조화 개인적 인내 규칙과 결과의 승복 상대 존중 등을 전통적 가치로 들 , , , 
며 다변화된 사회요구를 인정하고 개인의 스포츠 활동을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
포츠의 교육적 가치로의 환기가 요구됨을 주장한다 김영환(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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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의 이해2. 

가 코칭의 개념. 

  현대사회에서의 코칭 이란 코치와 발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개인(Coaching)

이 잠재능력의 개발과 그러한 개발 발견 과정을 통해 개인의 목표설정 전략적인 , 

행동 결과 성취를 가능토록 하는 협력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은 , . Kessel(2007)

코칭의 영역 에 따라 스포츠 교육 개인(Domains of Coaching) (sport), (education), 

건강 직업생활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personal life), (health), (work life) 

는데 이중 스포츠 코칭 은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보편적인 , (Sports Coaching)

분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 코치는 다양한 훈련방법을 통해 팀 전체와 개별 선수  

들의 운동수행능력을 극대화시키고 훈련에서 학습된 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 

수 있도록 하는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정지혜 이에 코치의 지도활동( , 2001). 

을 의미하는 코칭은 교수의 한 형태로서 코칭을 행하는 코치는 특정 운동에 관, 

한 전문 지식 경험 기술 태도 등을 바탕으로 선수의 기술지도 훈련 계획 수립, , , , , 

효과적인 경기전략 및 전술 제공 등을 제공하여 선수의 경기력을 최대로 발휘하

도록 한다는 데 목적을 가진다. 

이처럼 스포츠가 가진 특수성에 의해 스포츠 코칭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무엇보다 경기력 향상에 따른 상대적 승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코칭에 대한 이해. 

는 매우 협소한 관점으로 코칭을 행하는 코치는 단순히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존

재가 아닌 사람과 사람관계 속에서의 인간적 교감을 필요로 하는 보다 고차원적

인 역량이 요구 된다 이에 최의창 은 코칭은 특정 대상만을 상대로 하는 . (2013)

매우 특수한 목적의 가르침으로 보고 코칭은 단순 기술 지도를 넘어 선수로 하, 

여금 훈련과 시합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 자신과 운동자체에 대한 깨달음을 갖도

록 하는 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코칭은 경기력 향상과 운동기능 함양. 

만을 위한 노력에 한정적인 것만이 아닌 스포츠 활동에서 코치와 선수의 상호작

용을 통하여 선수 삶의 모든 면을 보다 성공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관계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듯이 스포. Jones(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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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 활동에서의 코치는 사회적 교사로서 그 역할을 가지며 코칭이 이루어지는 코, 

칭 환경은 학습 환경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코칭의 목적은 선수의 운. 

동 기능 기술 전략영역에서의 잠재성을 발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의 사회, , 

학습에 관한 폭넓은 신념체로 보고 전인적 발달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하나, 

의 교육 활동으로 보아야 한다(Bergmann Drewe, 2000).  

 

나 코칭 역량. 4)

최근 교육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역량 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지능검사나 적성  ‘ ’
검사가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성취를 타당하게 예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제 삶 속에서 성공적인 성취를 위해서는 수행에서 드러나, 

는 역량을 측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였다윤정(

일 외 인 이러한 역량 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어떤 일을 3 , 2007). ( )力量

해낼 수 있는 힘으로 볼 수 있으며 성과의 결과보다 성과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 

있다 다양한 학자들에 의한 역량의 정의는 다음 표 과 같다. [ 1] . 

학 자 용  어  정  의

Boyatzis(1982) 개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데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내재적 특성

Spencer & 
Spencer(1993)

직무나 상황에서 뛰어난 수행이나 준거 관련 교과와 연관된 개인의 특성에 
기초

Green(1999) 직무 목표 달성에 사용되는 측정 가능한 업무 습관 및 개인적 기술에 대한 
증거자료

표 [ 1 학자별 역량 의 정의] ‘ ’

이에  Spencer & Spencer5)는 표층적인 역량과 심층적인 역량 이라는 용어를 사‘ ’ ‘
용하여 역량에 들어있는 통합성을 부각시켰다 이들에 의하면 지식과 기술은 수. 

4) 본 연구에서의 코칭 역량은 스포츠영역에서의 코칭으로 정의한다 . 
5) 개인의 내재적 특성의 가지 분류 동기 특질 5 (Spencer & Spencer; 1993) (motives), 

자기개념 지식 스킬(traits), (self-concept), (knowledge),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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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으로 드러나기 쉬운 표층적인 역량인 반면 개인의 동기나 특질 자아개념 등, , 

은 심층적인 역량으로 분류한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코치의 역할을 중심으로 역량의 차이를 나타  

내며 코치 역량 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코치들의 특성이나 , ‘ ’

자질 스킬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코치가 코칭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보, . 

다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구자 코치의 역량

관리자로서 코치의 특성
(Lucas, 1994)

§ 뛰어난 커뮤니케이션스킬 언어적 비언어적( / )
§ 경청스킬
§ 연민, 
§ 기술적 숙련
§ 열정
§ 피드백의 수용성
§ 목표지향성
§ 창조성 등

유능한 전문코치들을 
특징짓는 일반적인 스킬들 

(Jarvis, 2004)

§ 자기인식과 자각능력
§ 분명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스킬 언어적 비언어적( , )
§ 관계정립스킬
§ 경청하고 질문하는 스킬
§ 피드백을 포함한 목표개발 학습자를 동기부여 하는 능력, 
§ 상황의 이해를 돕는 능력
§ 사고와 행동의 중요한 패턴을 확인하는 능력
§ 신뢰와 존중을 형성하는 능력
§ 심도 있는 이해를 촉진하는 능력
§ 행동을 촉진하는 능력을 활기를 불어넣는 능력

효과적인 코칭을 위한 
관리자의 특성과 자질 

(Wenzel, 2000)

관리자의 개인적 특성 인식능력 자신감 사교성, , 

스킬 이슈분석 용기를 이끌어내기, , 
경청 관계형성, 

성공적인 전문코치의 
개인적인 특성

(Zeus & Skiffington, 
2007)

§ 자기 인식능력
§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능력
§ 관계수립 능력
§ 유연성 능력
§ 커뮤니케이션 능력
§ 선견지명 능력
§ 이슈를 규명하고 솔루션을 찾는 능력

표 [ 2 연구자 별 코치의 역량 분류 박윤희 외 인] ( 1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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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역량은 인간의 능력 일반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특정한 활  

동의 수행을 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한 분야에서의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보다 총

체적인 능력으로의 이해와 중요성이 부각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자신. 

의 분야에 있어 뛰어남을 말하는 탁월성은 물론 새로운 영역 간 통합을 통한 창

조력과 인간과 사회문화의 전체적 흐름을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을 ·

가진 사람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탁월한 전문성의 획득은 개인의 성장 및 자, 

아실현 뿐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의 발전에도 중요한 요소이다 신종호 외 인( 4 ,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스포츠 영역에서의 코칭을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을   

가장 직접적이고 우선적인 목표로 선수들을 발굴하거나 선발하고 선수와 팀을 , 

훈련시키며 시합에서 승리를 위해 팀을 이끄는 총체적 행위 구해모 로만 ( , 2001)

본 것이 기존 코칭에 대한 주류 인식이었다면 최근 코칭을 단순한 운동지도를 , 

넘어 선수들의 내면에 변화와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는 조력자 로서의 역할 행동‘ ’
으로 보는 관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코칭 역량은 기능 및 기량 향상의 정도. 

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는 보다 유연하고 총체적인 의미로의 한 사람, 

의 인격적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 . 

실제로 스포츠 현장에서 코치가 어떤 사람인가 에 따라 운동 팀의 문화 형성  ‘ ’
은 물론 선수들의 운동 생활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미국 노틀댐 대학의 유. 

명한 미식축구 감독인 감독은 선수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일을 Holtz

해야 하는 것을 잘 알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코치들, 

은 스포츠상황에서 승리를 강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선

수들의 인성 팀웍 헌신 충성심 등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도, , , 

자의 역량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사람을 가르친다는 일은 굉장히 특수하고 복합적인 직업으로 볼 수 있다 그  ‘ ’ . 

렇기 때문에 교육에서의 전문성은 업무수행에 있어 독자적인 이론과 기술을 구

비하여 탁월한 업무수행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의미 김희규 하며 이( , 2011) , 

를 바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된 역량과 표준화된 전문적 훈련이 요구

된다 이에 최의창 은 학교 (Hargreaves & Goodson, 2006). (2002, 2009a, 2010, 2011)

체육 현장에서 체육교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성을 언급하며 체육교육이 단순히 

학생에게 기능과 지식을 전달하고 습득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내면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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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내어야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교육자는 운동의 기능. , , 

전술 규칙을 가르치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의 마음과 태도 정신 또한 변화시키, , 

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체육전문인의 역량은 주어진 상황에서 지식 능. , 

력 그리고 노하우를 실제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지도자 역량은 전문적 지식 혹은 체험적 지식의 긴밀한 관계에 의해 전문

체육현장에서 문제해결력으로 계관된다는 데 그 중요성을 가진다김진희( , 2011).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코치의 전문성은 청소년 선수들의 운동 기능의 발달 정도에 따라 척도를 달리하

며 지도자의 역할 및 역량은 선수의 경기력 경기수행능력향상에 의한 국제경기 , , 

성적 또는 올림픽 메달 성적 등으로 평가받아왔다. 

코칭 전문성 이란 스포츠 현장에서 코치가 선수들이   (coaching professionalism) , 

지닌 능력을 최상으로 발휘 할 수 있도록 지도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성, ‘ ’
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동을 통해 삶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다최의(

창 더욱이 지도자는 운동 기술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인식 태도 및 , 2006). , 

생활 습관 가치 진호 문제 팀 내에서의 갈등과 팀 분위기에 이르기까지 선수들, , 

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남승구( , 2005; McGrath, 2006; Schembri, 

교육자로서 지도하는 운동 종목의 기능과 지식에 대한 전문성과 더불어 학2001) 

생선수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심성적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다 코칭의 다양한 접근. 

코칭과 티칭1) 

일반적으로 코칭은 운동을 지도하는 일로 정의된다 하지만 최근 스포츠교육  ‘ ’ . 

학자들은 코칭을 티칭 으로 간주하고 코치를 교육자 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 ” “ ”
이고 있다 최의창 실제 훈련 현장에서 코칭의 목적은 선수의 운동 효율성( , 2012). 

을 달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배성만 하지만 운동을 지도하는 행동( , 2010). 

에는 선수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해내기 위한 지도자의 이끎과 도움의 역할‘ ’
이 요구되기 때문에 코치와 청소년 선수가 갖는 관계는 교육적 관계(Bullock,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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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김선희 역시 코칭을 교& Wikeley, F(2004) . (2009) 

육활동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를 강조하며 대부분의 운동지도 대상이 청소년이라

는 데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는 코칭과 티칭을 서로 다른 종류의 활동으로 간주하여 본질  Jones(2006) , 

적으로 대립 관계에 위치해있다고 보는  코칭 대 티칭“ ”(coaching  vs.  

으로의 관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의 코teaching) . 

칭은 지나치게 협소한 활동으로 제한될 뿐만 아니라 매우 직선적이고 단순한 학

습활동으로 이해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코치의 지도행위인 코칭을 단. 

순한 반복과정으로 보고 상황 및 맥락이 고려되지 않은 간단한 과정으로 간주된

다는데 문제점을 가진다 하지만 코칭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많은 암묵적 지식. 

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권력 위에서 존재하는 다변적인 상, 

황에서의 매우 복잡한 활동 이기 때문에 코칭을 (Jones, Amour., & Portrac, 2004)

행하는 코치 역시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상황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

한 적응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코칭도 티칭의 일환으로서 교육적 역할을 수행. ,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코치는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다 최의창( , 2011; Jones, 2006).  

반성적 코칭2) 

자기성찰은 교육학의 에 의해 발전된 개념으로 는 성찰  ‘ ’ Dewey(1933) Dewey “
을 통해 모호하고 의심스럽고 갈등의 상태에 있는 정리되지 않던 경험들이 안정, 

된 상태에서 분명하고 조화를 이룬 통합된 경험으로 전환하게 된다고 고 하였, ”
다 이에 은 의 성찰적 개념을 전문가 교육과 전문성을 이해하. Schon(1983) Dewey

여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공적인 교육을 통한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지

식과 경험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획득한 실천적 지식으로 나누었다. 

또한 기존에는 형식화되고 이론화된 지식만을 전문적 지식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으나 진정으로 가치 있는 전문적 지식은 이론과 실천이 구별되지 않고 연, 

구하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 실천적 지식 이라고 언급하였다‘ ’ . 

이러한 접근에는 수동적 태도로의 과학적 지식의 수용과는 달리 코치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적극적 성찰을 통한 문제해결력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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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코칭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천적 지식은 역동적이며 그 상황에 맞도록 유  , 

연하게 변형되어야 하는 맥락을 갖고(Cushion, Armour, & Jones, 2003; Jones, 

있다 이러한 이유로 코치 교육은 지식과 정보 전달을 위한 학습에서 벗어2006) . 

나 현장의 복잡성 불확실성 불명확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코치들이 가지, , 

고 있는 경험에 대한 성찰을 위한 학습이 되어야 한다 이에 최의(Nelsen, 2005). 

창 은 효과적인 코칭 반성적 코치교육은 코치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이(2004) , 

론 지식을 현장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반성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 

을 가지게 된다고 밝혔다 좋은 코칭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코칭은 코치에게 필. , 

요하고 또한 기대하는 목표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자기만의 코칭을 만들어 나간. 

다는 것은 지속적인 연구와 배움의 실천이 계속될 때에 가능한 것일 것이다.

선수중심코칭3) 

누군가는 교육자와 코치의 차이를 말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간, 
극 간 존재하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 교육자와 코치들은 선수 학생 에게서도 배울 수 있다 아무도 모든 해. ( ) . 
답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화와 관찰을 통해 우리는 서로 배우고 .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함은 분명하다(Kidman, 2005)

최근 국내 스포츠 및 지도자 윤리 선수 인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들은   , 

논의와 함께 학습자로서 학생 선수 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최우선시 하여야 ( )

한다는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최근 학습자. 

중심에 대한 관심이 교육계에 회자되면서 그 범위가 공교육기관을 넘어 가르치

고 배우는 활동이 일어나는 모든 곳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선희( , 

엘리트스포츠에서의 선수중심 코칭이 이와 같은 맥락으2011). (Athletes-Centered)

로 선수중심코칭은 스포츠 철학에 배경을 둔 스포츠 접근의 한 방법으로 선수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통합적 접근과 낙관적인 스포츠 수행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스포츠 선수는 한 개인으로서 그 존재가치를 어떠한 상황. 

에서라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자들은 다양한 모델중심 접근을 문제점으로 인지하였는데 모델의   ‘ ’ , 

구성을 위해 현장 작업이 수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과정에서 운동 기술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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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다시 말해 코칭은 운. 

동 기술을 배우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활동일 뿐만 아니라 선수 및 학습자들은 

코칭을 통하여 그들의 스포츠 운동 참여 경험에 의한 만족과 성공을 거둘 수 있( ) , 

다고 보는 것이다김진희 외 ( 3, 2007; Lyle, 2002).

그간 엘리트 체육의 피라미드 모델의 초기 개념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스  

포츠 종목 대상 및 목표별로 스포츠 참여의 지속성을 높이는 토대를 제공해주었, 

다 하지만 최근에 오서 이러한 피라미드 모델은 전통적인 모델로서 선형적인 구. 

조로부터 문제와 한계를 지적받고 있는 가운데 체육 및 스포츠 발달을 위한 피

라미드는 결국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소수를 길러 내는데 집중하였다는데 그 

문제점을 갖는다고 본다 일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이 부분. 

에 대한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볼 수 있는데, 

피라미드 모델은 스포츠와 체육이 사회에서 갖는 여러 가지 장점을 운동기능 향

상 최고의 수행을 위한 방법 등 기능중심 에만 매달려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 ‘ ’
현대사회에서의 스포츠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선수중심코칭은 코치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목적달성을 위해 의도한   

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고려하고 협력해야 할 실제적 방법의 중심은 학습자

선수 및 참가자 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더하여 코치의 코( ) . 

칭활동이 선수중심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데 선수중

심코칭의 기본은 선수의 기능과 능력 과거 스포츠의 경험에 상관없이 모두를 위, 

하는 철학적 토대를 갖고 있으며 범위는 학교운동부나 국가대표의 엘리트 스포, 

츠 생활체육 및 클럽 스포츠 등 모든 영역의 스포츠에 적용 할 수 있다 또한 , . 

목적에 따라 학습자중심 수요자중심 참가자중심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선수, , 

중심 코칭의 여덟 가지 특징을 다음 아래의 표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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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선수 코치 및 스포츠 관련 주체들은 서로 존중한다, .

2 스포츠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해하지만 선수들의 삶의 경험 전부는 아니다. 

3 선수를 온전하게 인지하는 것은 한 사람의 발전을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건강, ( , 
신체 심리 사회적 을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 ) .

4 선수들은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기 위해 연습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선수와 코치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책임감에 동의하며 잘 따른다. 

6 선수의 리더십 팀워크 의사결정 기술 등을 발달시킨다, , . 

7 선수의 지식 자기존중 도덕성 등을 함양시킨다, , . 

8 코치와 선수의 관계를 파트너로 보고 유지 한다

표 [ 3 선수중심코칭의 특징] (Kidman, 2005; Lyle, 2002)

청소년 선수의 이해 3. 

가 청소년의 개념 및 정의 . 

청소년 은 인간 생애 발달 시기 중 어린이와 성년의 중간 시기로  (adolescent) , 

청소년의 연령 규정6)은 법령 및 규범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사회 통

념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시기를 일컫는다 생물학적 발달 관점에서는 사춘기. 

의 시작과 함께 청소년기가 시작되며 완전한 생식능력을 획득하게 되었을 때 청

소년기가 끝난다고 보며 사회적 관점에서 청소년기는 성인으로서 사회 구성원 , 

역할을 위한 훈련의 시작을 기점으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처양식

이 확립되어 사회가 그들의 성인됨을 인정할 때 즉 법적 규정으로 성인임이 인, 

정되는 시점을 청소년기의 종결로 본다(Steinberg, 1999).

6) 청소년의 보호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만 세미만으로 규정하고  19
있으며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만 세에서 세 이하의 사람으로 정의한다,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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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청소년기는 신체 생리 심리 정서적 발달과 발달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  · · ·

는 초기 청소년기와 자의식 및 정체성 획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후기 청소년기

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는 중기나 후기의 청소년들에 비해 발달. 

적 부적응의 문제가 더욱 크게 나타나며 초기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적응적인 , 

문제들은 중기나 후기 청소년기에 발생한 발달상의 문제들보다 더 만성적으로 

지속되며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데 영향의 범위가 , 

매우 크다 신정이 황혜원( · , 2006).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시기에 있어서 청소년기는 개인의 신념 가치에 따라 삶  , 

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기정체성 수립과 자아실현을 가

능토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이에 는 청소년기. Levinson(1978)

를 통한 개인의 정체성 탐색 삶의 가치에 따른 삶의 목표 수립 등 한 개인의 인, 

생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시기로 보았으며 은 청소년기는 미래목표 , Erikson(1968)

및 직업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는 시기로 보았다 실제로 청소년기는 그 후 성인. 

기의 삶을 위한 기술 태도 행동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로 전반적인 생애시점 있, , 

어서도 그 중요성을 가진다.

  

나 청소년기 발달. 

청소년기의 발달이란 양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질적인 변화까지도 포함한다 운  (

동선수의 성장단계별 표준 훈련지침서 개발 청소년발달과 관련된 개념으, 2005). 

로는 성장과 성숙 학습이라는 개념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들이 공존할 때 비로, , 

소 청소년의 발달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발달에 대한 . 

논의는 대체로 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생물학적 발달 인지적 발달3 , , , 

사회정서적 발달이 그것이다 생물학적 발달은 신체적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서. ,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인자와 두뇌의 발달 키와 몸무게의 증가 운동기능 사, , , 

춘기에 나타나는 호르몬 변화와 같은 것들은 모두 청소년 발달에서 생물학적 변

화를 반영한다. 

인지적 영역의 발달은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소나 대상을 수용하여 주  

체의 내적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게 된다 서민원 청소년기 인( , 2004). 

지적 영역에서의 사고 판단 능력 그리고 자아인식에 대한 확장이 주된 발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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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특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로서. ‘ ’ , 

현재 자신에 대한 평가와 자신의 잠재된 성취능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한다. 

이처럼 개인의 경험과 자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자기개념은   

개인속성에 의한 영향과 타인에 의한 자기평가를 통해 강화된다고 보았다 본래 . 

자아개념은 여러 영역으로 분화된다 하지만 영역 간 자아개념이 일치될 때 다시 . 

자아개념으로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를 자아정체성의 형성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청소년은 자아인식을 증가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 

다. 

사회정서적 발달은 대인관계 정서 성격의 변화 사회환경의 변화를 포함한다  , , , . 

예컨대 가족관계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발달 성역할 지향 등, , , , 

은 청소년발달에 있어서 사회정서적 영역의 발달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청소년. , 

발달의 핵심이 되는 측면은 자아정체감의 발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기, 

의 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관심영역

이 되어 왔다 또한 청소년기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는 . 

것 역시 관심영역이 되어 왔다.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하여 이들 세 가지 영역들은 따로 분리되어 논의되고 있  

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상의 이유로 생물학적 변화과정과 인지적 변화과, 

정 사회정서적 변화과정들은 서로 밀접하면서도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 . 

서 통합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청소년의 발달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 청소년 선수의 발달 목표.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 접근1)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은 청소년을 결핍되거나 문제를 안고 있는 잠재적 대상 

이 아니라 장점의 적극적인 발견과 계발을 통해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 

능성의 존재로 인식하는 접근 최의창안양옥이옥선 으로 청소년의 부정적( · · , 2014)

인 측면의 치료나 예방에 초점을 두기보단 긍정적이고 건강한 측면의 개입을 통

해 청소년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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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훈 외 인 은 긍정적 코칭의 개념을 경기력 증진뿐만 아니라 선수들  2 (2004)

의 개인적인 성장 발달에 도움을 주며 운동 참여의 극대화와 탈퇴를 최소화하기 , 

위해 코치가 행하여야 하는 총제적인 지도행동으로 보고 는 청소Pittman (2002)

년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하여 ‘5Cs’(Competence, Character, Connections, 

를 제시하였다 역량 은 특정한 영역에Confidence, and Contribution) . (competence)

서 나타난 어떠한 사람의 행동을 높게 생각하는 관점이다 인성 은 사. (character)

회적 문화적 규칙과 관계에 있으며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할 ,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성 은 사회적 관계이며 자신감. (connections) , 

은 특정한 영역에서의 믿음과 대비되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능(confidence) , 

력 존중을 내적으로 중시 여기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로의 공헌, . 

은 자기중심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목적을 위해 (contribution)

공헌하는 것이다. 

과 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 경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   Benson Pittman(2001) , , 

기에 당면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성인으로서의 삶을 위해 필, 

요한 역량 즉 사회적도덕적 정서적신체적 인지적직업적 측면에서의 역, ․ ․ ․ ․ ․
량들을 발달시켜나가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김진호 에서 재인( , 2006

용). 

등이 제시한 성장발달자산의 구조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대한 다  Benson 

차원적 포괄적인 접근을 제공하며 그 동안의 위험요인 또는 결핍요인 감소중심 , 

접근만으로는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 

초점을 두며 위험요인과 관계없이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시키도록 한다

는 자산중진 중심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assets promotion) . 

청소년의 발달자산 은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  (developmental assets) (positive 

의 관점이 응용된 개념youth development) (Scales & Leffert, 1999; Scales, 

으로 청소년의 긍정적인 발달에 필요한 삶의 내Benson, Leffert & Blyth., 2000)

적 외적 차원의 기본적인 요인들이 갖추어질 때 청소년들은 건강하게 성장해서 ·

올바른 성품을 형성하고 사회적인 영향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및 주

관을 갖추어 건강에 이로운 선택을 한다고 주장하였다(Benson, 1997; Benson & 

이러한 관점은 긍정적 발달의 촉진요인뿐만 아니라 위험보호요인으Saito, 2000). 

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개념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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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점의 감소 자산의 촉진

목 적 결점 위험 건강손상 행동의 감소, , , 발달적 자산의 촉진 또는 강화

대상 취약한 청소년과 청소년 모든 청소년과 청소년

전략
사회적 서비스의 확장
치료시스템 고위험 행동을 치료하는 - 
것을 목표로 하는 예발 프로그램

사회적 시스템과 모든 시민들을 동원
하여 긍정적인 인간발달을 위한 비젼
을 나누고 행동하는 것

실천가 앞서가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지지 앞서사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지지

표 [ 4 성장발달자산 조직의 원리] (Lerner, R. M., & Benson, P, 2003)

은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 발달에 필요한 필수요인  Benson(1997) , (Building 

으로 건강하고 남을 배려하며 책임감 있는block) , (healthy), (caring), (responsibility)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외적 및 내적차원의 기본요소들을 . 40

개 성장발달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구성 틀을 제시하였는데 개의 성장발달자산, 40

요소는 크게 외적자산 과 내적자산 으로 분류된다(external assets) (internal assets) . 

내적자산은 청소년들의 인격과 정체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내면화해야 하는 능력

과 기술 가치 등을 말하며 외적자산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서 제공해야 하는 , , , 

지원체계와 기회를 의미한다. 

외적자산은 지지 역량함양의 기회 행동기준설정과 기  (support), (empowerment), 

대 생산적인 시간활용(boundaries and expectations),  (constructive use of time)

으로 구분되며 내적자산은 배움에 대한 열의 긍정적 가, (commitment learning), 

치관 사회적 역량 긍정적 자아정체감(positive values), (social competencies), 

의 네 범주로 구분된다 세부 내용은 다음 표 와 같다(positive identity)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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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영역 개별지표

발달
자산

외
적
자
산

지지 가정의 지지 가족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다른 성인들과의 관계, , , 
우호적인 이웃 우호적인 학교환경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참여, , 

역량함양의
기회

청소년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역할부여 청소년의 지, , 
역사회에 대한 봉사 안전감, 

행동기준 
설정과 
기대

분명한 가정규범 명확한 학교규범 이웃의 청소년에 대한 감독 성, , , 
인들의 청소년에 대한 역할모델 수행 긍정적인 또래친구의 영향, , 
높은 기대

생산적인  
시간활용

창의적인 활동참여 청소년프로그램 참가 종교기관의 활동참여 가, , , 
족과 함께하는 시간  

내
적
자
산

배움에 
대한 열의

성취동기 학교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과제수행 학교와의 결, , , 
속력 즐거움을 얻기 위한 자발적인 독서, 

긍정적
가치관

타인을 돕는 것에 대한 가치부여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가치부여, , 
자신의 신념에 대한 충실성 정직성 책임감 위험행동 억제력, , , 

사회적 
역량

계획수립의사결정 능력 대인관계능력 타문화의 수용능력 위험상/ , , , 
황에 대한 저항기술 평화적인 갈등해결능력, 

긍정적  
자아정체감

자신의 운명에 대한 통제감 자아존중감 목적의식 자신의 미래에 , , , 
대한 낙관적인 관점

표 [ 5 성장발달자산 지표] (Development Asset Framework, Benson, 1997)

 이외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 

Lerner, Almerigi, Thekas., & Lerner( 는 생태학적 발달자산인 가족2005) , 

학교 지역사회 기관 또래와 성인의 협력 접근성과, , , , 같은 환경적 요인과 청소년  

자신의 강점인 의도적인 자기조절능력 적응유연성 등의 개인적 요인 두 요인 , , 

간의 상호작용이 긍정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tkins, Oman, 

은 의 성장발달자산 기본 개념을 토대Vesely, Aspy., & McLeroy(2002) Benson

로 긍정적 자산이 청소년 및 대학생 건강과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밝히며 

성장발달자산의 증진적 접근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국내 청소년의 성장발달자산과 관련된 연구로는 청소년 발달자원과 건강위험  

행동과의 관계 파악 황문선 외 청소년 성장발달자산의 건강위험행태 방어( , 2004), 

효과 이명순 중학생의 발달자산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 임샛별 청( , 2005), ( , 2009), 

소년의 적응유연성과 긍정적 발달의 통합모형개발 임순선 전인적 청소년 ( , 2013), 

육성 간점에서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및 효과 분석 최의창 외 인( 2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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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다 특히 최의창 외 인 의 연구에서는 스포츠의 교육적 가치맥락에. 2 (2014)

서 전인적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positive youth 

을 응용하여 스포츠참여의 효과를 청소년의 성장발달 자산의 관점development)

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스포츠 참여에 대한 인식과 스포츠 참여 빈도 프로그. , 

램 개발 빛 보금 지도자 연수 등 스포츠 클럽 운영에 있어 주변의 맥락에 대한 , 

이해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교 지역사회와 같은 환경적 요인에 의한 . , 

사회적 자본이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스포츠 참여와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관심이 조명되며 국내외로 청  

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에 대한 연구(Danish, 2002; Gould & Carson, 2008;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 전문체Papacharisis, 2005; Petipas, 2008)

육분야의 청소년 선수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미흡한 편으로 청소년 선수의 긍정, 

적 발달이 무엇이라고 명확한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의 긍정적 . 

발달 관점에서 청소년의 신분 지위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의 긍정적 , , 

발달에 중점 을 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전문체(Collins, Hill & Miranda, 2008)

육에서의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는 성장발달자산에 대한 탐색과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청소년 선수의 장기적 발달 접근2) (Long-Term Athlete Development)

 장기적 선수발달 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목표  (LTAD)

설정에 있어 눈앞의 승리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 선수들의 성장 과정이 

우선 시되어야 하며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선수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 

성인으로의 성장 및 성숙을 최선의 가치로 여겨져야 한다고 본다. Stafford(2005)

는 청소년 선수의 장기적 선수 발달 모델의 핵심적 목적은 높은 수준으로의 성

취가 아닌 청소년 선수들의 계속적인 잠재력을 계발하도록 하고 성인이 되어서, 

도 지속적인 스포츠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을 제

공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는 장기적 선수 발달 의 주요 구성요소는 자연적 성장  Balyi(2004) (LTAD)

과 성숙과정들과 연관된 적절한 훈련자극을 사용하여 신체적 선(natural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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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발달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중대한 기회들에 대한 개념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는 사람의 신체기관 기능의 발달속도는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 선수에게 , , 

어떤 과제에 대해 흡수하기 쉬운 시기와 흡수하기 어려운 시기로 구분한다 다시 . 

말해 가장 흡수하기 쉬운 시기에 그 과제 연습 를 시키는 일 과 발달에 방해가 , ‘ ( ) ’ ‘

되는 요인을 제거해주는 일 이 코칭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생물’ . , 

생리학 연구에 토대를 가지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과학적 근거의 불충분함에 대

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청소년 선수 코칭 관련 선행연구4. 

청소년 선수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로는 학교운동부의 체벌 강신욱  ( , 2003, 

고은하 정희준 집단생활에서 발생하는 구타와 폭력 임수원2007; , 2004; , 2004), ( , 

학생선수의 인권문제 류태호 이주욱 홍덕기 류태호2005, 2009), ( , , 2004; , , 2007), 

그릇된 사회화 강창곤 이혁기( , 2003; 임수원· , 2010 청소년 선수의 비윤리적인 4), 

측면 이학준 학교운동부의 학습권 강신욱 곽은( , 2003, 2004; Drew, 1990), (( , 2003; 

창김용규주병하 류태호 박명기 이양구유정애전· · , 2011; , 2003, 2004; , 2005; · ·

선혜 이병호 이학준 등과 같은 파행적 문제에 관심이 조, 2012; , 2005; , 2009) 

명되고 있다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넘어 인권문제로까지 대두 이혁기. ( , 2011)

되고 있는데 기능 및 기술 향상 중심으로의 전문체육은 지나친 국가주의와 승리, 

지상주의로 인하여 청소년 선수가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문화적 기반은 형성되

지 못한 채 기형적이고 왜곡된 스포츠 구조와 문화가 고착화되었다. 

더욱이 청소년 선수를 둘러싼 다양한 역할 기대로 인해 청소년 개인은 스스로  

가진 잠재성을 실현하기 위한 기회는커녕 한 사회의 개인으로서 권리에 대한 암, 

묵적 포기를 강요받는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이에 이사라곽윤정 은 . · (2011)

청소년 선수의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며 청소년 선수의 대부분은 초등학교 시기

부터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과다한 훈련과 획일

화된 집단생활 등에 의해 또래의 일반 학생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고 말하였다 이처럼 문화적으로 특수한 환경에서 청소년 선수는 훗날 개인의 삶. 

을 펼쳐나가기 위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자연스럽게 상실하게 되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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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 능력의 미형성은 체육전문인의 사회적 부적

응과 정체성 상실 인성 및 도덕성 결여라는 문제와 함께 사회의 낙오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는 데 문제점을 가진다.

많은 스포츠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 선수는 반복학생 운동  ‘ ’, ‘

기계라는 소리를 들으며 줄곧 교실이 아닌 훈련장이 자신들의 공간이 되어 왔’
고 교복 없는 학생으로 전락되어 왔다 이러한 폐단은 스포츠의 사회적 병리현, . 

상과 아울러 운동선수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많은 시간의 소모로 교육과 

직업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학문을 습득하고 개발하거나 일상생활을 준비하는데 

소외되기도 한다강창곤 이대형 청소년 선수들은 교육 이 아닌 훈( , 2004; , 2012). ‘ ’ ‘
육 속에서 자연스럽게 서열문화에 따른 위계적 관계를 체험하며 발달 편향된 ’ ‘ ’ , 

성장으로 주문되고 유도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코치 코칭 관련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지도자의 지도유형 리  - , 

더십 코칭 등 손제열 손천택 유진 신지숙 정지혜 허정훈, ( , , 2008; , , 2001; , , 2006; 

Chelladurai & Carron, 1982; Deakin & Cobley, 2003; Horn, Lox & Labrador, 

으로 코칭 행동 코칭 기능 코칭 지식과 같은 크게 2001; Vallee & Bloom, 2005) , ,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하지만 코치 지도유형에 관한 선행 연구 대부분. 

이 어린 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강한 훈련과 엄격한 규율을 강조

하는 등과 같은 외적보상을 통한 방법이 여전히 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 

코치를 선택 평가하는 기준은 물론 코칭 기능과 능력의 발전 방향에 대한 물음, 

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지만 부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나정선 외 ( 3, 2002). 

청소년 선수 발달 접근에서 코칭활동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시대 사  , 

회 문화 배경 등의 상황적인 흐름에 맞게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특히 코칭 영역의 연구범위를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이에 , 

이광호 는 인지 과학적 경험만을 토대로 형성되어온 특정한 가치 편향된 시(2007)

각을 버리려는 시도를 강조하며 단 하나의 올바른 지식만 존재한다는 이분법적 , 

사고의 타성에서 벗어나 상호보완적인 연구 사고로의 통찰력을 갖추어야 할 필

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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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Ⅲ

본 연구는 청소년 선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체육계열 중등교육기관에서의 코  

칭 프로그램 경험을 연구한 것이다 특정 집단 및 문화에 대한 조명에 대한 연구. 

접근은 계량적인 접근보다는 심층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 강덕모( , 

이기 때문에 연구 방법은 인간 경2012; Bogdan & Biklein, 1982; Woloott, 1995)

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대상자의 사고 지각 느낌에 대하여 조명하는 , , 

질적 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설계1. 

그림 [ 1 연구 절차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코칭 방안을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지배적인 체육계열 중등교육기관의 코칭 . 

프로그램이 청소년 선수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요인을 밝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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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코칭 방안에 대해서 탐색한다.  

이에 연구자는 수도권 중심소재 개교의 체육계열 중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  4

고 코칭 프로그램의 운영 및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코칭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감, 

독교사와 전문코치와 코칭 대상자인 청소년 선수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 관찰, 

하였다 또한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의 지도자 및 청소년 선수들. 11

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비구조화된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   

 본 연구에서 살펴본 코칭은 교수처럼 그 속성이 일정한 틀이 없는 다면적이고  

매우 복잡한 활동의 구성 일 뿐만 아니라 전인적 발달이 요구되는 청(Jones, 2004)

소년 선수의 코칭에 획일적이고 표면적인 접근은 지양하고 복잡하고 다변적인 , 

요인들이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발달된 이론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심도 깊은 접근에 당위성을 가지고 질적 연구 방법. 

의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청소년 선수와 코칭활동을 중심으로 제반하는 , 

모든 활동들을 교육 사회문화적 경험으로 바라보고 그 의미를 질적 연구 패러다·

임에 따라 분석 및 해석 과정을 가졌다. 

또한 각각의 연구문제를 탐색하는 구체적인 연구 논리와 기법으로 사례연구에   

따른 교육 문화기술지 방법을 사용하여 청소년 선수와 그들의 공동체가 맺고 있

는 상황에서의 관계된 모든 의미를 보다 총체적 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holistic)

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례연구의 특징으로는 특정적 서술적. (particularitic), 

발견적 귀납적 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연구 (descreiptive), (heuristic), (inductive) . 

설계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특정 변수보다는 전체의 연관성에 확증보다는 발견, , 

에 중점을 둔다 최관용 는데 그 의의가 있다( , 1999) . 

또한 청소년 선수들이 학령기의 학생과 전문체육의 전문선수라는 상충된 역할  

을 가지고 있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선수들의 삶에 있어 학습과 코칭을 , 

통해 경험을 교육적 문화 기술방법 을 이용하여 사용‘ (Educational Ethnography)’
하였다 이러한 교육문화 기술지는 교육 환경에서 교육적 현상이나 인간 행동을 . 

기술하고 해석하며 설명하기 위한 연구 방법 이종각 으로 청소년 선수와 , , ( , 1997) , 

이들만의 문화 공동체가 현 문화와 현실적으로 어떠한 요인이 있으며 이러한 상

황과 경험은 가치를 내면화하는데 청소년 선수에게 교육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

를 가지는지 해석하였다 또한 청소년 선수의 삶에 체육중 고등학교에서의 코칭 . ·

프로그램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는 어떠한 교육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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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와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본 연구의 중심핵을 이룬다. 

본 연구의 연구기간은 연구의 틀을 구상하기 시작한 년 월부터 연구가   2012 3

종료되는 년 월말까지 약 년 개월 간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12 4 1 2 . 

연구자인 나는 연구자이자 한편으로는 연구의 참가자로 위치하였다 이는 연구‘ ’ , . 

자인 나 역시 그들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마주하게 되는 모‘ ’ 
든 현상에 있어 일말의 걸림 없이 있는 그대로 그들의 눈을 통해 보고 듣는 태

도를 갖춤으로써 간주관성을 배제하여 연구자인 나 로서 항상 가치중립적 태도, ‘ ’
를 갖추어야 함이 요구되는 바이다.

연구 참여자2. 

본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수도권 중심소재 개교의 체육계열 중등교육기관에  4

서 이루어졌다 스포츠 종목이 가진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다. 

양한 종목에서의 지도자와 청소년 선수들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 

구성은 다음 표 과 같다[ 6] . 

구분 이름 소속 지도 종목 지도 경력 선수 경험

1 유긍지 체고/ 
감독교사 육상 년14 ○

2 한긍정 체고/
전문코치 양궁 년7 ○

3 조성실 제중/
전문코치 체조 년3 ○

4 김인성 체중/
감독교사 체조 년4 ○

5 강인내 체중/
감독교사 수영 년6 ○

표 [ 6 연구 참여자 지도자] 1_( )

연구 대상자의 성명은 가명을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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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성별 재학상태 운동 종목 운동 수준7) 선수 경력

1 조으뜸 여 체육고등학교 육상 비우수선수 년 개월1 3

2 손미래 남 체육중학교 복싱 비우수선수 년3

3 박미소 남 체육고등학교 복싱 비우수선수 년 개월2 8

4 박행복 남 체육고등학교 양궁 우수선수 년5

5 이전인 여 체육고등학교 수영 우수선수 년9

6 이기쁨 여 체육중학교 육상 우수선수 년3

표 [ 7 연구 참여자 청소년 선수] 2_( )

연구 대상자의 성명은 가명을 사용하였음* 

지도자는 각기 다른 개 종목에서 총 명 감독교사 명 전문코치 명 이며 청  5 5 ( 3 , 2 ) , 

소년 선수의 경우 총 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청소년 선수 선정에 앞서 6 . 

대회 실적 및 수상경력에 의해 우수선수 비 우수 선수의 영역 구분에 의한 조작/

적 정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문체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청소년 선수가 인

식하는 코칭활동 혹은 경험 인지에 다른 해석이 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판단 하

에 구분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연구자 역시 과거 청소년 선수로서 청소년기를 보내며 무의식중에   

인식되어진 정립된 사고에 끊임없이 재구성 및 재발견을 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연구자 본인의 연구 참여일지를 통해 연구자 본인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
개인적 경험을 도출하고 현장 환경을 비롯한 여러 요인과의 관련 속에서 연구자 

본인은 현상의 이해를 위한 참여 관찰 태도를 갖추고 내부자 외부자 경험을 통‘ -

한 자기 성찰 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Spradly, 1980) .

 

7) 운동수준은 입상 실적에 따라 우수선수와 비우수선수로 분류되며 우수 선수는 운동능력과  , 
실적이 뛰어난 청소년 선수를 의미하며 전공종목의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 전국규모대회 , 
등의 입상 유무를 포함한다 비 우수선수는 운동능력의 부족 청소년기 급격한 신체발달 . , 
및 신체변화 부적응에 의한 운동 기능 정체 부상에 의한 중도포기 등에 따라 기준을 두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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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3. 

본 연구는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해 보다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코  . 

칭의 개념 및 특성 코칭의 실천요인 및 영향 교육적 코칭의 요소 및 구성 등 , ,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제적인 자료 수집 절차가 이루어졌다 연구 절차에 . 

따른 자료 수집의 구성 및 내용과 방법은 다음의 그림 와 같다[ 2] .

그림 [ 2 자료수집 과정] 

가 참여관찰 .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직접 현장 제보자들의 삶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행위나   , 

말 상징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참여자로서 경험한 것이나 느낀 것 제보자들과의 , , , 

대화내용 들을 수집하는 방법이다박정준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 , 2011). 

에 의해 학습자인 청소년 선수가 경험하는 코칭과정과 그 내용을 관찰하였다 이. 

러한 관찰에는 청소년 선수들과 코치의 코칭과정과 코칭의 학습영향에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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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어졌으며 비디오 및 사진을 이용한 관찰이 이루어질 시에는 청소년 선수와 , 

코치가 훈련 분위기에 몰입 하는데 방해하거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게 주의하

였다 관찰 방법은 관찰 범위의 변화에 따라 진행되는데 관찰 환경이 훈련장이. , 

라는 것을 고려할 때 관찰 범위의 변화에 따라 진행 되었다(Spradley, 1980) . 

관찰은 거시적인 입장에서의 광범위한 서술관찰 로 시  (descriptive observations)

작하여 초기 수집된 자료를 예비 분석 및 기록하고 연구 관찰범위를 좁혀 집중

관찰로 이어졌다 더욱이 청소년 선수 간 코치의 상호관계성을 토대로 긴밀하게 . 

이루어지는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다 집중적이고 면밀한 접근이 요구되

었다 또한 관찰 기록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코치의 코칭을 기록한 현장노트. 

와 즉석메모 스케줄 비디오 촬영을 이용하여 자료를 추가적으로 수집하였다( ), . 

또한 청소년 선수들의 반성일지와 연구자의 관찰 연구일지를 통해 연구자 본  , 

인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개인적 경험을 도출하고 현장 환경을 비롯한 여

러 요인과의 관련 속에서 연구자 본인은 현상의 이해를 위한 참여 관찰 태도를 

갖추도록 하였다(Spradly, 1980). 

나 심층 면담.  

그림 [ 3 심층면담 과정] 

심층면담은 반 구조화된 면담과 비 구조화된 면담을 병행하였다 총 명의 연  . 11

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심층면담에 앞서 우선적으로 연구 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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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개별적인 미팅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설명하였다 특히 차 심층면. 1

담의 경우 차 반 구조 심층면담에 앞서 연구 대상자들과의 일반적인 대화를 통2

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연구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하여 진실 되고 깊이 있는 진술을 유도하고자 하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차 심층면담1) 1

차 심층면담에서는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확보하였다 년 월 첫 미  1 . 2012 5

팅에서 이미 연구 참여 동의서가 확보된 상태였지만 차면담을 통해 확보된 자1

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각 개인별 면담 내용을 토대로 차면담을 진행하기 위, 2 

해 연구내용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면담 구분 및 내용에 대한 세. 

부사항은 표 와 같다[ 8, 9] .

구 분 내 용

배경

� 학생시절 코칭 경험 � 교육자로서의 티칭 및 코칭 경험

� 체육 혹은 스포츠에 대한 과거 경험
� 체육 전공 결정시기 및 기간
� 시합 출전 입상 여부, 
� 학창시절 훈련과 코칭경험이 자신에

게 미친 영향

� 처음 교직 및 코칭 입문 계기와 시기
� 티칭 및 코칭 기간
� 티칭 및 코칭 대상
� 티칭 및 코칭 경험이 본인에게 미치

는 영향 긍정적부정적( / )

교수관

� 현 티칭 혹은 코칭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혹은 자격
� 본인의 과거 스포츠 활동에서 경험한 혹은 생각하는 교육적인 코치의 특징과 요소( ) 
� 특정스포츠종목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의 필요성, , 
� 청소년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에서의 지식 기능 태도의 필요성, , 
� 교육자로서 나의 전문성 정도 

상황
� 현 특수목적 중등기관에서의 티칭과 코칭의 문제점
� 청소년선수들과의 상호관계 과정 문제점- , 

상호작용
� 코칭철학 
� 코칭지식
� 환경적 요소 학교 부모와의 상호관계- / 

표 [ 8 차 심층면담 지도자 면담 주요 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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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심층면담2) 2

차 심층면담에서 이루어진 총 명의 청소년 선수 면담은 개별 면담으로 실시  2 4

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평균적으로 개인당 분 정도 소요되었다 질문의 대부분40 . 

은 기본적인 코칭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 청소년 선수들이 이해하는 코칭의 가, 

치였으며 이를 통하여 청소년 선수 개인에게 내면화된 긍 부정적 영향 등을 알, /

아보았다 이는 청소년 선수들이 이해하는 코칭요소 및 구분에 초점이 맞추어졌. 

음을 의미한다. 

면담질문들은 사전에 면담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면담 질문 내  

용을 미리 알려줌으로 연구 대상자가 충분히 질문에 대한 생각과 준비를 할 수 

구 분 내 용

배경

� 체육 혹은 스포츠에 대한 과거 경험
� 체육 전공 결정시기 및 기간
� 시합 출전 입상 여부, 
� 학창시절 훈련과 코칭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 티칭 및 코칭 경험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긍 부( / )

교수관

� 티칭 혹은 코칭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혹은 자격
� 본인의 스포츠 활동에서 경험한 혹은 생각하는 교육적인 코치의 특징과 요소( ) 
� 특정스포츠종목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의 필요성, , 
� 청소년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에서의 지식 기능 태도의 필요성, , 
� 스포츠란?
� 코칭이란? 

상황
� 현 특수목적 중등기관에서의 청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티칭과 코칭

의 문제점
� 코치 및 감독과의 상호관계 과정 문제점- , 

상호작용
� 코칭철학 
� 코칭지식
� 환경적 요소 학교 부모와의 상호관계- / 

표 [ 9 차 심층면담 청소년 선수 면담 주요 내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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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다 모든 면담내용은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 

또한 면담장소는 면담자들이 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학교 내 휴게실, 

지도자 사무실 기숙사 등에서 실시하였다, . 

먼저 차 심층면담에서의 지도자 면담은 지도자의 코칭 철학과 교육관에 영향  2

을 미치게 된 내 외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면담을 위한 지도자 , . 

선정은 현재 체육특수목적 중등학교에 소속되어있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

졌으며 심층면담은 일 회를 기본으로 약 분간 주 간격으로 집단 대 집, 1 1 30-40 , 2 -

단의 집중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 경험 간 올수 있는 의미. 

해석으로의 혼란을 막기 위함이다. 

면담 내용은 과거 본인의 선수경험에서의 코칭을 통한 학습 및 영향과 현재   

지도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칭철학과 교육관을 알아보았으며 보다 실천적인 , 

코칭 현장을 개선을 위해 이루어져야 할 점 등을 알아보고 현 학습자인 청소년 

선수에게 적용하는 코치의 코칭 인식을 알아보았다. 

자료 분석4. 

질적 연구에서 분석은 현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이나 변수를 확인하고 그것  , 

들 간의 관계를 추론과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Lincoln & 

에 따르면 분석 초기에 자료의 한 단위는 적어도 두 가지 기준에 맞Guba(1985)

아야 한다고 말한다 즉 분석된 한 단위로의 자료에는 연구에 적합한 정보를 포. 

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는 특정정보의 전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독자의 입장에, 

서 또 다른 사고가 가능하도록 자극해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하나의 . 

단위로의 자료는 단독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가장 작은 정보조각이어야 한

다 다시 말해 탐구되는 맥락에 관한 하나의 추상적인 이해라기보다는 다른 부가. 

적인 정보 없이도 이는 해석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자료 분석은 자신의 자료. 

들로부터 의미를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분석 과정에서 자료들은 통합 축소되고, , 

어느 정도 큰 축으로의 해석 또한 가능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이러한 질적 연. 

구에서의 해석은 배우게 된 교훈 의 추출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 (learning lesson)’
수 있는 것이다(Lincoln & Guba,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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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연유로 같은 연구주제와 자료를 이용하였더라도 분석 과정에 의해 충  

분히 다른 결과로의 연구 도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원자료를 이해하고 해석, 

하는 과정은 보다 방대하게 수집된 원 자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구

조화시키는가에 관한 일로 분석 역시 중요한 과정으로 보다 세밀하고 집중적 작, 

업이 요구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 분석은 현상학적 자료 분석 및 해석 방법에 따라 개념을   

도출하고 개념 간 관계의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코딩 패러다임을 구성하도록 한, 

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 그림 와과 같다(Strauss & Corbin, 1990) [ 4] . 

그림 [ 4 자료 분석 과정] 

 

가 코딩. 

자료 분석의 단계는 원 자료화 단계로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수  1

집한 심층면접 내용을 컴퓨터에 체계적으로 전사하였다 단계는 개방코딩. 2 (open 

으로 이는 원 자료에서 개념 및 범주를 찾아내고 속성과 차원을 만드는 coding)

과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전사된 면담 내용을 재차 읽으며 문맥 의미에 대한 . 

개념을 명명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도출된 개념들은 지속적인 비교방법을 . 

통해 유사한 개념들을 함께 묶은 후 개념들 간의 상위범주를 명명하여 범주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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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속성과 차원을 설정하였다. 

단계는 축코딩 단계로 개방코딩 단계에서 도출된 개념 및 범주  3 (axial coding) , 

들을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에 재배치하였으며 다음의 네 단계로 나누어 자료분

석(Strauss & Corbin, 19988) 이 이루어졌다 개방코딩에서 산출된 개념범주들을 ) . 

상위범주에 관련지으며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을 중심으로 재배치가 이루어져 마, 

지막 단계인 선택코딩 은 중심현상을 해결해나가는 핵심범주를 4 (selective coding)

도출해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나 사례기록 분석.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일련의 순환적 절차로 진행되었다 이는 자료 수집   . 

이전의 분석적 귀납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로부터 범주화하여 유형화하는 것이, 

다 이러한 범주화는 수집된 원 자료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내용에 알맞은 . 

주제별로 범주화가 이루어졌다.

분석에는 전사된 면담 자료와 연구 대상자의 개인일지와 지도자의 코칭 일지   

및 문헌자료 등이 토대로 분석되며 차 자료를 주제 분석, 2 (thematic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렇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주제의 Braun & Clarke, 2006) , 

도출과 공통점을 중심으로 차면담 내용은 재조정된 후 귀납적 범주분석에 의해 2

좀 더 면밀한 형태로의 유형화와 체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8) 이 제시한 축코딩 패러다임 모형은 인과적 상황 맥락적 상황 Strauss & Corbin(1998) , , 
중심현상 중재적 상황 행동 상호작용 전략 결과 등을 포함하는 일련의 개념적 모형이, , /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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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귀납적 범주분석. 

귀납적 범주분석 은 질적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  (inductive categorical system)

용되는 전략 중의 하나로 구체적 관찰에서부터 출발하여 일반적인 원리를 구축, 

하게 되는데 이는 수집된 자료들 관찰 면담 문헌고찰 등 을 통해 범주를 점차 ( , , )

확대시켜 나가며 특성을 발견하고 범주별9)로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렇게 형성되어진 범주들은 자료들 자체가 아니라 자료들에 의해서 지시되는 개“ , 

념들로 개념적 범주들과 속성들은 그것들이 나타나게 했던 증거들과는 별도로 , 

하나의 삶을 가지게 된다(Goetz & LeCompte, 1984). 

귀납적 범주 분석은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한 접근법인 동시에 어떤 특수한 문  

제나 의문사항 혹은 쟁점 등이 연구의 초점이 될 때 적용 정명화 하게 되, ( , 1996)

며 이는 전사 코딩 주제의 발견이라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질적 연구의 , , , . 

기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 역시 코치 및 감독

을 비롯한 지도자 면담 청소년 선수 면담 부모 면담을 통한 수집 자료들은 소, , 

주제 중심 중주제 대주제의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 . 

먼저 연구자와의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통한 개별 사례에 대한 내용을 사례  

별로 기록하고 연구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기입한 후 내용을 분석하게 된다 특. . 

히 이러한 과정 중 수집된 자료내용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주제를 발견

할 때마다 밑줄을 긋거나 색깔을 달리하고 구분하는 세그멘팅 처리, (segmenting) 

조용환 하게 되는데 이는 연구문제와 관련된 사례별 공통 주제의 비교 분( , 1999) , 

석으로 이러한 개별적인 분석체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선수들이 경험, 

하는 코칭에 의하여 어떠한 내면화가 이루어지며 그들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분석 및 탐색이 이루어졌다.

9) 이는 가 제시한 영역분석 분류분석 Spradley(1979) (domain analysis), (taxonomic 
성분분석 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분석할 수 있다analysis), (componential analy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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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진실성5. 

본 연구에 사용하게 되는 질적 연구방법의 경우 다수를 대상으로 쉽게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결과를 얻기 보다는 소수를 대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보다 ,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연구의 대표성보다는 진실성(trustworthiness)

에서의 측면이 더욱 중요시되어지게 된다 자료의 진실성은 질적 연구에서 자료. 

의 내적타당도 혹은 자료 분석의 적법성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포함하는 광의의 , 

개념으로 연구주제의 개념화과정 자료수집 자료 분석과 해석 등 연구문제에서 , , 

연구결과의 도출까지 전반적인 과정대한 타당도이다 김종택 이에 본 연구( , 1996). 

는 자료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와 해석한 정보를 연구대상자에게 재점검 받  

는 연구 참여자 검토 가 이루어졌다 이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member checks) . 

석해석하는 단계에서 자료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자의 주관에 너, ․
무 치우쳐져서 연구의 결과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 실시된다.

이러한 해석의 문제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들의 세계관을 적절히 이해했는지  

가 가장 관건이 되는데 가변적인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모든 행위와 사건에 

대한 연구자의 해석은 물론 관찰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도에 위험을 않은 문제로 본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 , 

자료의 복원 가능성을 강조하며 사건의 순서 대화 현장기록 등의 원자료를 꼼, , , 

꼼하고 자세하게 기술함은 물론 연구 참여자 검토를 통하여 연구 대상자가 이것

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가능토록 하였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삼각검증법 을 들 수 있다 질적 연구 설계는   (triangulation) . 

현장 연구가 수행되기 전에 완전히 구체화될 수는 없다 즉 질적 연구 설계에서. 

의 융통성과 질적 연구가 갖는 개방성은 보다 포괄적이고 통찰적인 안 을 갖게 ‘ ’
하지만 반면 자연적인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질적 연구에 있어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삼각검증법은 가능한 한 .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증거를 확보하여 자료수집과 연구결과의 분석에서 발생하

는 연구자의 오류를 감소시켜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자료 조사자 연구, 

방법 및 이론 등에 대하여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김종택(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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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코칭활동은 그 속성에 일정한 틀이 없는 다면적이고 매우 복잡  

한 활동으로 해석되지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에 의존한 연구 결과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던져 준다 이러한 한계점을 방지하기 . 

위해 본 연구의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삼각검증법 을 (triangulation)

활용하게 된다 물론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 모든 연구에서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 

아니나 본 연구에서는 코칭 및 코칭 환경의 맥락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인 질, 

적 패러다임 안에서 현상해석학적 관점 질적 사례연구 교육적 문화기술지와 같, , 

은 다양한 연구 논리와 기법의 적용으로 청소년 선수대상의 코칭 개념을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가치를 재발견하는데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 

시도한다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있어 연구자 본인은 이를 위해 연구기술과 기법의 활용  

에 있어 연구자로서 그 규율에 준수하였으며 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 

는 코칭 을 하나의 현상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닌 교육자와 학습자의 눈과 마음‘ ’ , 

을 가지고 마주하는 성찰적 과정이 되었다 이는 연구자 본인은 현상에 대한 지. 

속적인 재 물음과 다양한 시각과 생각들을 통해 함께 재구성해나는데 지속적인 

노력과 자료 분석과 해석의 과정에 있어 연구 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연구 대

상자의 동의서 반영은 물론 연구 절차 준수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간의 협동적 

작업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연구에 앞서 밝혔듯이 연구자 본인은 과거 청소년 선수로서 학령기와 사춘기  

를 보낸 경험이 있다 단순히 학위논문으로 끝날 수도 있는 본 연구를 향한 나의 . 

물음은 지난 시간 내가 걸어온 길 위의 과거의 나를 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되7

는 과정이기도 하다 서투르고 부족하지만 지금 이 연구를 준비해나가는 과정에 . 

있어 누구보다 연구자인 나 에게 진실된 연구는 본 연구의 진실성에 역시 한걸‘ ’
음 더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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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 Ⅳ

본 연구는 체육계열 중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코칭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운동수행의 상태 또는 수. 

준에 따른 전문체육에서 코칭의 교육적 접근은 매우 낯선 일로 받아들여진다 하. 

지만 가르치는 일 에서 교육 제공자와 학습자의 관계는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 ’
것보다 훨씬 더 상호적이며 개개인의 주체로서 전체적 발달을 추구한다는 사실, 

에 주목한다 이에 체육중 고등학교 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 프로그램. ·

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청소년 선수와 지도자 인식을 토대로 문제점

을 도출한다 나아가 교육적 관점에서 코칭 프로그램이 청소년 선수의 발달에 미. 

치는 영향과 그 요인을 알아보아 최종적으로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코칭 방안을 탐색한다는 데 목적을 가진다. 

연구 문제 해결에 있어 현 체육중 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이루  ·

어지고 있는 코칭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현황을 알아보았다 이는 각 학교의 . 

교육과정 및 교육계획서 연구보고서 등의 문헌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다, , 

음으로 이러한 코칭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 선수와 지도자 인식은 심층면담을 

통한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참여관찰과 면담을 토대로 코칭 활동의 교육적 . 

영향 효과와 교육적 코칭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수집 된 자료의 해석 및 분석 과

정에서 연구자 주관성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면담과 함께 대학원생들

과의 동료 간 합의 그리고 구성원 간 검토를 시행하였다, .  

연구 결과 및 논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체육중 고등학교의   . , ·

코칭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청소년 선수, 

와 지도자의 생각과 인식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 , 

코칭 프로그램이 청소년 선수의 발달에 미치는 요인들과 함께 교육적 효과를 살

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코칭 방안을 탐. 

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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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열 중등학교 코칭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현황1.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중심의 체육특성화중학교 개교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   2 , 

개교 총 곳을 선정하여 체육계열 중등학교 청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2 , 4

지고 있는 코칭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였다 코칭 프로그램 현황에 관한 전반적. 

인 자료 수집은 학교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른 학교 알리미와 해당 학교들의 2014 

학교 교육계획서 및 교육과정 분석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각 해당 학교 웹사이트 . 

검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코칭 프로그램 활동을 조사하고 참여관찰 및 구성원 , 

면담을 통한 실제적인 세부 교육 활동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수집 및 검토

가 이루어졌다. 

체육특성화중학교는 체육영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초 중  ·

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해 교과부와 학교설립 협의 절차 교육감이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 중학교의 경우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행으로 인해 추. 

첨에 의한 학생 배정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특성화중학교의 경우 학교당국 기준, 

에 의한 학생선발과 학생지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는 학생선발 방법과 함께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   ·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교육기관으로 해당 시 도 교육감에 의해 지정하여 고시하도·

록 하고 있으며 체육에 잠재능력을 갖고 있는 우수학생 선발은 물론엘리트 선수, 

와 지도자 양성에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설립목적을 가진다 이에 청소년 선수들. 

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토록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동시에 고등학교로

서 학생들의 교육적 사회적 성숙을 도모하는 목적 또한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 

과제를 갖고 있다 이용선 이근모임새미 황관식( · · , 2013;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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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육특성화중학교. 

교육목표1) 

그림 [ 5 체육특성화중학교 교육 목표 범주화] 

  

  

체육특성화중학교의 교육목표 및 방침은 각 학교 마다 가지는 설립 이념과 교  

육 목적과 가치 등에 따라 상이하게 표현되고 있었지만 크게 인성 및 소양 발달, 

전문성 향상 사회 공헌적 가치함양과 같은 세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이, . 

와 같은 영역 범주화를 토대로 체육특성화중학교는 공통적으로 지덕체 요소의 · · 3

균형과 조화로움을 지향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교육목표로는 전인적 체육전문인 , ‘
양성을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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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교육 목표

전인
체육중학교

§ 지 덕 체를 겸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적 체육인· ·
§ 꿈을 향해 자기주도적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 체육인
§ 문화적 소양을 갖추고 스포츠리더십을 발휘하는 체육인

인성
체육중학교

§ 인내와 용기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생활인, 
§ 세기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한 스포츠 정신을 지닌 근면한 체육인21
§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협동하며 삶을 개척하는 한국인

표 [ 10 체육특성화중학교 교육 목표 구분 및 비교] 

  

인성 및 소양 발달 영역은 문화적 소양 인내 성실 등과 같은 덕목들로 구성  , , 

원으로서의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성 함양 영역의 경. 

우 전인교육의 관점에서 지덕체의 겸비 스포츠 정신 스포츠 리더십과 같은 체· · , , 

육인으로서 가져야 할 내면적 자질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 공헌적 가치함양 영역. 

은 미래를 주도할 글로벌 체육인 육성 미래 세계 체계의 주역과 같은 미래지향, 

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표현들로 언급하고 있다.

체육특성화중학교의 교육중점과제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과제의 하위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다 구체적인 접근으로 교육목표와 연계성을 가지며 . 

체계적인 내용들로 설정되어 있다 특색사업은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시행되고 있. 

는 학교 특색 교육 프로그램으로 각 학교의 특성과 체육특성화중학교의 특수성

과 각 학교의 특성을 살려 독자적이고 차별화 된 방식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색사업 역시 궁극적으로는 학교 교육목표를 지향하며 주제 및 세부 추진 내  , 

용에 따라 교육 및 훈련 환경 개선 학습능력 향상 바른 인성 함양 교육 역량 , , , 

있는 전문인 육성과 같은 네 가지 영역으로 범주화 되었다 교육 및 훈련 환경 . 

개선 영역은 직업 교육 강화 체육진로교육 내실화 공부방 운영 및 토요 동아리 , , 

운영 등 청소년 선수들의 진로와 적성을 계발을 위한 실천 활동으로 구성되어있

다 학습능력 향상 영역은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창의성 교육 활성화 등과 같. , 

이 학교교육기능을 보완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 제공을 위한 실천과제

이며 바른 인성 함양 교육 영역의 경우 인성교육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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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항목으로는 공동체 의식 함양 창의인성 교육 강화 등과 같은 실천과제이다, . 

역량 있는 전문인 육성 영역은 공부하며 운동하는 체육영재상 확립 글로벌 스  , 

포츠리더 양성 외국어 특성화 교육 기초체력 및 경기력 향상 과학적 훈련 방법, , , 

을 통한 경기력 향상 등과 같은 실천계획 및 과제로 운동기능 향상은 물론 지·

덕체를 겸비한 창의적 글로벌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교육과정의 편성방향2) 

교육과정은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 학습 환경 조건   , 

및 제반 실태를 참고하여 학습자에게 맞는 적절한 학습 경험을 선정 조직하게 된·

다 교육과정의 편성방향은 교육편제 지침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각 지역 교. 

육청의 실천 중심 장학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 편성·

하게 된다. 

체육특성화중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교과 편성 영역은 그림 과 같다  [ 6] . 

그림 [ 6 체육특성화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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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교과 구분
학년1 학년2 학년3 기준

시수
이수
시수학기1 학기2 학기1 학기2 학기1 학기2

전인체육
중학교

교과 군( ) 561 561 561 561 527 527 - -

창의적 체험활동 78 74 78 74 78 74 - -

계 639 635 639 635 605 601 - -

인성체육
중학교

교과 510 510 510 510 510 510 3,060 3,060

창의적 체험활동 51 51 51 51 51 51 306 306

계 561 561 561 561 561 561 3,366 3,366

표 [ 11 체육특성화중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이수 시간 편성표 년 기준] (2014 )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학년1 학년2 학년3 학년1 학년2 학년3 학년1 학년2 학년3 학년1 학년2 학년3 학년1 학년2 학년3

학급
조회

08:3 0 08:40～ 아침조회 아침조회 아침조회 아침조회 아침조회

교시1 08:4 0 09:25～

정 규 학 과 활 동
교시2 09:4 0 10:25～

교시3 10:4 0 11:25～

교시4 11:4 0 12:25～

점심 12:2 5 13:30～ 점 심 시 간  
교시5 13:3 0 14:15～ 정 규 학 과 활 동

교시6 14:2 5 15:10～ 진로 진로 진로 스포츠
클럽

창체
스포츠(
클럽)

창체
스포츠(
클럽)

전문
선택

전문
선택

전문
선택

창체 창체 창체 창체 체육 체육

교시7 15:2 0 16:05～
전문
선택

전문
선택 진로 스포츠

클럽
전문
선택

전문
선택

전문
선택

전문
선택 체육

교시8 16:05~ 각 종목별 체육실시활동

표 [ 12 체육특성화중학교 활동프로그램 운영 시간표 년 기준] (2014 )

가 교과 군) ( )

체육특성화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공통 교육과정으로 교과 군 와 창의적 체험활  ( )

동으로 편성되어있다 교과 군 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 도덕 수학 과학 기술. ( ) , ( )/ , , /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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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체육 예술 음악 미술 영어 선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은 한문 정보, , ( / ), , , , , 

환경 생활 외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 ( , , , , , , 

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육특성화중학교 교육), , . 

과정은 공통 교육과정으로 교과 군 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된다 교과 군 의 ( ) . ( )

이수 시기와 수업 시수는 각 학교의 자율성에 의해 결정되며 학교의 학교실정, 

학교의 여건과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과 군 별 수업 시수, , ( )

를 범위 내 증감하여 유동적 운영이 가능하다20% . 

구  분 기준
시수

이수
시수

학년1 학년2 학년3 
학기1 학기2 학기1 학기2 학기1 학기2

교
과
군( )

국어 442 408 68(4) 68(4) 68(4) 68(4) 68(4) 68(4)

사
회

사회
510

136 34(2) 34(2) 34(2) 34(2)
역사 136 34(2) 34(2) 34(2) 34(2)
도덕 136  51(3) 34(2) 51(3)

수학 374 323 51(3) 51(3) 51(3) 51(3) 51(3) 68(4)

과
학
/

기
술
·

가
정

과학

646

306 51(3) 51(3) 51(3) 51(3) 51(3) 51(3)

기술 가정· 221 34(2) 34(2) 51(3) 34(2) 34(2) 34(2)

체
육 체육 272 272 34(2) 34(2) 51(3) 51(3) 51(3) 51(3)

예
술

음악
272

136 51(3) 51(3) 34(2)
미술 187 51(3) 51(3) 51(3) 34(2)

영어 340 340 51(3) 51(3) 51(3) 51(3) 68(4) 68(4)

선
택

한문

204

 51 51(3)

체육선택
수영 육상 체( , ,

조 근대 종트, 3
라이애슬론,
역도 복싱, ,
사격 택) 1

340 51(3) 51(3) 68(4) 68(4) 34(2) 68(4)

표 [ 13 체육특성화중학교 학년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 년 기준] 1, 2, 3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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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의적 체험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교과 외 활동으로 차 교  , 7

육과정에서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영역으로 구분된다. 개정 교육2009
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은 소수 학생들을 위한 영재 교육이전 교육과정의 문,

제였던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

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창의성 과 인성 을 강조‘ ’ ‘ ’
하고 있다 또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을 발. , 

휘하여 학교 재량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 강조 되었으, 

며 교육의 장이 학교를 벗어나 지역 사회로 확대 되며 지역자치단체나 유관 기, 

관 등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체험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다 이에 학생의 . 

희망 흥미 소질 적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참여와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생 중심, , , 

의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으로 청소년   

선수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선수들은 자율적인 생활. 

태도를 기르고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 신장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 

이해와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데 교육목적을 가

진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과 같은 . , , , 

가지 세부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학교의 실천과제 및 특색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4 ,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학교스포츠클럽 68 34(2) 34(2)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306
238 51(3) 51(3) 34 34 34 34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교스포츠클럽 68 17 17 17 17

총 수업 시간수 3,336 3,336 1,122 1,122 1,122
학기당 수업시수 561 561 561 561 561 561

학기당 과목수 체육선택포함( ) 11 11 10 1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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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활동
학년1 학년2,3

비고
학기1 학기2 학기1 학기2

자율활동
자치활동 2 2 2 2
적응활동 4 4 4 4
행사활동 1(6) 1(18) 1(6) 1(18)

동아리활동 스포츠활동 23 23 6 6
봉사활동 4 4 4 4
진로활동 17 17 17 17

스포츠클럽 17 17
합계 51(6) 51(18) 51(6) 51(18)

표 [ 14 체육특성화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시수] 

   

학교 영역 목적

전인체육
중학교

자율 활동 § 청소년 선수 중심의 자율적 활동 추진
§ 다양한 교육 활동에 능동적 참여

동아리 활동 § 자발적인 집단 활동 참여
§ 협동하는 태도와 각자의 취미와 특기의 신장

봉사 활동 §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활동 실천
§ 자연환경 보존

진로 활동 § 자기 계발 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 및 설계

인성체육
중학교

자율 활동
§ 생활변화 적응 및 주도능력 신장
§ 협의 및 실천 경험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
§ 협동심과 유대감 증진

동아리 활동

§ 자발적 참여
§ 창의성과 협동심 신장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 자아실현의 기반 생성
§ 여가 선용의 생활습관 형성

봉사 활동
§ 공동체 의식 함양
§ 사회적 역할 및 책임 분담
§ 지역 사회 발전에 관심과 노력

진로 활동
§ 정체성 확립 및 진로 탐색
§ 진로와 직업 선택의 중요성 인식
§ 직업체험활동을 통한 진로 탐색 및 설계

표 [ 15 체육특성화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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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7 체육특성화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활동 영역은 자치활동 적응 활동 등과 같은 청소년 선수의 자발성을 기  , 

본으로 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동아리 활동 영, . 

역으로는 스포츠 활동 문화 예술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학술 활동 등과 같이 , , , 

청소년 선수들의 취미 및 특기 개발에 중점을 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체중의 경우 주 회로 태보 수영 역도 육상 레슬링 사격 유도 펜oo 1~2 , , , , , , , 

싱 양궁 등 총 개의 운동동아리를 운영하여 중학교 재학 중 본인의 운동종목 , 9

이외에 한 가지 이상의 종목을 체험 습득을 권장하여 평생체육 및 여가 활동 기, 

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봉사 활동 영역은 교내 봉사활동 자연환경 보호 활동 지역사회   , , 

봉사활동 등으로 학내 활동을 통한 봉사학점 이수 방법부터 지역 사회복지 시설 

방문을 통한 봉사 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활동 영역의 경우 심성 . 

개발 자기 정체성 탐구 가치관 확립과 같은 자기이해 활동과 정기적인 진로 및 , , 

적성 검사 등을 통한 학업정보탐색 진로 계획 및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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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 운영) 

체육특성화중학교에서의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은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프  

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전인체중의 경우 체육 전문인 육성 및 청소년 선수. 

들의 영어 능력 향상을 제고하고 영어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부여를 위한다는 

취지아래 스포츠리더 양성을 위한 영어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Athletes’ English> 

이 운영 중에 있다. 

반A 반B 반A 반B

교시1
19:10~
19:50

과목 Storytelling & 
Social Service

Reading 
English Books 
with Movies

Learning 
Ukuleles in 

English

Musical 
English

교시2
20:00~
20:40

과목
Reading 

English Books 
with Movies

Storytelling & 
Social Service

Musical 
English

Learning 
Ukuleles in 

English

표 [ 16 전인체육중학교 영어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주간 구성표] -Athletes’ English- 

그림 [ 8 체육중학교 영어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활동] 

프로그램은 주 회 체육중학교 학년을 대상으로 외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  2 , 1

고 있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범위에서 . Storytelling & Social Servics, Reading 

등 English Books with Movies, Learning Ukuleles in English, Musical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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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과정을 개설하여 모듈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청소년 선수들의 자율적인 선택4 ,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 9 전인체육중학교 토요동아리 활동] 

또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그 중 반딧불이 공부방 운영 및 토요동아리는 주중 방과 후 학. 

교 토요휴무일 등에 실행되며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19:10~20:40), (10:00~15:00) , 

활동과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 선수들의 . 

진로 적성 계발은 물론 학교 교육기능을 보완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을 ·

제공한다는 데 목적을 가지며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심신 고양과 분, 

위기 전환 등의 기대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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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 

교육목표1) 

그림 [ 10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 교육목표 영역 범주화] -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육목표 및 방침은 국민체육진흥에 일익을 담당할 

전문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의의에 맞게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전인‘
적 체육전문인 양성을 궁극적인 교육목표로 가지기 때문에  유사한 방향으로 설’
정되어 인성 발달 및 함양 운동기능 및 전문성 발달 공동체 및 사회적 소양 계, , 

발 학습능력 향상과 같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

학교명 교육 목표

전인체육
고등학교

§ 세기 스포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된 체육인21
§ 협동 봉사하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도덕적 인간
§ 합리적인 생활 태도로 탐구능력이 풍부한 창조인

인성체육
고등학교

§ 도전정신과 탐구력을 지닌 창조인
§ 글로벌 마인드와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세계인
§ 예절과 겸손 심미적 소양을 지닌 문화인, 
§ 운동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하는 심신이 건강한 스포츠인

표 [ 17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 교육 목표 구분 및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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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편성방향2)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방향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 지침에 의거 설정된다 운영방침으로는 교육과정의 탄력. 

적 운영체제의 구축과 청소년 선수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학습의 효

율성을 제고한다는 데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교과와 전문심화교과 그리고 . ,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과의 경우 주지과목과 같은 일반교과와 .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심화교과 청소년 선수의 적성과 , , 

능력의 계발 학습의 자기주도성 함양 등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에 따른 교과 편성 영역은 그림 과 같  [ 11]

다. 

그림 [ 11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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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과 구분
학년1 학년2 학년3 필수

이수
단위

이수
단위학기1 학기2 학기1 학기2 학기1 학기2

전인체육
고등학교

일반교과 15 15 16 16 16 16 77 94

심화교과 15 15 15 15 15 15 80 90
창의적 체험활동 4 4 4 4 4 4 24 24

계 34 34 35 35 34 34 181 206

인성체육
고등학교

일반교과 17 17 17 17 15 15 77 98
심화교과 14 14 14 14 14 8 80 82

창의적 체험활동 4 4 4 4 4 4 24 24
계 31 31 31 31 31 25 181 204

표 [ 18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및 이수 단위 수 년 기준] (2014 )

교
과 
영
역

교과
군( ) 과 목 기준

단위
운영
단위

학년1 학년2 학 년3 3
이수
단위

필수
이수
단위학기1 학기2 학기1 학기2 학기1 학기2

기
초

국
어

국어Ⅰ 5 4 2 2
10 10

문학Ⅰ 5  6  3 3

수
학

수학Ⅰ 5 4 2 2
10 10

수학Ⅰ 5 4 3 3
영
어

영어Ⅰ 5 4 2 2 3 3
14 10

실용 영어 회화 5 4 2 2

탐
구

사
회

사회 문화· 5 6 3 3
18 10생활과 윤리 5 6 3 3     

한국사 5 6 3 3

과
학

과학 5 4 3 3
10 10

생명과학Ⅰ 5 4 2 2

체
육
ㆍ
예
술

체
육

스포츠 개론 5 4 2 2 2 2
12 5

스포츠경기 과학 5 4     2 2

예
술

미술문화 5 4 2 2
6 5

음악과 생활 5 2 1 1

생활
ㆍ

교양

기술·
가정 기술 가정· 5 6 3 3

14 12한문 한문Ⅰ 5 2 2 2

교양 환경과 녹생성장 5 4 2 2

표 [ 19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 전 학년 교육과정 편성표 년 기준]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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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교과)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은 국가수준 교육과정 고시 및   

각 시 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의거 편성운영된다 공통 · . ․ ․
교육과정으로는 일반교과와 전문교과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되어있다. 

일반교과는 기초교과 국어 수학 영어 탐구교과 사회 역사포함 과학 체육예술( , , ), ( - , ), ·

교과 생활 교양교과로 구분되며 전문교과는 체조운동 육상 운동 전공심화 전공, · , , , (

실기 로 구성되어있다) . 

나 전문심화교과 전공실기 코칭 프로그램) ( )- 

전인체육고등학교의 경우 전문심화교과 전공실기 운영은 근대 종 레슬링 배  ( ) 5 , , 

드민턴 복싱 사격 사이클 수영경영 수구 핀 다이빙 양궁 역도 유도 육상, , , , ( , , , ), , , , 

단거리 중장거리 도약 투척 조정 체조 컬링 태권도 펜싱 총 개 운동부로 ( , , ), , , , , 22

운영 중에 있으며 인성체육고등학교는 육상단거리 중장거리 도약 투척 수영, ( , , , ), 

경영 수구 핀 다이빙 레슬링 복싱 역도 유도 양궁 사격 체조 근대 종 총 ( , , , ), , , , , , , , 5

개 운동부가 운영 중에 있다16 . 

전
문
교
과

전
문
교
과

체조운동 이상4 4 2 2

86 80

육상운동 이상4 4 2 2
전공실기 초급1 4~8 7 7

전공실기 
경기체력1 4~8 7 7

전공실기 초급2 4~8 7 7
전공실기 
경기체력2 4~8 7 7

전공실기 이상4 14 14 16 10

이수단위 소계 180 31 31 31 31 33 27 180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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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2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 전문심화 전공실기 코칭 프로그램의 운영] ( )-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학년1 학년2 학년3 학년1 학년2 학년3 학년1 학년2 학년3 학년1 학년2 학년3 학년1 학년2 학년3

학급
조회

08:3 0 08:40～ 아침조회 아침조회 아침조회 아침조회 아침조회

교시1 08:4 0 09:30～

정 규 학 과 활 동
교시2 09:4 0 10:30～

교시3 10:4 0 11:30～

교시4 11:4 0 12:30～

점심 12:3 0 13:30～ 점 심 시 간  
교시5 13:3 0 14:20～ 정 규 학 과 활 동

교시6 14:3 0 15:20～

전문심화 전공실기( )
교시7 15:2 0 16:10～

교시8 16:10~ 각 종목별 체육실시활동

표 [ 20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 코칭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 년 기준]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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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의적 체험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성에 바탕을 둔 집단 활동으로 학교 내 모든 청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기본 전제를 가진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 

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같은 가지 세부영역으로 구성되며, , , 4 ,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각 학교의 실천과제 및 특색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개인  ‘
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를 기르며 타인에 대한, , ․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세계 시민으로 갖

추어야 할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지향한다 를 총괄 목표로 하여 개.’ 4

의 영역의 하위 목표를 두고 있다 그 하위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자율활동은 각종 행사 창의적 특색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변화하는 환  , , 

경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을 목표로 한다 동아리활동은 동아리활동에 자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각. 

자의 취미와 특기를 창의적으로 계발하고 협동적 학습능력과 창의적 태도를 기, 

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봉사활동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활동. 

을 실천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생활습관을 형성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를 깨닫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진로활동은 흥미와 소질 적성을 파악하여 자기 정. , 

체성을 확립하고 학업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여 자신의 진로를 설, 

계하고 준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 

이러한 목표를 중심으로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체  

계를 살펴보면 표 와 같다[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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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역 목적

전인체육
고등학교

자율 활동
§ 활동의 참여와 협의를 통한 합리적 문제 해결 능력 신장
§ 다양한 특색 활동 및 행사 참여를 통한 자신감 배양
§ 민주 시민의 기본 자질 습득

동아리 활동
§ 활동의 자발적 참여
§ 잠재 능력 계발 및 신장
§ 협동적 학습능력 지향

봉사 활동
§ 공동체 의식 함양
§ 사회적 역할과 책임 분담

진로 활동
§ 자기이해
§ 주도적인 진로 탐색 및 설계

인성체육
고등학교

자율 활동
§ 각종 행사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발적 참여, 
§ 변화하는 환경의 적극적 대처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동아리 활동
§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 개인의 취미와 특기 계발

봉사 활동
§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 활동 실천
§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로의 깨달음 

진로 활동
§ 자기 정체성의 확립
§ 진로 설계 및 준비

표 [ 21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내용] 

  

자율 활동 영역은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학급 및 학내 외 행사의 자발적 참여  , · , 

학교 전통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노력 등과 같은 청소년 선수의 자발적인 태도

를 지향하고 있다 동아리 활동 영역은 흥미 적성 취미 소질 등과 같이 개인 . , , , 

선호에 따른 활동을 통한 잠재 능력 계발과 학교의 특수성에 따라 청소년 선수

의 전문 선택과목 또는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과 연계된 운동 동아리 활동을 통

한 엘리트 체육인으로서의 자질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봉사 활동 영역의 경우 . 

지역 내 사회복지 기관과의 협력에 의한 교외 봉사활동과 비전공 대회 진행 도

우미와 같은 다양한 봉사활동 등으로 봉사활동의 의미 이해와 능동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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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 프로그램이 청소년 선수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2. 

본 장에서는 체육중 고등학교에서의 코칭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청소년 선수의   ·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 측면의 총체적인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 , , 

나아가 청소년 선수의 미래 삶을 영위하는데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

게 된다 코칭 프로그램이 청소년 선수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성격에 따라 긍. ‘
정적 영향 과 부정적 영향 으로 구분되었다 세분화된 영향 특성은 다음 표 ’ ‘ ’ . [ 22]

와 같다.

영향 특성

긍정적 부정적

� 나에 대한 이해
� 자기통제

감정조절   - 
생활관리   - 

�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이타성
� 공동체 의식 함양

� 자아존중감의 결여
� 감정 및 정서표현의 어려움
� 전문운동선수 삶에 대한 불안
� 무기력에 의한 학교 부적응

표 [ 22 코칭 프로그램 참여가 청소년 선수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 

가 긍정적 영향. 

그림 [ 13 코칭 프로그램이 청소년 선수의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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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 대한 이해1)  

청소년 선수 스스로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올바른 지각과 더불어   

자신에 대한 수용과 확신으로 볼 수 있다 일반계고등학교와 체육툭수목적고등학. 

교 간 진학결정을 두고 많은 고민을 했었다는 한 청소년 선수는 일반계 중학교

에서 선수생활을 병행하며 느꼈던 고충에 관해 이야기하며 입학 전 학업의 적령, 

기에 위치한 전문 운동선수로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역할갈등과 운동은 왜 해야 ‘
하는 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 지 와 같은 고민들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 ‘ ’
대한 혼란을 느끼곤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전문체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체육고등학교에서의 학교생활과 체계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코칭 프로, 

그램에서의 전문체육활동을 통해 청소년 선수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수용과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더해졌다고 말하였다.

솔직히 제가 체고로 진학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대학이라는 곳

을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외부 사람들. , 

운동 모르는 어른들은 그러죠 거기 왜 갔냐고 근데 저는 여기 와서 . . 

저를 찾았으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딜 가서든 저는 이거 . 

하나는 정말 잘해요 라고 당당하게 말 할 수 있는 거니까, . 

이기쁨( , K-H_130308)

이와 같이 코칭 프로그램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체육활동 참여를 통  

해 얻게 된 청소년 선수 자신의 적성과 역량에 대한 이해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

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신숙 은 . (2014)

이러한 올바른 자기인식태도는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요인이 되며 사회

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청소년 선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운동능력을 자신의 방패와 무기 라고   ‘ ’ ‘ ’

표현하며 코칭 프로그램에서의 전문체육활동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전문체육활동에서 전문 훈련은 반복적인 연습 형태로 이해(practice) 

되곤 한다 하지만 실제 전문체육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선수에겐 본인에. 

겐 단순 신체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넘어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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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는 연결매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현재의 삶을 거점. 

으로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보다 확장하여 바라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갑갑한 존재는 아니에요 내 인생에 뭐라고 표현해야지 방패와 . .. .. ‘

무기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어요 운동이라는 걸 함으로서 내가 ‘ . 

내 또래든 아니면 더 어른이든 남들보다 정신력이 강하다고 생각해

요 힘든 일들 앞에서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도 확실히 쉽고 아니 . ..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운동 그만두고 다른 걸 할 때도 남들보다 이런 . 

부분은 뛰어날 것 같아요. 이전인( , K-H_130311)

한편 자신에 대한 폭 넓은 이해는 청소년 선수로서 자신의 삶을 존중할 수 있  , 

는 태도와 함께 체육고등학교에서의 심화된 전문훈련을 소화하고 불안정한 학업 

환경에 적응하는 데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 

과정에서 얻어지는 청소년 선수 개인의 성취경험은 내적자산형성에 거름이 되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자신의 목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설정과 실행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자기통제2) 

자기 통제력은 어떠한 상황에서 외부의 지시나 관리가 없어도 스스로 자신의 

욕구 또는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 이성대 외 인 으로 자제심 평정심과 같( 2 , 2013) , 

은 스스로 자기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의미하는 감정 조절 과 생활 및 훈련 환경‘ ’
에서 외부의 자극을 통제하고 절제하여 현실에서의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기보

다 주어진 과제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 관리 로 분류할 수 있다‘ ’ . 

체육중 고등학교 코칭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은 단순 흥미나 건강·

관리를 위해 하는 학교 체육이나 생활 체육에서의 신체활동과 달리 운동 기능의 

증진과 기술 습득을 목적으로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선수는 매 순간을 .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준비단계로 생각하게 되며 전문체육활동이 이루어지, 

는 훈련장뿐만이 아니라 훈련장 밖 어디서든 매일을 신체 정신적으로 자신의 한, 

계에 부딪히는 경험을 마주하게 된다 의 연구. Dworkin, Larson., & Hansen(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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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청소년기 스포츠 활동은 목표의 설정 시간 관리 감정 조절 등과 같, , 

은 심리 기술 습득과 함께 중요한 성장 경험을 할 수 있음(psychological skills) 

을 밝혔다.

운동을 해서 단단해진 면은 있어요 좀 스스로 강해진 것 그 부분이 . ? 

많이 크죠 아 그리고 조절력 자기 마음 조절 자제력 같은 부분은 . , . 

굉장히 우수해지는 것 같아요 일반 또래 애들하고 비교했을 때. . 

이기쁨( , K-H_130308)

회복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멘탈 갑이죠 힘들 때 잘 ? . .. 

조절하고 잘 극복하고 이런 거요 손미래, . ( , K-H_13030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옥선 은 승리와 패배의 상황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2012)

스포츠 활동의 특성상 감정조절기술에 대한 능력을 습득할 수 있음을 밝히며 개

인적으로 직면하는 스트레스 패배 슬럼프를 직면하고 극복하기 위한 보다 적극, , 

적인 기술로 나타냈다 이러한 스포츠 기술에서의 감정조절은 분노나 짜증처럼 .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어진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신숙( , 2014). 

또한 청소년 선수의 생활 관리는 코칭 프로그램에서의 특정 시간에 머무르지 , 

않고 훈련장 밖에서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청소년 . 

선수는 효율적인 훈련을 대비하고 곧 있을 대회까지 최상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

해 몸을 관리하고 스트레스와 압박 등에서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기 위해 절제, 

된 생활패턴을 유지하려 노력한다고 대답하였다.   

운동에 시합 때문에 적당히 스트레스 받는 건 좋다고 봐요 긴장이 .. . 

풀어지지 않게 하니까요 운동 할 때도 그렇고 참고 시즌에는 외박 . . .. 

나가서도 먹는 거 참는 게 많아요.  . 이전인( , K-H_130311)   

은 장애물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경험을 해 본 청소년은 다시   Margalit(2010)

곤경에 처하게 되어도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로 이겨내는 등 자기강화적인 성

향을 보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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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조금 더 하면 되는 거 힘든 거 참고 이겨내면 또 이겨낼 ..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원동력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도 했. ? 

는데 내가 이걸 못하겠나 하는 마음 박행복. ( , S-H_130309)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이타성 3) 

인간은 혼자서 살아 갈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  , 

다 더욱이 현대 사회구성원들의 이질성이 커져가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타인을 . 

배려하는 것은 삶의 중요 덕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체육 중 고등학교 코칭 . ·

프로그램 활동의 대부분은 단체 생활 중심으로 운영되며 자신의 또래집단보다 , 

선 후배와 함께하는 공동생활의 비중이 많은 부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과 · . 

운영으로 인해 청소년 선수는 타인을 배려하는 습관에 익숙해져있을 뿐만 아니

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뭐든 할 때 내 맘대로 먼저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그, .. 

걸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손미래. ( , K-H_130304)    

현재 체육고등학교 재학 중이 한 청소년 선수는  진학 전과 달리 자신의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한 청소년 선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은 뒤로

하고 자신보다 어린 후배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저보다 어린 애들 먼저 후배 먼저 챙겨주고 그렇게 돼요 전 외동인, . 

데 여기서 생활할 때는 그게 아니니까 방금 점오시간에도 나 먼저 . 

청소 다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많이 변했어요. .

박미소( , K-H_130309)

이처럼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기헌신을 통한 만족  , 

감은 청소년 선수들의 이타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인과

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배려 관계를 맺으며 자아 존중감을 

형성해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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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기도 하고 후배들 들어오고 어떻게 해야 밑에 

애들을 이끌어 줄 수 있나 생각하게 돼요 그걸로 제가 성장하게 되. 

는 것 같아요 조으뜸. ( , K-H_130305)

공동체 의식의 함양 4) 

조화로운 공동체적 삶은 공동체의 연대감과 공동선을 최선으로 추구하기 때문  

에 개인의 덕 함양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 

체 구성원들이 지녀야 할 도덕성은 자연발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의 훈육

과 의식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코칭 프로그램 내 지도자의 훈육에. 

서 연령별로 사회적 임무의 책임과 관행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솔직히 제가 여기서 얻어가는 것들이 많은 거 같아요 역할도 그렇고 . 

층장이나 제가 사실 되게 소극적이었는데 말도 없고 근데 그걸 모.. ... 

르고 살다가 성격이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조으뜸( , K-H_130305)

다 다르잖아요 운동도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애도 있고 성격도 . , . 

다르고 생활하다보면 부딪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래도 자주 보면. 

서 같은 소속이니까 이해해주게 되고 그래요. 이전인( , K-H_130311)

코칭 프로그램 내 공동체의식의 강조는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인 청소년의   

몸가짐 예절 인사예절 등과 같은 예절의식의 성숙에 기여한다는데 긍정적 영향, 

을 가지며 이러한 학습과정은 선수이기 전에 한 시민의 주체로서 미래의 바람직, 

한 삶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본예절과 도덕규범을 익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기만의 룰이 있어요 다 같이 생활하는 곳이니까 그런 선들은 지켜. 

져야 한다고 봐요. 손미래( , K-H_130304)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는 어색했죠 그런데 몸에 익어요 존댓말 쓰는 . . 

거랑 인사하는 거 모자 쓰지 않고 슬리퍼 신지 않는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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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으뜸( , K-H_130305)

체육중 고등학교 내에서 청소년 선수가 경험하게 되는 규칙준수와 예의 겸손  · , , 

의연함 등의 체화는 사회의 규범을 내면화하여 사회화 발달을 촉진시킬 뿐만 아

니라 궁극적으로 청소년 선수의 올바른 인격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더 큰 공동체의 규칙 안에서 타인. 

의 관점을 수용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부정적 영향. 

그림 [ 14 코칭 프로그램이 청소년 선수의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자아존중감의 결여1) 
 

일반적으로 스포츠 상황에서 청소년 선수에게 요구되는 것은 강한 자신감 이  ‘ ’
다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적 영역에서의 자존감 실. ‘ ’ 
현이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선수 자신의 생각 판단 태도 감정 및 기. , , , 

대 등에 갖는 전반적인 태도로 엘리트 체육 세계에서 누구보다 높은 위치에 오, 

르거나 자신의 위치에서 최고가 됨을 경험한 어린 선수들 일수록 건강한 자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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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감의 형성은 청소년기 중요 발달과업으로 볼 수 있다.  

하루도 훈련 걱정을 멈춰본 적이 없다는 수하는 운동을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일컬어 패배자라는 의미인 루저 로 표현하였다 자신의 낮은 운동수준으로 (looser) . 

인해 코치를 실망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기대에 부응하

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었다 자기지각 또는 자기가치에 .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는 청소년 선수는 자기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수

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는 여기서 루저 에요 체전 선발전도 가망은 없어요 몇 관왕(looser) . . 

하고 이런 애랑 저랑은 아예 급 이 다르고 실적에서 더 많이 압‘ ’ .. 

박 받죠 계속 실적이 안 좋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게 막. . 

막하죠 학교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그만큼 제가 실적으로 보답. 

을 못하니까 그게 근데 운동이라는 게 우리 정도 되면 하루아침에 ..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조으뜸( , K-H_130305)

위의 면담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 청소년 선수가 자신의 존재감을 인  

식하는데 외부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신숙 은 청. (2014)

소년기 자아에 대한 자각과 정신적 주체성의 확립은 개인의 내면에서 자연발생

적으로 형성되기보단 한 사회 내 공동체에서 형성되며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

하여 개인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즉 체육중 고등학교 내에서의 . , ·

사회적 가치와 규범 등이 청소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식의 형성의 토대

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뷰에 응해준 또 다른 한 청소년 선수는 전국대회 입상 수준의 운동기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본인의 미래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 선수가 전문운동선수이기 전에 한 사람. 

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 발달되어야 할 청소년 선

수들의 역량의 개발 범위와 기대를 한정짓게 될 문제점을 가진다. 

운동이 내 인생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운동이 여기.. ( ) 

선 전부가 아니면 끝이죠 일반계 가서 공부 못한다는 취급 받는 게 . 

마음은 더 편할 것 같아요. 조으뜸( , K-H_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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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또래 청소년 선수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운동재능이 낮은 수준에 머물  , 

러 있는 한 청소년 선수는 자신을 반쪽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에 대해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 부정으로 인해 청소년 선수 . 

스스로 자기박탈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운동 및 학업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상

실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전 못하는 애 예요 여기 들어오니까 운동 잘하는 애들 수준이 다‘ ’ . ( )

른 거죠 체육고등학교에서 운동 못하는 선수로 남아있는 게 괴로워. 

요 어디 부족한 사람 반쪽으로 있는 것 같아요. .. . 

조으뜸( , K-H_130305)

청소년 선수 한 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존재감은 주변의 부정적인 평가와 인식  

들이 직 간접적인 작용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아존중감, . 

의 수준이 개인적 사회적 문제행동과 긴밀한 관련성을 갖기 때문에 청소년 선수 , 

자신에 대한 낮은 자기평가는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에서 매우 취약해질 뿐만 아

니라 만성적인 무기력감 비행이나 일탈행동 등 위험행동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 

아지게 된다.

훈련할 때 자꾸 치이니까요 애초에 잘하는 애들은 따라갈 수준이 아. 

니니까 비교되죠.. . 손미래( , K-H_130420)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은 무엇보다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의 씨앗은 청소년 선수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어. 

진 상황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문제해결태도를 불러일으키는 데 큰 작용을 

하게 된다 백종환 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2006)

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덜 취약한 경향을 보이며 높은 ,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또한 위기상황에서 보다 적. 

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하고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높은 동기를 지니고 있

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의미 있는 타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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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평가와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은 청소년 한 개인의 자아존중감 발달에 

영향 정영주 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관계망 내에서 가족 교사 지도자 등과 ( , 2001) , , 

같은 의미 있는 타인으로부터의 수용과 지지의 경험은 청소년 선수의 건강한 자

아존중감 형성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감정 및 정서표현의 어려움2)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시기는 급격한 신체발달과는 달리 정서적   

영역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청소년기에 유. 

독 감정 기복을 심하게 겪는 등 정서적으로 혼란한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청, 

소년 선수들 역시 같은 고충을 안고 있었다. 

 

뭔가 있을 때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무. 

슨 생각하고 있는지는 생각해본 적 없어요. 손미래( , S-H_130309)

위의 면담에서 만난 청소년 선수는 현재 체육중학교에 재학 중이다 어른스럽  . ‘
다 라는 말을 종종 듣는 다는 이 청소년 선수는 일반 또래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임을 유추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 

이 지나도 청소년 선수와의 면담의 흐름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막막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 ‘ ’, ‘
모르겠다 등의 한정적인 표현을 재차 언급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 ‘

낯선 경험임을 토로하였다.

이러한 점은 다른 청소년 선수와의 면담 중에서도 간혹 느낄 수 있는 부분으  

로 개인 성향에 의한 영향만큼이나 위계적이고 서열적인 코칭 프로그램의 구성

과 운영환경에 의한 영향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훈련 망친 날 혼나면 짜증이 많이 나요 혼난 거에 짜증나는 게 아.. . 

니라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는 거 에요 모르겠어요 티는 안내. . 

요.. 조으뜸( , K-H_1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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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면담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고된 훈련을 이겨내는 일이 생활화 습관화   , 

되어있는 청소년 선수들은 감정의 혼란 상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모르고 대

부분 참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 

감정을 표출하거나 정리하는 등 감정처리에 미숙함을 보이곤 하였는데 사회성 , 

발달의 하위영역 중 하나인 개인의 감정 및 정서표현이 원만한 사회생활과 상호

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요인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청소

년 선수의 총체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다른 한 청소년 선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였을 때 되레 상처를 입거  , 

나 공감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인해 지도자와의 소통을 시도하는데 어

려움을 느끼지만 학교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감정표현에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

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일은 곧 나를 지키는 일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일이라

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끈기 인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아이( , ) . 

들 모두 근데 그러면서 저 자신을 더 채찍질 하게 되는데 그게 무. .. 

서워요 말이 안 통해요 말해봤자 변하는 건 없죠 그런 그 소통이 .. . . , ... 

안 되니까 그냥 자꾸 참고 누르고 그래요.. . 박미소( , K-H_130320)

일반적인 인식에서 배려를 무조건적인 헌신 희생 등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 

있는데 이는 잘못된 관용으로 진정한 타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

대방과의 의사소통을 기본으로 자신의 지속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는 배려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며 도덕적 Noddings(2002)

인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배려는 필수적인 조건이라 말하였다 배려 관계를 이. 

루지 못해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없다면 지적발달이나 학문적 성취를 위한 

기초도 세울 수 없다고 말하였다 자칫 타인에 대한 배려는 일방적인 희생으로 . 

의미해석 될 수 있지만 이는 옳지 않은 해석이다 배려의 경우 상호관계를 전제. 

로 요구하기 때문에 일방적이거나 한방향성이 아닌 반드시 상호 관계 속에 배워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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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운동선수 삶에 대한 불안 3) 

코칭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과중한 훈련과 경쟁적인   

훈련 분위기는 청소년 선수들의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선수들은 긴장감 속. 

에서 반복되는 훈련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코칭 프로그램, 

에서 경험한 부정정서는 청소년 선수의 개인 사회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목적지·

향적인 태도와 투쟁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점을 가진

다고 볼 수 있다.

 

오늘 훈련 끝나면 내일 걱정 또 해요 걱정의 연속이에요 내일은 실. . 

수하면 안 되는데. 조으뜸( , K-H_130408)

또한 체육고등학교의 학교 특수성에 의해 청소년 선수들의 정기적이고 지속적  

인 일반교과활동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충 수업 및 단

계별 학습의 운영 또한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예기. 

치 못한 부상에 의한 중도탈락 청소년 선수들이 체감하는 불안과 학업에 대한 

심적 부담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한 강박감을 유발하고 있었다 이 . 

같은 현상으로 인해 청소년 선수가 경험하게 되는 승부의 지나친 집착 등에서 

비롯되는 심적 불안은 환경 부적응 이탈 등과 같은 충동적인 행동을 할 위험가, 

능성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게 된다는데 문제점을 가진다.  

공부를 하면서 제가 지금 모의고사를 보면 등급정도 나와요 그것도 4 . 

진짜 열심히 해서 올렸거든요 진짜 바닥에서 부터요 근데 요즘에 . .. 

그런 말이 있데요 시작이 반이다 이게 시작이 전부 다 라. ‘ ’ ‘ ’ 

고 많이 뒤쳐져서 시작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요 해도 안 될까봐.. . .  

박미소( , K-H_130320)

다른 한 청소년 선수는 전문체육영역에서 같은 전공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은 누구와도 치열한 경쟁구도에 놓이게 됨을 밝히며 매일같이 반복되는 코칭 프

로그램 참여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코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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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불안과 걱정 등과 같은 부정정서는 청소년 선수의 정체성

에 대한 고민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학년 애랑 여기 있는 애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 

운동한다고 잘하는 거 아니고 신입생이 저보다 잘할 수 있죠 그럼 .. . 

전 엔트리에서 밀리고 불행의 연속이에요. 박미소( , K-H_130309)

또한 진학 시 입상실적 여부가 상급학교에서의 운동지속 여부와 관련되기 때문 

에 운동수준이 낮은 비우수선수의 경우 진로 갈림길에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느

끼게 되는 등 미래 삶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껴짐을 알 수 있었다. 

운동 잘해서 빛 본 아이들도 많은 데 그게 소수 몇 지 국대 국가대% . (

표 되고 좋은 대학교가고 근데 그 나머지는 전문대가고 그냥 여기 ) , ... 

졸업하고 사라지고. 이전인( , K-H_130311)

솔직히 우리 학교에서 실업팀 가는 애들 얼마 없을 거 에요 전체적. 

으로 많아야 저희 학년에 명 솔직히 제가 생각했을 때 운동하는 , 10 ? 

것 보다는 공부하는 게 나은 거 같아요 멀리 봤을 때 많이 남거든요. . 

박미소( , K-H_130309)

이처럼 과정보다 결과에 주목하는 전문체육영역에서의 성공과 그에 따른 사회  

적 관심은 극히 소수의 선수에게 한정된 이야기이다 보통 또래와 달리 뛰어난 . 

운동재능에 의해 발탁 선발 된 대부분의 청소년 선수들은 체육고등학교 졸업을 , 

기점으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선수생활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

나기 때문에 청소년 선수의 중도탈락10)은 상위학교로의 진학을 기점으로 가장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이게 된다 학교 엘리트체육 운영 개선방안마련 국무총리실. ‘ ’ ( ,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 선수의 상급학교 진학 시 선수중도탈락율은 초등에2009) 

서 중학교 진학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 고등학교에서 대학 및 (10.9%), (21.5%), 

10) 중도탈락 은 일정 교육프로그램과정에 참여한 학습자가 개인 사회 제도적 요 (drop-out) , , 
인 등에 의해 중도포기 운동을 중단하여 해당 과정의 교육적 목표 달성을 완료하지 못하, 
는 경우를 의미한다 는 엘리트체육에서의 중도탈락을 중도탈락 상황과 . Garrison(1992)
원인에 따라 자발적 중도탈락 과 비자발적 중도탈락 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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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진학 전환 으로 절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극히 일부의 , (21%)

청소년 선수들만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 청소년 선수는 체육고등학교 진학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 예기치   

않은 부상을 겪게 되어 학교 분위기 상 암묵적으로 비자발적 중도탈락선수로 분

류되어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 청소년 선수는 부상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인 청소년 선수들과 함께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청소년 선수는 자

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며 미래에 대한 불안

과 역할갈등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였다. 

무기력에 의한 학교 부적응4) 

청소년 선수에게 청소년기는 경기형성기 및 전문과정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  . 

기에는 신체발달과 함께 운동능력 발달도 급격하게 진행되며 이러한 신체적인 

발달은 성격형성 및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운동신경이 발. , 

달 된 청소년 선수의 경우 전문 활동 외 모든 일에 역시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

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활발한 성격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매사에 자, 

신감을 잃게 되고 의욕도 없어지게 되면서 사회적 부적응 현상을 보이거나 심할 

경우 문제아로 낙인화 되기 쉬운 경향을 보인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

원, 2005). 

한 청소년 선수의 경우 중학교 재학 시절에는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입상 순위  

권에 머물며 미래가 촉망되던 선수로 주목을 받았지만 체육고등학교 입학 후 2

차 성장으로 인해 급격한 신체변화를 겪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전공 운. 

동 영역에 비적절한 신체조건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낮은 운동 기능 수준에 머무, 

르며 비우수선수로 위치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전 근데 지금 망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여기서 쓸.. 

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 대학은 가야하는 데 암담하고 우.. 

울해요. 이기쁨( , K-H_130309)

신체적인 변화로 인해 코칭 프로그램 참여에 위축된 태도를 보이던 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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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는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곤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위축은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타. 

인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단 홀로 있으려하는 모든 종류의 행동 

및 태도 권민혁 로 운동 수준(Rubin, Burgess, Kennedy, & Stewart, 2003; , 2013) , 

이 낮은 청소년 선수일수록 부정적인 자기개념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위축될 가

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권민혁( , 2013)

다른 한 청소년 선수는 입학 후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현재 코칭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코칭 프로. 

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청소년 선수의 소속은 여전히 체육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변두리 전문체육인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청. 

소년 선수는 갑자기 사라진 목표에 방황하는 등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설정하는데 

막막한 상태임을 언급하였다.

입학하고 학년 동계훈련 때 다리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중학교 때 1 ( ) . 

운동시작해서 실적이 막 좋은 것도 아니었고 전학가기엔 애매했어요.. . 

갑자기 일반계가서 공부한다고 대학 간다는 보장도 없고 운동도 들. 

어가긴 하는데 딱히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심부름 그런 거.. . .. . 

일단 내신 따고 수능 준비해서 그 때 가서 갈 수 있는데 찾아봐야.. 

죠 박미소. ( , K-H_130320)

위와 같이 운동기량 및 기능의 저하로 인한 사회적 위축 말고도 학교 부적응  ‘ ’
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체육중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부적응은 부상에 의한 비. ·

자발적 탈락 지도자 또래 및 선 후배 관계와 같은 대인관계의 문제 학교규칙 , , · , 

위반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부적응은 학생의 능력과 잠재력을 육. 

성하고 나아가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데 있어 장애요소가 된다 정규(

석, 2004). 

아 그거 잘 안 돼요 무슨 말하는지 뭔가 뭔가 쫌 알 거 같은데 저 , . .. . 

그거 안 돼요 시합도 못나가고 자꾸 안 좋아지니까 누군가를 가르. .. . 

칠 자신이 없어요 후배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박행복( , S-H_1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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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교 부적응자로 매김 된 청소년 선수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  , 

이 저하됨은 물론 냉담한 사회적 평가로 인해 학업 및 전문체육활동에 대한 동

기부여가 현저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청소년 선수의 제한된 자기 인식. 

으로 인해 삶과 스포츠 영역 분리를 하지 못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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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3. 

앞 절에서 청소년기 청소년 선수의 체육중 고등학교 코칭 프로그램 참여가 청  ·

소년 선수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청소년 선수의 긍, 

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도록 한다.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긍정적   , 

발달을 촉진하는 성장요인 과 긍정적 발달을 저해하는 좌절요인 으로 범주화‘ ’ ‘ ’ 

가 이루어졌으며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 특성에 따라 각각의 요소들이 세분화, 

되었다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는 성장요인으로는 청소년 선수의 . 

개인요소와 지도자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다음으로 청소년 선수의 긍정. 

적 발달을 저해하는 좌절요인으로는 개인 요소 지도자 요소 그리고 환경 요소의 , 

영향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향 요인 특성 세부 요소

성장요인

개인 요소
§ 청소년 선수의 스포츠 재능
§ 청소년 선수의 스포츠 인식 수준

지도자 요소
§ 코칭 철학 좋은 교육자와 뛰어난 지도자 – 
§ 코칭 지식 성찰적 지식에 의한 코칭– 
§ 코칭 역할 삶을 위한 조력자– 

좌절요인

개인 요소 § 청소년 선수의 스포츠 인식 수준

지도자 요소
§ 코칭지식 경험적 코칭 지식의 습득과 적용– 
§ 코칭태도 간접코칭에 의한 비교육적 코칭태도– 

환경 요소
§ 운영적 요소 실천과제와 운영의 괴리– 
§ 구성적 요소 한정된 프로그램의 내용– 
§ 풍토적 요소 엘리트 선수 지상주의 – 

표 [ 23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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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장 요인.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는 성장요인은 개인 요소와 지도자 요소

로 구성된다 개인 요소의 경우 청소년 선수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청. , 

소년 선수의 스포츠 재능과 청소년 선수의 스포츠 인식 수준이 각각의 하위 요

소들로 구분되었다. 

청소년 선수의 스포츠 재능은 전공 운동종목에 부합하는 적합한 신체조건 운  , 

동 기능 및 기술 습득에 영향을 주는 운동 센스 등과 같은 선천적 조건이 포함

된다 또한 청소년 선수의 스포츠 인식 수준은 전공종목을 포함한 스포츠 활동에 . 

대한 청소년 선수들의 생각과 감정으로 전문체육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스포츠, 

에 대한 인식은 스포츠 문화를 수용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며 청소년 선수 자신, 

에 대한 이해 또한 가능해짐을 알 수 있었다. 

지도자 요소는 체육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선수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  ·

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 내에서 청소년 선수의 일상에 가장 밀접한 관계 

선상에 놓여 있는 인적요소로 볼 수 있다 지도자 요소의 하위요소로는 영향 특. 

성에 따라 지도자의 코칭 철학 코칭 지식 코칭 역할 등이 주요 요소로 나타났, , 

다. 

개인 요소  1) 
 

가 청소년 선수의 스포츠 재능  ) 

일반적으로 스포츠 영재 선발 시 선천적인 스포츠 재능의 유무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겨진다 물론 꾸준한 노력으로 선천적인 신체단점을 이겨내고 빛나는 . 

스포츠 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된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 

선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문체육영역에서 선천적인 스포츠 재능은 성공의 주

요 요인으로 언급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 있어서 노력과 선천적인 재. ‘
능을 대립적인 구도로 두기 보다는 청소년 선수가 가진 스포츠 재능이 전문체육’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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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살펴본 체육고등학교 소속의 청소년 선수 총 명과의 면담 중 반   5

이상의 청소년 선수가 자신의 신체적 조건 뛰어난 운동 기능 습득력 등 선천적, 

인 스포츠 재능을 언급하였지만 이러한 선천적인 조건들이 청소년 선수의 긍정

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유일요인으로 볼 수는 없다. 

한 청소년 선수는 본인이 가진 스포츠 재능으로 인해 체육고등학교에서의 적  

응이 보다 수월할 수 있었음을 밝히며 본인의 탁월한 운동실력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 

스포츠 재능이 전문체육활동 참여에 흥미를 더해주는 요인이 되어 줄 뿐만 아니

라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운동을 잘하면 아무래도 여기서 주목받기 쉽죠 쌤들한테도 그렇고. . 

후배 애들한테도 영향력 있는 선배 되는 것도 그렇고.. 

이전인( , K-H_130311)

전문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지 만 년이 조금 넘었음을 밝힌 다른 한 청소년   1

선수의 경우 보통 청소년 선수들에 비해 운동입문시기가 매우 늦은 편에 속함에, 

도 불구하고 또래보다 신체적 조건이 뛰어나고 운동 기능적 측면에서 빠른 습득, 

을 보였기 때문에 경기실적에서도 상위권에 속해있었다 우연한 기회로 복싱을 . 

접하게 되었지만 자신이 복싱에 적절한 신체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흔

히들 말하는 운동센스 즉 운동에 대한 감 이 좋은 수준이기 때문에 복싱 선수‘ ’ ‘ ’
를 하기에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말하였다. 

중학교 때 방황하다 어느 날 처음으로 동네 복싱장 갔는데 재밌더라

고요 저한테 잘 맞고 남들에 비해 신체조건이 좋은 것도 있고 재밌. , . 

었죠 일단 제가 잘하니까요 박미소. . ( , K-H_130320)

이처럼 청소년 선수의 선천적인 스포츠 재능은 운동 성취목표에 빠르게 도달  

하는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선수의 발달에 있어 정서적 심리적 사회, , 

적 측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는 하

나의 중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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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소년 선수의 스포츠 인식 수준  ) 

선수 시작할 때 제가 좋아서 시작한 것도 있었지만 하다보면 마냥 좋

을 수가 없잖아요 엘리트 라는 것이 항상 그 어떤 고비를 넘고 . ‘ ’ .. 

넘어야 하니까 그래도 저는 제 자신이 여기에 있는 거 자체가 수영. , 

을 한 게 자랑스러워요 운동만 할 거 아니잖아요 그 경험으로 더 올. . 

라갈 수도 있고 수영은 저에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제 자신.. . 

의 받침 이전인. ( , K-H_130305)

청소년 선수의 전문체육활동에 대한 내면화  11)는 청소년 선수의 인지 정의 및 , 

행동적인 총체적인 경향성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선수가 자신의 전공종목 . 

활동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운동을 하는 것에만 그. 

치게 된다면 스포츠 활동은 단순한 지식 습득 의미로 한정될 수 있다 하지만 운. 

동참여과정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는 등 청소년 선수의 내적 변화로 연장될 때 

가능하게 된다. 

지도자 요소  2) 

가 코칭 철학 좋은 교육자와 뛰어난 지도자  ) - ‘ ’

통념적으로 엘리트 체육의 특성을 경쟁과 승리로 축약하곤 한다 하지만 이는   . 

엘리트 체육에서의 활동 의미와 가치는 배제되고 활동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것

으로 매우 제한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다 과 . Ehrmann &Jordan(2011)

은 청소년 코칭의 목표설정과 목적달성에 결코 이기는 일 만을 Thompson(1995) ‘ ’
최우선적인 가치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지도자의 코칭철학이 어떠한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청소년 선수 삶의 질 수준이 달리 될 수 있음을 

11) 청소년 선수 자신의 신체 구성 및 움직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전공종목의 기술과 경기의  , 
이해 등 전문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감수성 습득한 가치와 의미를 바탕으로 전문 , 
활동을 실천하려는 의지 그러한 의지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로 설명될 ,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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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였다 과거 엘리트 선수 경험만큼이나 교직 경험이 쌓인 한 감독은 스포츠. 

에서 경쟁에 대한 정의가 지나치게 편향적인 의미로 통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 ’
다. 

 

바로 말하면 스포츠 세계에서 경쟁은 나와 나의 경쟁을 말하는 거지. 

나 자신과의 싸움 그런 경쟁을 통해 노력을 한다는 것이고 타인을 , 

배려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제대로 알아야 해요 교육이 뭐 대단.. .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입시경쟁이든 뭐든 이건 애초에 경쟁이라. .. 

는 인식이 잘못 박혀버린 거지 한긍정.. ( , K_H-130305)

승패와 패배에만 주목하는 승리지상사회에서 경쟁적 스포츠 경기는 주관적 이  ‘
기성에 근거한 의사결정 부정적언어습관의 남용 과 도덕적 검증이 결여된 방관’, ‘ ’ ‘
적 스포츠맨십 등과 같은 인간 행동 특성이 나타날 수 있다박종률 이는 ’ ( , 2003). 

지나치게 승리 지향적인 현대 스포츠 특성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윤리적 문제들로 

인하여 현대사회에서의 경쟁은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되어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즉 . 스포츠에서의 경쟁 개념은 경기결과에서의 오로지 승리 개념

과 연관하여 이해되는 것이다 이에 윤미정 은 상호수용 가능한 탁월함. (2011) ‘
을 추구하는 경쟁에서 경쟁자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촉진자 역할을 (arete)’

할 뿐만 아니라 경기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동기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순수한 . 

의미의 경쟁 개념은 인간의 탁월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박종률 여인성박찬희( , 2003; , 1989). ․
스포츠 활동의 목적과 성공적인 성취기준을 승리와 우승으로 본다면 지도자  ‘ ’ 

의 역할과 코칭 역할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동기능 향상 혹은 운동기량의 신

장으로 한정된다 하지만 승리만을 위한 경쟁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은 상식적 통념과는 달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코치들은 Jones(2004) , 

자신들의 임무가 오로지 승리지상주의가 아니며 선수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 , , 

적으로 종합적인 발달을 하도록 돕는 것임 또한 코치의 역할임을 강조하였다 이. 

학준 은 엘리트체육에서의 과도한 경쟁은 경기의 결과에만 중점을 두게 되(2009)

었음을 밝히며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스포츠는 끊임없는 비윤리적인 문제들을 

안게 되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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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수들 대부분은 훈련 상황에서 접하는 훈련 피드백보다 훈련장 밖에  

서 감독교사와 코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육적인 동기부여를 받고 있었다 특. 

히 감독교사와 코치 등 지도자 자신의 과거경험으로 쌓여진 자기신념과 철학이 

담긴 이야기는 청소년 선수의 인지 정서 행동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 ·

하는데 효과적인 전달법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개인으로서 코치가 가. 

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은 청소년 선수들의 목표 설정과 심리적 반응과정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도자는 본인(Martens 1987; Smoll & Smith 1989)， ，

의 역할행동을 단순히 청소년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두지 않고 그 이상의 영역

으로 확장시켜야 한다 이에 과 은 코치의 품성을 결정하. Potrac(2000) Jones(2004)

는 중요한 요인으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중점으로 보아야한다고 언급하였다.  

너희가 어려도 나는 너희에게 언제나 배울 것이 있다 고 하세요‘ ’ . 

그럴 때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뻘이기도 하시고 아 일단 선생님이.. , 

시지만 코치님은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구나 생각하게 돼요.

이전인( , K-H_130311)

트랙에서 인지 위치에 있다면 트랙 밖에서도 인자 품위를 잃지 말1 1

라고 그런 말 하세요 웃음 남을 이기는 게 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 ).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항상 주의 있게 행동해. 

야 한다고 행실에 걸맞게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조심하고 사람이 . , . 

먼저 되라고. 이기쁨( , K-H_130320)

제가 운동을 못하거든요 근데 언젠가 감독쌤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 

은 네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대학가고 어른 되서도 

못하는 사람으로 남는 건 아니라고 운동세계에선 어쩔 수 없다지만 .. 

운동했던 경험으로 다른 삶에 가서는 분명히 넌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있을 거라고 한긍정. ( , K_H-130305)

우리 부 코치쌤이 선수 출신이긴 한데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다고 유.. 

달리 운동 잘하기 보다는 성실성 하나로 대학 갔다고 우리도 그것만. 

큼은 지켜야 한다고 그러시죠 그걸 아니까 코치쌤도 그랬다는 걸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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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저 역시도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조으뜸( , K-H_130415)

후배들이 더 나아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 하세요 선수는 운동 경기. ‘ , 

에서는 나 자신이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경기.. . 

장 밖에서는 나보다 내 아랫사람들이 더 빛나야 한다 라고’ . 

이전인( , K-H_130311)

이처럼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하는 청소년 선수의 내적변화는 지도자의   

철학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지도자의 코칭 철학에서 . 

비롯되는 코칭 신념은 청소년 선수의 스포츠가 내면화되는 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선수의 성격형성 및 인지 정서발달 사회화 형성에 주요한 요인으· , 

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지도자는 신체활동을 매개로 청소년 선수 개인의 삶에 .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상기하여야 한다.   

나 코칭 지식 성찰적 지식에 의한 코칭  ) ‘ ’– 

저 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을 치면서 깨달은 것들이 많아요 전혀 다. 

른 운동을 처음에 독학하니까 손목 그립 하나를 잡는데도 엄청난 노

력이 필요하더라고요 활만 잘 쏘고 몰랐던 무언가 다른 스포츠를 . .. 

통해 깨달은 거 에요 김인성. ( , S-H_130314)

김 코치는 오랜 시간 엘리트선수와 지도자 생활을 거쳐 왔다 따분한 일상에   . 

취미로 시작한 배드민턴이라는 낯선 스포츠 활동은 김 코치 자신의 생각과 태‘ ’
도를 비판적으로 마주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답했다 오랜 시간 엘리트체육에 . 

머물러오며 김 코치 자신도 모르게 습득되었던 자신만의 코칭 지식에서 벗어나 

코칭 이라는 활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을 가지게 된다 이는 성찰적 실천‘ ’ . 

(reflective practice)12)과정으로 지도자 스스로 자신의 코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

12) 성찰적 실천은 이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으로 전문가가 자신의 실무 Schön(1983, 1987) , 
행위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검토하고 숙고함으로써 현실세계의 불확정한 문제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 지식과 이론을 구축해나가는 과정을 말한다 김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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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비판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이들 가르치다보면 훈련장 아니더라도 제가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마치 제게 거울이 되어준다고 해야 할 까 체력적으로 힘드.. 

니까 회의감이 들다가도 안 되는 거 그거 열심히 하려는 애들 보면 .. .. 

또 힘나고 그렇죠. 강인내( , K-M-130312)

삶 을 배우는 거죠 옆에서 녹아들게 코치가 똑같은 도장 찍어내‘ ’ . . 

는 것은 아니니까 경기든 연습이든 운동을 하는 아이들은 이미 몸에 .. 

베여있다 그런 게 눈으로 글로 안보이고 정리된 것이 없을 뿐이지. .

(한긍정, K_H-130305)

한 전문코치는 청소년 선수 코칭을 자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이 아닌 아  ‘ ’
이들을 통해 자신이 배우는 일 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코칭을 자신의 삶을 위한 ‘ ’

공부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다 는 우수한 코치는 자기 성찰에 탁. Jones(2008) .

월한 그런 코치는 현장에서 자신의 코칭학습이론을 생산 재생산해내는 교육 전, 

문가로서 그 역할을 가진다고 하였다 역시 좋은 코치는. Gilbert & Trudel(2001) , 

좋은 교사처럼 항상 그들이 무엇을 하는 가 뿐만 아니라 왜 하는 가 와 같은 ‘ ’ ‘ ’ 
반성적 측면의 뛰어남을 언급하였다. 

다 코칭 역할 삶을 위한 조력자  ) - ‘ ’

코칭은 참다운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활동이며 그렇기 때문에 코치의 인성은   , 

청소년 선수들을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전방에 있게 된다 김(

선희 즉 지도자는 청소년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청소, 2012). , 

년 선수들의 생활과 인성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다. 

체육을 잘 안다 는 것이 운동기능을 능숙하게 수행할 줄 안다는 것을 의미하  ‘ ’
지는 않는다 체육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지도자는 청소년 선수들의 능란한 스.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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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츠 수행이외에도 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들이 청소년 선수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삶의 다른 측면들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와 같

은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비판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의

미한다 청소년 선수에게 지도자는 유의미한 존재로 이는 장애물에 직면해서도 . 

목표를 획득해 가는 길을 굳건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는 존재인 

것이다.

운동은 등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스포1 . 

츠는 과정 이예요‘ ’ . (한긍정, K_H-130305)

왜 누구 앞에서 한번 노래 하고나면 그 다음은 쉬워지잖아요 그 한 . 

번 벗기 위한 과정의 연속이죠 한 번 그 허물 벗어놓으면 다음번부. 

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코치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거예요. . 

김인성( , S-H_130314)

조금 더 산 사람이 덜 산 사람이 흐름을 알려주는 거죠 스포츠가 그 . 

안에 있는 거고 이것이 지식일까요 글쎄요 결국엔 내가 온전해야 . ? ..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 같다는 생각 많이 해요. 

김인성( , S-H_130314)

는 청소년 선수 스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Cassidy, Jones., & Potrac (2004)

이해구조가 검토되지 못할 경우 지도자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청소, , 

년 선수들의 인지발달을 위하여 선수들에게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러한 문제에 ‘ ’ ‘ ’ 

직면하는지 설명하는 등 스포츠 수행의 여러 측면과 관련된 어린 선수들의 지식

을 해체해서 검증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여야함을 밝혔다. 

항상 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에든 방향만을 알려줄 뿐 어. 

떤 걸 하든지 그런 판단의 문제는 아이들의 선택권한이라고 생각해, 

요 실수는 용납되어야 해요 실수도 아이들 자신의 것이 되면 되는 . . 

것이겠죠 그렇게 얻어야 아이들것이 되는 거구요? . 

조성실( , K-M-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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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냥 걸음도 걸으려고 해서 걷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에 힘이 . 

생기면서 네발로 기는 것보다 두 발로 걷는 것이 더 편하다는 이유..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기한테 처음 걸음마 가르칠 때 손 지탱해주고 . . 

끌어주면 다리 옮기고 이렇게 아기 스스로 걷는 방법을 배우죠 다 . 

큰 애들한테 가르친다고 되는 거겠어요 애들한테 이미 능력이 있는. 

데 그걸 끄집어내주는 거죠.. . (한긍정, K_H-130305)

청소년 선수 코칭에 있어 이 같은 지도자의 조력자 역할은 청소년 선수의 운  

동기능의 향상 및 보완과정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과거 자신의 엘리트 선수로서 .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토대로 전문적 정보와 지식을 제공 지원 안내하여 청소년 , , 

선수 스스로 해결안을 모색하도록 돕는 일련의 역할행동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 

도자의 조력자 역할은 지도자 개인의 의지와 열정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청소‘ ’ 
년 선수의 특성과 그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가능해지게 된다.

제가 과거에 운동할 땐 무조건 등 금메달 위 동메달은 똥메달이( ) 1 , . 3 , 

라고 부르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예전 때처럼 못 가르쳐요 시대가 변. . 

했고 아이들이 변했으니까 체육에서 결과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 . 

과정이 훤히 보이는 데 아이들도 똑똑해졌고 이젠 그렇게 가르치면 . 

안돼요. 강인내( , K-M-130323)

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단순히 경기력 향상  

을 이끄는 주도자로 그치는 것이 아닌 청소년 선수가 한 사람으로서 내재한 가

능성을 현실로 바꾸어나가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활동은 교. 

육학적 지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그러한 지식에 대한 경험에 의한 것이며 

활동의 성격은 합리적이라기보다 감각적인 활동 즉 느끼는 활동에 의한 것으로 , 

볼 수 있다(Max van Manen, 1991).

실제 면담을 통해 만난 대부분의 감독교사와 전문코치들은 코칭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훈련장뿐만 아니라 훈련장 밖에서 역시 청소년 선수와의 교류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며 지도자와 청소년 선수 간 직 간접적인 학, , 

습 상황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라는 울타리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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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든 지도자의 영향력은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람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교육적 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과정에서 참여자의 변화다 한 감독은 최종목적은 기능적으로 뛰어난 선수를 양. 

성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인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이 학생들이 바람직하게 반드시 바람직하게 어떤 변화를 할 수 있게.. 

끔 끌어주는 일이죠 교권의 암묵적인 힘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 ( )

위해서는 강압적인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유유한 것도 되고 그런 힘, . 

들이 올바른 방향으로의 이끎 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런 ‘ ’

방법이 옳다고 생각해요. 유긍지( , K-H-130311)

 

나 좌절 요인. 

개인 요인  1) 
  

가 청소년 선수의 스포츠 인식 수준  ) 

학력이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입시는 청소년기의 중요과업으로 여겨진다 더  . 

욱이 대학입시는 인생경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입시를 

위한 학력 경쟁과 교육열은 비이상적인 교육풍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체육고등학. 

교 역시 학력지상적인 가치관과 입시경쟁을 피할 수 없는 곳으로 청소년 선수대

부분은 전문체육활동을 대학입시의 수단으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시즌 기록 필요해요 대학가야 하니까. . 조으뜸( , K-H_130408)

우리나라에서 공부 한다는 거 결국은 점수잖아요 대학 가려면 ‘ ’ , . 

필요한 점수 운동도 그래요 결과만 좋으면 원하는 데 갈 수 있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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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이기쁨( , K-H_130320)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결핍은 스포츠 활동을 단순 경쟁 활동으로 해석하는 한  

정된 시각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편향된 인식의 고착은 승리만을 최선의 가치로 . 

여기는 엘리트 체육의 사회구조적인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청소년 선수들이 

스포츠의 본질과 가치를 인식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 

박정준 은 스포츠 활동에서의 경쟁적이고 승리지향적인 상황이 강화될수록 (2011)

스포츠를 통한 교육적 효과는 점점 기대하기 어려워짐을 언급하였다.

여기 와서 배운 거 있어요 뼈저리게 제 친구들한테도 말하는 건데. . 

요 진짜 여긴 등 밖에 없더라고요, .. 1 . 박미소( , K-H_130320)

또한 운동을 잘해야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답하는 청소년 선수들 대부  ‘ ’
분은 전문체육에서의 결과중심적이고 승리지향적인 가치관을 부정하지만 현실적

으로는 그러한 분위기에 익숙해진 모습을 보이며 수동적인 태도로 전문체육활동

에 참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저에게 스포츠는 어차피 해야 하는 것 근데 생각하면 질리기도 하.. . 

고.. 조으뜸( , K-H_130408)

너무 힘들어요 운동이 힘든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참아야 하는 건데. . .. 

저는 돌아가면 절대 운동 한다고 하지 않을래요. 

손미래( , K-H_130420)

체육중 고등학교에서의 코칭 프로그램 활동경험이 청소년 선수 개인의 삶에서   ·

맛볼 수 있는 체육활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청소년 선수의 전문 활동이 . 

청소년기 일시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고 성인이 되어서도 생활체육으로의 연계를 

지향하는 장기적 선수 발달 관점에서 보았을 때 스포츠 가치에 대한 편협한 인

식은 한 개인의 정체성 형성의 결여뿐 만이 아니라 삶의 가치관에까지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는 데 문제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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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요인 2) 

가 코칭 지식 경험적 코칭 지식의 습득과 적용 ) – 
 

전문체육 지도자의 전문성은 과거의 선수경험과 전문체육 현장에서 오랜 시간   

축적되어온 코칭 경험에 따라 구분되곤 한다 다변적이고 복잡한 코칭 현장에서 .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니만큼 지도자의 코칭 경험은 지도자의 역량과 긴밀한 관

계를 갖게 된다 하지만 습득 및 세습된 인식을 바탕으로 모든 분별과 판단이 이. 

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하고 복잡한 코칭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를 규정

하는 데는 한계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한 문제에 대해 획일적인 방법. 

이나 절차의 적용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

에 과거 경험에 의존한 코칭 지식의 현장 적용은 완벽하게 규정 될 수 없다’ 
(Coté, Salmela, Trudel., & Baria, 1995).

기술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현재의 코칭 세태에선 지도자가 청소년에게 일방  

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치중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도자 간 운동 경험 또는 . 

현장 경험을 통한 실제적 지식을 탐색하는데 탐구적 교육방법은 선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활동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지도자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 

지식의 원천이 간과되곤 한다 현실적으로 이런 풍토에서 지도자 스스로 유용한 .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개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란 매우 어렵다 이, . 

러한 이유로 현자의 지도자들은 다변한 상황이 연출되는 코칭현장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즉각적인 코칭지식을 적용하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코. 

칭지식은 현장의 구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각기 다른 연령대와 성

별 특성 등의 청소년 선수에게 적용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게 되고 실제로 지도, , 

자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코치쌤 틀에 너무 맞춰서 보시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코치쌤이 옛날. 

에 엘리트 선수셨거든요 어긋나면 다 내 잘못이고 몸이 힘든 건 참. . 

을 수 있어요 근데 틀렸다 라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정신적. ‘ ’ .. 

으로 스트레스 받아요. 조으뜸( , K-H_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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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치 쌤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도 습관적으로 나온다는 게 .. 

무슨 말인지 알 것도 같아요 그냥 코치쌤 방식대로 하시는 거죠. . 

이기쁨( , K-H_130308)

아파도 그냥 하래요 괜찮다고 코치님은 그냥 옛날 분이세요 그래서 ( ) . . . 

훈련 할 때 윽박지르고 소리 높이고 그런 게 잦으시죠. 

(이전인, K-H_130311)

이에 최의창 은 경험에 의존하는 코칭의 기저는 코치 그 자신이기 때문에   (2012)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지도를 행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현장에서 . 

지도자가 자신의 경험 지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유용한 지식을 생산하려

면 그러한 경험이 가치 있는 지식의 원천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또한 지도자의 , . 

경험을 토대로 실제적 지식을 구성하는 성찰적 실천 능력의 배양이 교육활동에

서의 중요한 목표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능력의 배양이 현장 지도자. 

의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

는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교육현장에서 과거 경험에 의존한 코칭 지식에 의한 청소년 코  

칭은 결과적으로 다양한 능력과 소양을 갖춘 스포츠 인재를 길러내는 데에 한계

를 가진다 이에 최관용 외 인 은 한국의 스포츠 코치들은 선수를 지도할 . 2 (2008)

때에 선수 개인의 신체적 체력적 특성을 고려한 기술지도의 적용이나 긍정적 훈, 

련분위기의 조성 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코치 자신의 과거 선수생활 경험 위주

의 지도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담 내용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으로 지도자들 대부분은 과거 운동 경험을 통해 접했던 코치의 코칭 

방법을 토대로 청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코치는 이러. 

한 코칭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코칭 현장에

선 무의식중에 과거 자신의 경험을 답습하게 된다고 답하며 코칭에 대한 어려움

을 나타내었다.

 

내가 해왔던 데로 무의식적으로 나오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꾸 

잠재적으로 묻혀 있다가 나와요 과거에 내가 선수 생활 할 때 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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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 들었던 상처받았던 말들 그걸 똑같이 애한테 하게 되고 그러.., .. 

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아차 싶어서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 ‘ ’

고.. 조성실( , K-M-130308)

언젠가 한번 애들 시합 영상을 봤는데 어렸을 때 배웠던 코치가 나에

게 했던 말 행동 그런 거요 말투까지 고함소리 시합 때 페이스메이, . . , 

킹 해주던 소리 이런 것들이 저에게서 고스란히 나오더라고요 결국 , . 

모든 바탕은 내 경험인 거 에요 모델링이죠 과거 경험을 통한 어쨌. . . 

든 내가 한 경험이 가장 큰 거니까.. 강인내( , K-M-130312)

코칭 지식의 대부분은 지도자 본인의 경험으로 습득된 직접적인 경험 지식과   

다른 코치들의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간접경험지식으로 구분된다(Jones, 

이와 같이 코칭에서 일어나는 실천적 지식의 특성은 매Amour & Potrac, 2004). 

우 역동적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코칭이 이루어지는 환경과 훈련 상황에 맞게 코

칭 지식을 유연하게 변형하여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Cushion, Armour & Jones, 

2003; Jones, 2007).

  

나 코칭 태도 간접코칭에 의한 비교육적 코칭 태도  ) - 
  
  코칭 활동에서 지도자의 존재는 청소년 선수의 학습에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된다 특히 무의식 중 표현 전달되는 코치의 간접적인 행동들은 청소년 선수의 . ,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도자는 청소년 선수가 자신의 , . 

코칭을 통해 무엇을 얼마나 성취하는 가 와 같은 경기결과의 성취만큼 성취과정‘ , ’
을 위한 자신의 코칭의도와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홍애령 은 교육. (2013)

자는 그 존재자체로 교육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 교육과정 혹은 

매너로서 예의가 요청된다고 말하였다. 

더욱이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체육중학교의 청소년 선수들이 생각하는 교  ‘
육적인 지도자 는 본인들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아닌 자신의 혼’
란한 기분상태와 마음을 헤아려줄 수 있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지도. 

자의 격려 및 인정 성취감 칭찬 등과 같은 정서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보다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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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됨을 알 수 있었다.  

눈빛이라도 그냥 보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거 알아볼 수 있는 .. 

거 제가 운동선수도 하고 학생도 해야 하지만 감독님도 코치님도 우. ..

린 모두 사람이잖아요. 조으뜸( , K-H_130405)

코치쌤 얼굴이 화나서 화난 표정으로 말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말투( ) .. 

말투요 그런 말 듣고 나면 잘 못하겠어요. . 손미래( , K-H_130420)

지도자의 간접적 코칭은 코칭을 할 때에 드러나는 작은 손짓과 같은 행위 말  , 

투 눈빛 표정 태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교수행동은 비가시적인 특, , , . 

성을 가지며 학습자의 인성 형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은 학습상황에서 교수자의 간접적인 교수행  Schuitema, Dam & Veugelers(2008)

위는 교수자 본인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빈번하게 일어나며 학습자의 학, 

습은 이와 같이 의도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을 지적하였다 특히 무의식에 일어나게 되는 지도자의 행동을 통해 학습자는 도. 

덕적 가치들을 전달받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적 학습자의 도덕성 발달에게

까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어른이고 거울이 될 수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코치 선생님들이 ..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게 신체능력 향상을 주로 보다보니까 큰 소. 

리나오는 부분도 크기도 하고 아무래도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 어.. 

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까.. 조성실( , K-M-130308)

전문체육에서 코칭의 중요성에 대한 선행된 연구는 적지 않다 하지만 여전히   . 

어린 선수들을 동기화하는데 강한 훈련과 엄격한 규율을 강조하는 등 외적보상

을 통한 방법만이 추구되고 있다 코칭에 대한 이해는 코치 개인의 특성이나 행. 

동으로 정의되기보다 코칭 과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진 선행. 

된 코칭 연구의 대부분은 지도자와 선수 간 상호작용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유(

영설 외 구경주 효율적인 코칭의 정보 전달 이기천 등 코칭2, 2014; , 2013), ( , 2004) 

의 행동적 측면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코칭의 행동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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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다 이에 성창훈 외 인 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코칭의 일부 행동적. 2 (2004) , 

언어적 특성만을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언급하며 코칭의 광범위한 코칭행동, 

과 다양한 코칭영역을 포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너는 안 된다 여기까지만 하고 공부해라‘ ’, ‘ ’ 

아니 안 그래도 운동 힘들고 그런데 그것마저 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

니까 애가 하기 싫은 거 에요 공부도 하기 싫고 운동도 하기 싫고. ..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한마디 애들이 뭘 ? . . 

알겠냐는 거죠 등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여기 운동세계가 알려준 게 . 1

아니라 그렇게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배우는 것인지도 

몰라요. 김인성( , S-H_130314)

지도자의 주관적인 부정 인식에 의해 청소년 선수가 도전하는 데 있어 자신감  

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 

데 필요한 긍정적 정서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코칭태도, 

는 청소년에게 스트레스와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초래하여 사회 부적응과 같은 

행동양상이 나타나게 된다는데 문제점을 가진다. 

환경 요인  3) 

 
가 운영적 요소   ) - ‘실천과제와 운영의 괴리‘

  체육계열 중 고등학교는 엘리트 체육과 한국 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영위하·

기 위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보아도 과장이 아니다 지덕체 고른 . · ·

발달의 전문체육인을 지향하지만 사실상 전인교육의 목적은 뒤로 한 채 사회적 

요구에 따른 전문체육인 양성의 통로로 제한된다 이에 권민혁 은 대학의 . (2013)

학생선수 선발제도가 경기실적에만 치중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지도

자가 경기실적만으로 평가되는 현재의 시스템 개선이 우선 과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체육중 고등학교 코칭 프로그램 운영 환경은 청소년 선수들이 운동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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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념하도록 하는데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뛰어난 엘리트 선수 

양성에 적합하게 조성되어있다는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였다 이러. 

한 문제점은 형식적인 교과운영에서 보다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건이 현실이 어려워요 조별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주에 갔, . ..

더니 뭐 번이 번까지 애가 없고 다음 주에 가서 하려고 보면 2, 3 5 5

번까지는 들어왔는데 번 애부터 나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막 그10 . .

래서 그냥 수업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냥 들어가 앉아있는 거죠 저. .. 

는 생각이나 마음은 있는 데 실천이 잘 안 돼요. 

조성실( , K-M-130308)

특히 청소년 선수들 대부분은 체육고등학교에서 교과활동의 원활한 운영은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체육중 고등학. ·

교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체육활동을 중심으로 구성 운영되기 때문에 주지교과와 , 

같은 일반 교과 수업은 단순 수업 시수를 채우기 위한 형식적인 방법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는 데 문제점을 갖는다. 

시즌 때 시합 한 번 갔다 오면 또 모르는 거 하고 있고 계속 그게 , 

반복 반복이니까 포기에요. 박행복( , S-H_130408)

교과 운영에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은 청소년 선수들 간 교과 교류는 물론 상호   

간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체육 중 고등학교에서 하나의 . ·

반에 다양한 운동부 소속의 청소년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한 반의 구

성원들 모두가 한자리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참여. 

관찰을 통해 살펴보았던 체육 중 고등학교의 학급은 일반계 중 고등학교의 교실· ·

과는 매우 상이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드문드문 앉아있는 청소년 선수들 사이로 . 

주인을 찾지 못한 곳곳의 책상들은 교실의 정적과 어우러져 낯선 풍경을 보여주

고 있었는데 혹 교실 외 수업시간이라고 해도 의심치 않을 법한 교실상황에 비, 

추어 보았을 때 체육고등학교의 정상적인 수업 운영은 어려워보였다 한 청소년 . 

선수는 면담 중 같은 반이지만 한 학년을 마칠 때까지 교실에서 얼굴을 보지 못

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말하여 학교 내 교실 수업에서 또래와의 직접적인 관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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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애들이 다 다르잖아요 부별로 시합 나가고 이러면 막 진도도 뒤죽박. 

죽되고 그래서 여기가 학교라는 건 잘 알아요 조금 다른 학교죠. . .

조으뜸( , K-H_130305)

부는 야간 훈련 있고 오전에 외부 훈련 나가고 그래서 수업 거의 oo

안 들어오는데 같은 반이긴 한데 걔는 교실 말고 기숙사에서 만나는 .. 

게 빨라요 웃음( ). 손미래( , K-H_130304)   

체육중학교의 경우 학교설립 후 비교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고학년인 청소년 

선수들의 인식을 살펴보지 못한다는 참여 관찰 상 제한이 있었지만 체육중학교

에 진학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체육중학교 청소년 선수들의 경우 교과내용에 대한 

이해는 매우 양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상반되게 체육고등학교 . 

청소년 선수들의 학습 상태는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정상적인 교과 학습 참여에 ,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이전 또는 중학교 무렵부터 . 

운동을 전문으로 해온 체육고등학교 청소년 선수들의 경우 학습에 대한 필요와 

요구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새벽 운동 끝나고 수업되면 들어가긴 해요 그냥 수업은 들어가야 . .. 

하니까 조성실. ( , K-M-130308)

이러한 체육고등학교의 청소년 선수들은 수년 간 학습기회의 박탈에 의한 교  

과활동 결손이 누적되며 교육과정에 따른 순차적인 학습 과정을 밟아오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과활동 내용의 이해 및 방법의 적. 

용에 대해 큰 난관과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훈련 및 시합 출전. 

에 의한 학습 결손을 혼자 해결하는 청소년 선수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학교 

운영 및 지원 측면에서의 해결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저는 안 되서 힘들어 한 적은 없어요 실패한다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 

더 하면 되지 이런 생각 근데 이거 공부는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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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어떻게 넘겨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진짜 방법을 모르겠어요, .. . 

어떻게 하는지. 조으뜸( , K-H_130415)

나름대로 공부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가 제대로 한 건지 잘 모르겠어( )

요. 박미소( , K-H_130320)

제가 지금 공부를 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늦게 시작한다는 거 있잖. . 

아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다는 거요 그냥 서점가서 문제집이랑 참고. ..

서 사와서 다 처음부터 해요. 손미래( , K-H_130304)

최근 청소년 선수들에게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을 요구  

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전문체육인의 성공은 곧 경기 성과와 실적 이라는 , ‘ ’ 
사회문화적 분위기로 인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과 같은 교육 제도적인 장치는 · ‘ ’
임시방편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데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이. 

렇게 경직된 인식은 전문 체육 현장의 청소년 선수들 생각에 보다 깊게 자리 잡

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가진다 실제 살펴본 체육중 고등학교의 청소년 . ·

선수들은 전문체육활동 이외 다른 교육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전 사실 실적으로 대학 갈 수 있으니까 감쌤 감독 선생님 이 다친 애( ) .. ( )

들이나 운동 못하는 애들한텐 수업 열심히 들어가서 공부라도 하라고 

하긴 해요. 이전인( , K-H_130311)

체육고등학교의 경우 특수목적고이기에 앞서 엄연히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  

이 요구되지만 청소년 선수들에게 일반교과활동은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

로 여겨지며 암묵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운동 기능 및 실적이 . 

우수한 우수선수에게는 졸업 후 실업팀으로의 전향 혹은 특수전형에 따른 대학 

진학이라는 선택이 제시되기 때문에 일반교과활동을 통한 기본 소양으로의 충족

은 청소년 선수들에게 별 게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는데 문제점을 갖는다. 

또한 체육특성화중학교와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 두 곳 모두 교육과정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이 심화교과 전문실기 시간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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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이는 문서상 제시된 교육과정과 교육계획서는 교육기관임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수단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청소년 선수는 비합리적으로 . 

운영되고 있는 코칭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야간에 동아리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사실상 잘 돌아가지도 않고 교.. 

육과정을 바꿔야 가능한 일이라고 그게 너무 억울해서요.. . 

조으뜸( , K-H_130305)

여기선 어떤 부나 운동이 다 힘들지만 특히 저희 부가 실질적으로 운

동장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자는 시간 빼도. . 

이기쁨( , K-H_130308)

저희가 시 까지 전문선택 시간이에요 교시까지가 교과수업이고4 30 . 4 .. 

근데 운동을 하다보면 연장도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솔직히 운동시. 

간 길은 게 불만이 아니고요 다친 애들도 같이 묶여 있어야 해요 근. . 

데 더 싫은 건 운동하고 있는 애들 뒤치다꺼리 해야만 하고 혼란스.. 

러워요. 이전인( , K-H_130311)

수업 결손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형적인 청소년 선수로 구성된 운  

동부를 대상으로 주변 맥락과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의미를 분석한 김무

진 외 인 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운영되는 운동부 시스템에서의 청소년 1 (2012)

선수들의 학습권에 대한 주장은 강요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현

실이며 이러한 한계는 현실에서의 기존 청소년 선수를 위한 구조적인 환경과 교, 

육제도에 있음을 밝혔다. 

또 다른 운영적인 문제로 체육 중 고등학교에서 전문심화활동의 실제 운영을   ·

담당하는 전문코치의 처우에 대한 부분을 들 수 있다 전문코치의 경우 코칭 프. 

로그램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선수들의 생활

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체육중 고등학교에. ·

서 전문코치는 구성원으로서의 처우와 법적 지위가 매우 열악한 수준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전문코치의 비정규직 처우 문제는 학교 운영에 있어 . 

매번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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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다보면 한계에 자꾸 부딪혀요 인간적인 한계요 그만큼 어려워. . 

요 코칭도 사람 만드는 일인데 사회적으로 잣대가 너무 심해서 서럽.. 

기도 하고. (한긍정, K_H-130305)

전문코칭의 역량은 경기 실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코치에게 청소년 선수  

들의 경기력 향상은 최선의 목표로 설정되곤 한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 Galipeau 

는 스포츠의 성과위주 환경으로 인해 경기 실적에 따라 평가를 & Trudel((2005)

받게 되며 최악의 경우 해고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코치들, . 

은 의사결정에 있어 선수들과 상반되는 입장에 서 있더라도 경기 결과와 실적을 

위한 결정을 내리곤 하게 된다 면담에 응했던 전문코치 역시 청소년 선수들에게 . 

자신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인지하지만 현실적으로 훈련을 교육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기엔 현실과의 괴리가 크게 자리 잡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그냥 화살 꽂아주고 주워주고 가끔 목소리 높이고 나는 그냥 노동꾼. 

인 거 에요 코치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고 결과만 나오면 되니까. . .

김인성( , S-H_130314)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른다 특히 그 일에 타인의 미래가 달려있다면 그 책무  . 

감과 사명감은 그 무게를 더하게 된다 한 전문코치는 자신이 하는 일이 사람을 .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소년 선수 코칭에 큰 자부심을 가지지만 스, 

포츠 코치를 바라보는 주변의 색안경 낀 시선과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자

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자주 경험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전문 코치의 . 

열악한 현실과 불안정한 코칭 환경의 영향은 고스란히 청소년 선수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운동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 피드백 해주고 해야 하는 데 심적 체력.. , 

적으로 많이 한계가 와요 애들하고 하루 종일 씨름하는 거잖아요 정. . 

신적으로 많이 힘들죠 사실상 운동시간 이외에는 많이 봐줄 수 없죠.. ..

조성실( , K-M-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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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적 요소 한정된 프로그램의 내용) - ‘ ’

체육중 고등학교는 체육 전문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 특수목적 교육  · , 

기관이기에 전문체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코칭 프로그램은 보다 심화된 수준의 전

문훈련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학교의 모든 청소년 선수들이 동등한 운동 수준을 .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선수의 운동기능 수준에 따라 코칭 프

로그램에서의 활동경험을 달리 받아들이고 있었다 특히 입학 전 따로 운동 전문. 

화가 되지 못한 청소년 선수들은 전문심화활동에서 양적 질적으로 증감된 훈련, 

량과 반복되는 훈련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매일 같은 훈련 패. 

턴의 코칭 프로그램은 청소년 선수 스스로의 주체적인 행동에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체고 들어와서 기숙사생활 하니까 패턴이 똑같아서 수업 갔다가 운.. 

동가고 긴장 풀 여유가 없어요. 조으뜸( , K-H_130305)

답답해요 좀 다양한 활동들을 해봐야 하는데 너무 운동에만 갇혀있. 

는 거 같고. 이전인( , K-H_130311)

애들하고 같이 자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근데 쫌 질려요 이게 매일 . . 

똑같으니까. 박미소( , K-H_130309)

체육중 고등학교 청소년 선수들의 대부분은 학교 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

있다 교실과 훈련장 그리고 기숙사에서의 한정된 활동범위와 반복되는 훈련으로 . 

구성된 코칭 프로그램의 참여는 청소년 선수들의 무기력한 생활습관 형성에 영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흔히들 사고친다 고들 하죠 기숙사 생활은 답답하고 운동은 힘들‘ ’ . 

고 운동 말고도 다양한 경험이 필요해요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잖아. . 

요 강인내. ( , K-M-130323)

또한 한 감독 교사는 나이가 어린 체육중학교 청소년 선수들에게 교육기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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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제재와 규율에 반 하는 충동적인 행동이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말하며 ( )反

학교 환경에 제약된 코칭 프로그램 활동 이외에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통할 수 ,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요구됨을 언급하였다. 

다 풍토적 요소 엘리트 선수 지상주의) - ‘ ’

체육특목고가 중등교육기관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잃은 것은 불과 어제 오늘  

의 일만이 아니다 김선희 에 따르면 실제 엘리트스포츠에서 승리는 청소. (2009) ‘ ’
년 선수에게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이 되어주기 때문에 일간 행해지는 스

포츠 활동은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이기는 것만이 전부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실업팀의 지속적인 감소와 체육특. 

기자 선발이 축소되는 추세로 인해 대학입시의 문이 매우 좁아졌음에도 불구하

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비교하였을 때 체육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은 굉장히 높, 

은 편에 속한다 이에 유영설 외 인 은 체육고등학교 현장교사를 대상으로 . 1 (2012)

학교 운영 및 입시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며 오랜 시간 체육고등학

교 내 고착화된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청소년 선수 실적은 진로결. 

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는 것이 대학진학과 진

로 문제의 유일한 해결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억대 받는 선수여도 운동장 밖에서는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을 거 아

니냐 하는 말들 안타깝지만 한국에서는 대학 이름이 더 중요하니?’ .. 

까... 조으뜸( , K-H_130305)

이처럼 청소년 선수들의 경기실적만이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지도자의 최대역  

량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선수의 일반교과의 정상수업 이수는 불가

능 하다 이에 권민혁 은 이러한 학교 운동부의 묵인된 관행은 대학진학만. (2013)

이 목표인 청소년 선수들과 경기력이 우수한 학생들만을 선발하려는 대학 간 이

해타산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청소년 선수들이 성인으로서의 준. 

비가 이루어져야하는 공적교육기관인 학교와 이를 제도화하고 있는 교육제도 사

이에서 암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지도자와 청소년 선수 간 지배종속성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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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행으로 관용 내지 묵인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뭐라고 해야 하지 탁 터놓고 운동 성적 연연해하는 것들 성적 안 나. 

오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이기쁨( , K-H_130308)

체육계열 중등교육기관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행 제도적으로 지원에 응당 하는   ·

실적 성과를 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 운영방향으로 인해 청소. 

년 선수의 학습권과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묵시되는 수준에 머물뿐만 아니

라 경기력 향상에 중점을 둔 훈련 중심의 코칭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 선수의 목적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의 이견과 갈등의 . 

기저에는 맹목적인 승리지상주의 결과중심주의와 같은 그릇된 사회풍토가 짙게 , 

깔려 있다는 데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코칭 방안4. 

 앞서 장에서는 체육중 고등학교에서의 코칭 프로그램이 청소년 선수들의  2, 3 ·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는 하는 요, 

인과 저해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청소년 선수들에게 코칭 프로그램에서. 

의 전문체육활동 운동 상황 운동 상황에서의 인적자원들과의 상호관계는 다양한 , 

사회적 상황을 연출하는 장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접근으로 교육적인 코칭 방안에 대한 탐색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탐색은 실제 . 

전문체육 현장의 지도자와 청소년 선수들의 목소리를 통해 도출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청소년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 프로그램 내 외적 문제점의 예, 

방 및 개선에 머무를 뿐 만 아니라 전문체육활동을 통해 청소년 선수들이 경험 

및 습득 할 수 있는 성장 경험을 보다 촉진하고 나은 차원으로 이끌어 내도록 , 

한다는 데 그 목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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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5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코칭 방안] 

  

가 광의적 차원 운동소양 함양을 통한 전문체육 인재 양성. : 

목표  1) 

작년 같은 경우엔 정원 미달이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나라 엘( ) . 

리트 체육시스템이 피라미드 형식이 되어야 저변이 되어야 하는데 .. 

그게 받혀주질 않으니까 근데 지금 현실은 피라미드는커녕 일자형이. 

에요 중간에 다른 길로 갈 수 없는 변화 혁신 말하지만 현. ..‘ ’, ‘ ’ 

실은 같은 방식 같은 주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 

유긍지( , K-H-130311)

한 감독교사와의 대화 중 언급된 청소년 선수 피라미드 모델은 유청소년의 스  ·

포츠 참여를 권장하여 청소년 선수 인력풀에 대한 기본 토대를 확장하고자 한다

는 데 목적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상위 단계에 이를수록 높은 운동수. 

행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피라미드의 상위체계에는 극히 소수의 청소년 선수

들로만 구성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서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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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체육중 고등학교가 전문체육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 ·

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성 운영되고 있는 코칭 프로그램은 운동 , 

기량 및 기술에 탁월한 운동기능인 선발 혹은 계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전문체육이 갖는 특수성에 의해 선발된 소수의 청소년 선수들에겐 기능  

과 경기력 향상이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 

만 그로 인해 지덕체가 고르게 발달된 전인체육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는 언제

까지나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비현실적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전문체육인이란 운동 기능에만 탁월한 전문운동선수만을 함축하는 용어가 아  

니다 훗날 전문체육을 운영하고 구성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체. 

육인재로서의 역할이 요구 기대되는 것이다 이에 체육중 고등학교에서의 전문체, . ·

육인 교육은 전문체육 영역에서의 운동기능인 양성만을 위한 것일 뿐만이 아닌, 

미래의 전문체육을 구성 운영토록 하는 전문체육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야 한다. 

이러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체육을 운동기능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 

을 넘어 다양한 접근에서 보다 심화된 형태로의 체육인재 양성의 구체적인 목표

가 설정되어야 한다 도식화된 구체적인 교육목표는 다음 그림 과 같다.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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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6 전문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목표] 

전문체육 인재 양성 교육을 위한 목표는 청소년 선수의 개인적 측면 전문적   ,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측면에서 전문체육 인재 , . , 

양성은 전문체육 활동을 통해 청소년 선수 개개인이 가진 발달 자산 역량을 함

양하도록 한다는 데 교육목적을 가진다 둘째 전문적 측면은 지도자 청소년 선수 . , -

간 코칭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활동으로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칭은 단순히 운동기능 및 기술을 일회성으. 

로 전달 습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코칭을 통합된 교육활동으로서 이해하려, 

는 지도자의 지속적인 현장 코칭 연구와 탐구가 필요하다.  

이에 김병진 은 학교 안에서의 학습은 지도자의 의지에 의해 시행되는 것  (2005)

이라고 강조하며 실천이 부족한 학교현장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진 누구가의 주, 

도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청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요구되고 필요 되어야 . 

하는 학습에 대한 제도적 방법론적인 접근만을 취해왔던 다소 맹목적인 초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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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실제적인 접근으로서 학교 관계자의 실천 의지에 대한 

현실적인 자각이 요구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 측면에서는 전문체육 문화에 .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전문체육 현장에서의 역할과 가치를 폭넓게 바라보아 궁극

적으로 전문체육에서의 사회 공헌활동을 지향하도록 한다. 

 

  내용2) 

실제 코칭 프로그램에서 코칭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전문코치의 대부분은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고 있었지만 청소년 선수의 , 

학부모와 감독교사는 청소년 선수의 운동실적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짙게 깔린 학력지상주위 승리지상주위 등 결과에 편, 

향되어있는 교육풍토로 인해 교육의 과정 즉 청소년 선수의 발달 과정에 주목 

하기보다 전문 운동선수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경

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편향된 인식의 문제점은 첫째 청소. , 

년 선수의 이해가 전제되지 않았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을 가지며 둘째 입시와 , 

경기실적 외엔 청소년 선수의 내면적인 성장과 성숙은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교육 계획서 및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살펴본 청소년 선수의 인  

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실천은 매우 미흡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교육 현장에서의 형식적인 제도적 운영은 마치 열악한 교육 환경과 맞물

리지 않는 톱니바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현장과 기존 대책 및 제도와의 . 

현실성에 대한 간극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여기 와서 운동만 시키면 안 된다는 거 에요 선수 생명이 긴 게 아( ) . 

니에요 고등학교 년 평생을 봤을 때 짧은 기간인데 그 년이 이 . 3 .. . 3 .. 

공부라는 게 다른 의미인거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 

철학적이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 줄 수 있게 하는 공부가 필요한 거

지. 김인성( , K-H-130311)

  

이는 한 사람의 기본적 능력과 자질을 이루는 소양에 대한 요구로 지금껏 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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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육 영역에서의 표면적이고 일차적인 학습에서 나아가 보다 심화된 형태로의 

학습이 요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최의창 은 운동소양스포츠 소양. (2014) ( , 

을 언급하며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운동에 관한 지식 그리고 sport literacy) , 

운동을 대하는 태도적 측면들을 포함하는 종합적 자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

였다 즉 운동소양은 운동에 관한 지식과 기능 그리고 태도의 전 측면을 포괄적. , 

으로 다루는 개념으로 청소년 선수의 지덕체 통합을 가장 온전한 상태로 지향한

다는 데 교육적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운동소양의 함양은 운동을 기능적으로 잘 하는 것과는 별개로 운동 세  ‘
계에 대한 풍부한 이해 와 삶의 영역에서의 전이와 연계에 밀접한 관련을 가진’ ‘ ’
다 청소년 선수는 자신의 특정 운동종목 혹은 또 다른 스포츠 활동을 바탕으로 . 

하는 역사를 이해하고 문학 예술 작품 등과 같은 인문학적 지식을 습득하여 운, 

동 세계에 보다 심층적으로 나가가도록 한다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

다.    

  

그림 [ 17 운동소양 함양을 위한 전문체육 간접체험활동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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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3) 

본 연구에서의 체육중 고등학교 개교는 모두 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창의적   · 4

체험활동의 시수를 할당하여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

다 일부 체육중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에 의해 전문훈련 외에 인 종목 스포츠 . 1 1

활동 독서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도 있었지만 이러, ·

한 활동 내용의 대부분은 한정된 공간에서 간헐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전문훈

련시간 외에 코칭 프로그램의 건설적인 시간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경직된 교육과정의 운영 공급자 위주의 교과 편성. ‘ ’, ‘ ’, 
창의적 체험활동의 형식적 운영 을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실제적인 코칭 프로그‘ ’
램 설정이 요구된다.

 

그림 [ 18 직접체험활동을 통한 운동기능 학습 ] 

  

이러한 교육경험은 청소년 선수 개인의 운동경험을 자신의 삶과 일치하고 연  

계하도록 하는 데 반성하고 내면을 성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최의창. 

은 코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방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2013)

다고 언급하며 지도자의 시범과 설명을 통한 신체활동에 한정되는 훈련에 그치, 

지 않고 다양한 통로로의 운동습득이 요구된다고 말하였다 이는 기능적으로 운. 

동을 잘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운동을 보다 총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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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함양토록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 19 간접체험활동을 통한 운동소양 학습] 

또한 다양한 체험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교육내용의 전달 방법으로 청소  

년 선수에게 전달된 내용이 그들의 삶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프. 

로그램 방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문체육과정에서 보이는 지도자의 결정

과 계획을 전달받는 구조의 수직적인 수통과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청소년 

선수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여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청소년 선수의 주체적이, 

고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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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의적 차원 전문체육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이정표. : 

지도자 간 지식나눔 공동 커뮤니티 형성   1) 

개인의 철학은 곧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방향성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원리 원칙에 의해 성을 부지런히 쌓아 올리다보면 성 , 

밖의 풍경은 알아챌 수 없는 본인만의 울타리에 갇히게 된다 물론 경험적 맥락. 

에서 보았을 때 현장의 실전경험을 통해 축적되어온 코칭 지식과 코칭 기술은 

코칭 전문성의 원천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코치의 전문성은 반드시 과거 선수로. 

서의 성공경험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없다 필요충족조건은 될 수 있지만 필수조. 

건으로서 코치의 전문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우수선수였다고 우수코치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등이 있으면 꼴찌. 1

가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그 당연히 를 인정 못하는 거죠 꼴찌를 . ‘ ’ . 

이해 못하는 거 에요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하는 아이만 이해하. . 

고 못하는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데 어떻게 팀 전체를 이끌고 가

겠어요 일단 가르치는 일엔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 

그러면 제일 먼저 말이 곱게 안 나오죠 웃음..( ) 

강인내( , K-M-130312)

운동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손에 쥘 수 있는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 짠하게 무언가 있어요 진짜로 나는 단언하는데 해보지 않은 사. , 

람은 그 무언가 를 전달해 줄 수 없어요 굳이 말이라는 것으로 ‘ ’ . 

표현하면 일종의 성취감인데 내가 운동할 때의 성취감과는 또 다른 

것이고 또 다시 아이에게 힘으로 전달해 줄 수가 있죠 물론 이런 것.. . 

들이 굳이 성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못했던 . 

애가 어쨌든 나를 만나서 어떻게 해 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한긍정, K_H-130305)

과거 운동 기능적으로 우수한 선수 경력을 가졌어도 그러한 경력이 좋은 지도  

자가 되는 자격 요건을 뒷받침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한 감독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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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을 하는 데 있어 청소년 선수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이는 은 선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코치의 . Ramsden & Entwistle(1981)

의무는 무엇보다 지도자 청소년 선수의 목표와 개인의 이해 사이의 간격을 줄이-

는 것이라는 의견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코치교육의 질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코치가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고  , 

습득된 지식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런 과정이 코치의 ,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조욱상(Nash & Collins, 2006; , 

이에 은 어떤 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공적2013). Schon(1983)

인 교육을 통한 이론적이고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획득한 

실천적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에는 이론적 지식만을 전문적 지식으로 보는 . 

경향이 강하였으나 가치 있는 전문가의 지식이란 이론과 실천이 구별되지 않고 , 

연구하는 사람과 실천하는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 실천적 지식임을 의미하는 것‘ ’
이다.

이러한 실천적 지식은 구성원 간의 지식 나눔과 공유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지도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생각과 감정의 공유를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성찰 과정은 코칭 환경에서 일어난 혹은 일. 

어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료 지도자들과 분

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코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결론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식의 형성은 미래 교육행위에 대한 방. 

향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내 외 연계를 통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의 활성화  2) · -

소통은 청소년 선수의 내면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더  . 

욱이 우리나라 전문체육 특유의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강조되는 공동

체문화는 지도자와 청소년 선수 간 소통방식의 일방적 수직적 폐쇄적인 관계특, , 

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형성된 독특한 문화로 인해 청, 

소년 선수들의 개인적인 사고와 감정 표현을 수용하는 일에 다소 무심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더욱이 규정된 사회적 규범으로 인해 적절한 방법으로 표출되지 못. 

하고 억압되고 누적된 감정은 청소년 선수의 주체성 상실 정서 및 정신적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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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데 문제점을 가진다. 

소통의 부재는 지도자와 청소년 선수 간의 문제는 아니었다 체육 중 고등학교  . ·

에서의 코칭 프로그램 대부분은 운동부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운영으로 인. 

해 일반교과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범주에서도 또래 간 상호작용은 미비한 수

준이었다 한 청소년 선수는 다른 부 또래들과 서로 안면만 있을 뿐 별 다른 소. 

통은 없다고 답하며 다양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이에 . 

청소년 선수의 사회적 역량함양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추

측할 수 있다. 

다른 부와 친한 친구요 친한 것보단 알긴 알죠 근데 부 생활이 중? .. . 

심이니까. 박행복( , S-H_130309)

은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관련하여 청소년 선수의 스포츠 활동에  Holt(2008)

서 가장 의미 있는 측면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게 됨을 밝히며 

청소년 선수와 또래들과의 관계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훈련 및 게임 상황에서의 .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장은 팀원 간 서로를 대하는 방법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 

방법의 습득 등은 스포츠 상황의 내적 외적으로 청소년 선수의 사회성 발달에 ,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뭐 저랑 별로 관계없는 사람.. . 손미래( , K-H_130420)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억울할 때 동기들하고 얘기하고 끝 상담하는. 

데 있을 껄요 애들도 안가요? ? . 박행복( , S-H_130408)

체육중 고등학교 내 상담소와 상담교사가 배치되어있었지만 이는 형식적인 수  ·

준에 그칠 뿐 청소년 선수들은 대부분은 학교 내 운영되고 있는 상담소와 상담

부의 존재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다 설사 알고 있다하더라도 방문에 대한 의사는 . 

꺼려진다는 다수의 의견들로 학교 어른과의 상담 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 ’
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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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막상 그 뭐라고 해야 하지 탁 터.. . 

놓고 말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곳, . 조으뜸( , K-H_130415)

명쾌한 자기표현 역시 하나의 자기 역량으로 인정받는 현 사회에서 운동을 하  

는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이상 감정을 누르고 지내왔던 것이 지난 시간을 돌

아보아 가장 억울한 부분이었다는 한 코치는 전문체육 문화에서 선수의 암묵적

인 수용은 무엇보다 그릇된 문화의 되 물림임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왜곡된 인. 

식은 청소년 선수를 단순히 교육이 요구되는 미성숙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 20 또래 간 멘토 멘티 활동 프로그램] -

청소년 선수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며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교육기관 내 소통의 창에 대한 문제였다 교실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실제 청. 

소년 선수들은 또래 층과의 교류는 전혀 없는 상황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공유가 전혀 만무한 실정이었는데 대부분의 청소년 선수들은 이러한 부분

을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데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기관 내 또래 간 멘토 멘티 대학 교육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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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특히 대학과 현- . 

장의 협력은 이론과 실제적 지식 습득에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되어줄 것을 기대

한다. 

지자체와의 결연을 통한 사회 문화 학습체험 프로그램3) , 

체육특수목적 중 고등학교의 청소년 선수들의 경우 스포츠 활동에 대한 직접적  ·

으로 경험하며 자신들의 삶의 반 이상이 스포츠 활동을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에

게 스포츠에 대한 올바른 본질 가치에 대한 이해는 물론 경험습득은 전혀 만무, 

한 현실이다 하지만 전문체육 영역의 청소년 선수들 역시 일반 또래들과 마찬가. 

지로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밖에 애들 다른 애들 얘기 들을 때마다 더 절망적이 되는 것 같아요, . 

갇혀있는 기분 선생님들한테 갇혀있고 이게 아니라 기숙사는 들어가? 

야 하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전혀 기회가 없고.. 

이기쁨( , K-H_130320)

청소년 선수의 성장 경험은 특정 환경에서 습득된 학습일지라도 삶의 전반적  

인 부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삶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 

청소년 선수의 성장과 환경의 조화는 유기적인이고 연계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지자체와의 결연을 통해 신체 기능과 기량 향상만을 위한 훈련 . 

중심 코칭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청소년 선수 교류의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조성

하고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경험은 청소년 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 , 

운동영역에 한정짓지 않고 보다 넒은 분야로의 적용 및 확장이 가능토록 한다는 

데 목적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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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21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사회 문화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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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 Ⅴ

결론1.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코칭 방안 탐색  

과 함께 코칭 활동에 내재적으로 담겨져 있는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본다

는 데 보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도권 중심에 위치한 . 

체육특성화중학교 개교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 개교 총 개교를 선정 년 2 , 2 4 , 2012

월부터 년 월 말까지 약 년 개월 간 진행되었다 사전 연구로 국외 청소3 2013 4 1 2 . 

년 선수 코칭 관련 연구 국내 체육중 고등학교 관련 문헌자료 수집 및 분석이 - , ·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참여관찰 및 심층 면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각기 다른 개의 운동부 코칭 프로그램의 참여 관찰이 이루어졌6

고 코칭 프로그램을 지도하는 감독교사와 전문코치 명과 명의 청소년 선수를 , 5 6

대상으로 반구조화 비구조화된 심도 있는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 . 

자료들은 귀납적 내용분석방법에 의해 범주화 과정을 거쳤고 자료의 진실성을 , 

높이기 위항 동료 간 협의 구성원 간 검토 동료 간 협의 삼각 검증을 활용하였, , , 

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는 코칭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현황 분석이 수도권 중심 . 

소재에 위치한 교육기관만을 선정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육적 코칭 방안 적

용에 대한 일반화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연구에 대한 결론은 연구문제에 따라 체육중 고등학교 코칭 프로그램의 구성   ·

및 운영 현황 코칭 프로그램이 청소년 선수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선수, , 

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적 코칭 방안으로 분류하여 요약 한, 

다.

첫째 체육중 고등학교의 코칭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 ·

체육특성화중학교의 코칭 프로그램의 구성은 교육과정 편제 상 교과 군 에서 전( )

문선택 시간과 창의적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교스( , , , , 

포츠클럽 중 학교스포츠클럽 시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 . 

일반 중학교와의 교과 편성을 비교하였을 때 특성화 학교에 대한 특색이 부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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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특성화 학교로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

하는 교과 과정에 편성에 대한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교과과정 편성 외 . 

학교장 재량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활동의 경우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학교

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발

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일부 기초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 

문프로그램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들이 신체활동 측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편제 상 일반교과 전문교과 창의적   , , 

체험활동 가운데 전문심화교과 전공실기 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실시되( )

고 있었는데 실제 코칭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심화교과 시간 외에도 운동부 별 , 

재량에 의해 창의적체험활동과 방과 후 수업 시간을 통해 전문훈련 보충시간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교과의 경우 공통 기준 시수에 맞게 . 

배정되어있지만 이러한 일반교과 운영 및 배정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비교하였을 , 

때 매우 적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상 배정 인원. 

의 제한에 의해 일반교과 교사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러

한 이유로 실제 일반 교과 수업 시수를 증감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체육중 고등학교에서의 코칭 프로그램이 청소년 선수의 발달에 미치는   , ·

영향으로 이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범주화되었다 긍정적 영향은 나. ‘
에 대한 이해 자기통제 감정조절 생활관리 타인에 대한 배려 및 이타성 공’, ‘ ( , )’, ‘ ’, ‘
동체 의식 함양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 선수가 코칭 프로그램 ’ . 

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경험함으로서 개인의 인격형성과 사회 규범

의 자기체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청소년 선. 

수의 전문체육활동이 청소년기 발달 자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것으로 체육, ·

중고등학교에서의 코칭 프로그램의 구조화되고 조직화된 전문체육 활동이 청소

년 선수들의 외적 및 내적 성장발달 자산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코칭 프로그램에 의해 형성된 청소년 선수들의 자아에 대한 의식은 매우   , 

낮은 수준으로 자아존중감의 결여 감정 및 정서표현의 어려움 전문운동선수 ‘ ’, ‘ ’, ‘
삶에 대한 불안 무기력에 의한 학교 부적응으로 인해 청소년 선수의 내적성장 ’, ‘ ’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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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의식의 형성은 주로 교육기관에서의 사회적 가치 및 규범과 청소년 선

수 주변의 의미 있는 타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선수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행동과 긴밀한 관련성을 , 

갖고 있기 때문에 낮은 자기평가는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에 매우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무기력감 비행이나 일탈행동 등 위험행동에 노출 될 가능성이 , 

높아지게 된다는데 문제점을 가진다. 

셋째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 ,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는 성장요인 과 긍정적 발달을 저해하는 좌절요인 으로 ‘ ’ ‘ ’ 
구분되었다 먼저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는 성장요인은 청소년 선. 

수의 개인요소와 지도자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청소. 

년 선수의 스포츠 재능 청소년 선수의 스포츠 인식 수준과 같은 개인요소는 전, 

문체육활동의 흥미유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선수의 자존감과 사회

적 관계 형성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 요소는 청소년 . 

선수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적요소로 지도· 

자와 청소년 선수 간 긴밀한 상호작용은 청소년 선수가 스포츠 활동을 내면화하

는 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적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저해하는 좌절요인으로는 개인요소 지도자 요  , 

소 환경요소로 구분되었으며 개인요소의 경우 전문체육활동을 입시의 수단으로 , , 

여기는 등 전문체육활동에 대한 청소년 선수의 한정적이고 고정된 인식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지도자 요소의 경우 과거 경험에 의존한 코칭 지식 적용의 한계와 . 

지도자의 무의식에 기반 하여 나타나는 간접코칭에 의한 비교육적 코칭태도로 

인해 청소년 선수에게 스트레스와 우울 등 부정적 정서를 초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요소는 운동 기능적으로 뛰어난 전문체. 

육인 양성 통로로 제한되는 코칭 프로그램의 운영적 측면 내용적 측면 풍토적 , , 

측면으로 구분되었다. 

넷째 교육적인 코칭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은 청소년 선수의 개인적 측면  , , 

전문적 측면 사회적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개인적 측면에서 전문체육 인, , 

재 양성은 전문체육 활동을 통해 청소년 선수 개개인이 가진 발달 자산 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는 데 교육목적을 가진다 전문적 측면은 지도자 청소년 선수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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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칭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또한 코칭을 단순히 운동기능 및 기술을 일회성으로 전달 습득하. , 

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닌 통합된 교육활동으로서 이해하려는 지도자의 지속적인 

현장 코칭 연구와 탐구가 필요하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청소년 선수의 역할과 가. 

치를 폭넓게 바라보고 미래 전문체육 현장의 유능한 구성원으로서 사회공헌활동

을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협의적 차원으로의 접근은 전문체육 인재양성 총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  

양한 방법적 운영 안들로 교육적 코칭을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현장에서 실제 적, 

용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들의 구성으로 지도자 간 지식나눔 공동 커뮤니티 

형성 학교 내 외 연계를 통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의 활성화 지자체와의 결연을 , · - , 

통한 사회문화 학습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 

지도자 간 지식나눔 공동 커뮤니티 형성은 지도자가 코칭 환경에서 일어난 혹  

은 일어나고 있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료 지도자들, 

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지식나눔 공동 커뮤니티의 형성은 지도자 스스로 성찰적 태도를 .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청소년 선수 대상의 티칭 코칭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한 지, 

도자의 전문적 지식의 습득은 물론 지도자의 스스로 자기계발 동기부여에 대한 , 

기회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지식의 형성은 미래 교육행위에 대한 방. 

향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학교 내 외 연계를 통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청소년 선수의 내면   · -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일부 체육중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지만 유명무·

실한 상담소와 상담교사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대안책이라고 볼 수 있다 또래 . 

간 멘토 멘티 설정은 특수한 환경에서 또래들만이 겪을 수 있는 고충에 대한 소-

통장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학 교육기관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멘토. 

멘티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과 현장의 협력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이는 티칭 코- -

칭 이론과 실제적 지식 습득을 하는 데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되어줄 것으로 기

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와의 결연을 통한 사회문화 학습 체험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

의 관심을 바탕으로 청소년 기관과 교육기관이 상보적인 위치에서 서로의 구심

점 역할 맡게 된다 더욱이 배움의 실천과 체험활동 은 청소년기 역량 함양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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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핵심적인 교육활동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과 같은 · , 

청소년 선수의 자질 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사회봉사 등의 활동을 위해 배움, , , 

을 실천하도록 한다. 

 

제언 2. 

체육특성화중학교와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는 체육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  

을 위해 설립 된 중등교육기관으로서 전문 체육인 육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근간하여 세계무대에서의 탁월한 역량을 가진 어린 스포. 

츠 스타들이 배출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가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그 입지를 굳, 

건히 해 나아가는 데 큰 일조를 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선수 역시 일반 청소. 

년과 마찬가지로 개별역량의 발달 정체성 확립 개인적 신념의 갈등 대인관계 , , , 

발달 등 일반적인 발달과제에 부딪혀있는 청소년기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한 관심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된 교육적 코칭 방안. 

으로서 전문체육교육이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적용가능한 해결, 

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더욱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다.      

  첫째 전문체육교육에서의 교육목표 설정에 대한 재탐색이 요구된다, . 현재 국 

내 체육계열 특수목적 중등교육기관은 년 현재 중등학교 개교 고등학교 2015 11 , 

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많은 교육기관이 중 고등학교를 함께 운영 중 인 것을 15 . ·

살펴보았을 때 체육특성화중학교와 체육특수목적고등학교 간 교육과정과 교육목

표의 실천에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또한 체육특성화중학교와 체육특수. 

목적고등학교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설림 된 중등교육기관으로

서 특성화된 운영방안의 속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는 교육 환경 특수성에 . 

부합하는 실천과제의 가능성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실천 지침이 포함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특히 유영설 외 인 은 체육고등학교의 청소년 선수 특성을 . 1 (2013)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문체육활동이 중점으로 이루, 

어지고 있는 체육특수목적교육기관이지만 일반계열고등학교로 분류되어있어 교

육과정 및 교과서 선택 등 교과운영에 있어 자율성의 제한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체육고등학교교육과정 대상의 접근과 목적설정의 불분명한 구분은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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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영향력 없다 이에 교육 목표에 부합하는 현실가능하고 체계적인 교육 목표. 

와 실천과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인성함양 및 전문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목 편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체육중 고등학교 재학 중 혹은 청소년 선수 시점의 예기치 못한 부상 실적· , 

저하에 따른 중도탈락에 대한 대안적인 코칭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전무한 실

정으로 전문체육교육의 목표를 인성함양 및 전인교육 측면에서도 확장하여 제시

한다면 교육과정 구성 및 교과목 편성 역시 보완되고 개선 될 수 있을 것으로 , 

기대한다. 

  셋째 다양한 접근 및 방법을 통한 코칭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 현재 청, 

소년 선수들이 경험하는 코칭 프로그램의 구성은 모두 운동기능 및 기량 증진만

을 위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체육중 고등학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 ·

모든 청소년 선수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지만 코칭 프로그램 외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전무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전문체육활동이 일반 체육활동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기에 보다 많. 

은 시간의 체육활동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경기와 실적만을 , 

위한 전문체육활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운동부의 체계적인 . 

코칭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프로그램 등과 함꼐 연계되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체육 지도자의 교육적 활동에 대한 인식이 촉구된다, . 체육 특

수 분야의 전문적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환경이라지만 교육의 대상은 청

소년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인 변화로의 전환과 전이를 촉

진시키는데 그 무엇보다 지도자에게 그 책임과 역할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명확

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체육 현장의 현 주소를 살펴보며 승리지상주위만을 지향하는   

사회와 그러한 구조적 결함에서 비롯된 청소년 선수들의 삶과 정체성의 혼란 및 

유실 학습권의 상실 등의 문제를 언급하곤 한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과 문화를 , . 

형성하는 것 또한 인적 요소에 의한 것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에. 

서 살펴볼 수 있었듯이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는 성장요인과 저해

하는 좌절요인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개인 요소와 지도자 요소는 전문체육현장

의 중심에 있는 인적 요소로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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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요소에 의한 영향과 결과는 사람의 생각 또는 행동 등에 기인하여 복합  

적이고 다변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특성을 갖는다 즉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 , . , 

등 상호관계의 중요성이 보다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코칭 환경에서 지도자와 청소년 선수 모두 교육적 주체로서 위치한다 이는 능  . 

동적인 태도로 서로 간 배움의 상생 작용을 통해 교육활동을 전개시켜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보다 더 나은 전문체육교육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연구 행. , 

정 지원자들의 노력과 함께 변화를 위한 현장 지도자들의 의지가 더해진다면 보

다 우리나라 전문체육의 전반적인 영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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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심층면담 안내서[ 1] 

심층면담 안내서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석사과정에서 스포츠교육 및 코칭교육을 관심분야로 두? 

고 연구진행 중에 있는 조아라 입니다 먼저 소중한 시간 면담에 응해주신 것에 대. , 

하여 감사 인사 전해드리겠습니다 면담에 앞서 본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 

겠습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코칭방안 탐색이라. ‘ ’
는 주제로 현재 석사학위논문에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 목적으로는 체육중등학교에서 청소년 선수의 교육 및 코칭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며 현 코칭, 

활동에 내재적으로 담겨져 있는 교육적 가치와 의미를 탐색해보는데 있습니다 따라. 

서 본 면담의 면담자는 국내 특수목적 중 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

이루고 계신 교육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선생님께서 걸어오신 교육자의 . 

길을 통해 쌓아온 경험을 담을 수 있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라며 면담 내용 및 구성, 

은 아래의 표와 함께 첨부하오니 확인 및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공유해주신 좋은 의견들은 모두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 ※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하여 면담 중 원치 않는 면담 내. 

용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비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 및 . 

그 밖의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선생님의 배려와 협조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교육학 
연구자 조 아 라: 

전화 : 010-0000-0000/ E-mail :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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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심층면담 동의서 [ 2]  

연구제목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코칭방안 탐색 

연구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스포츠교육학전공 석사과정 

조아라

본 면담은 특수목적 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이루고 계신 교육자를 ·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함께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코칭방안 탐색을 , ‘ ’
위한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본 연구 목적으로는 체육중등학교에서 청소년 선수의 교. 

육 및 코칭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 선수 코칭의 문제, 

점을 도출하고 교육적 코칭방안을 탐색하는데 있게 됩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년 . 2013 4

월 말 서울대학교에서 논문 및 발표 형식으로 발표되며 연구를 위한 자료는 오직 연구목

적으로만 사용됨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자세한 사항 및 그 밖의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청소년 선수의 긍정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코칭 방안 탐색 체육특수목적 중 고등- ·

학교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하는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셨습니다- .

2. 연구 참여자와 기관 및 학교명은 모두 가명 처리될 것입니다. 

3. 본 연구의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언제, 

든지 참여 중단 및 거절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4. 연구를 위한 면담 내용은 녹취 및 문서 저장될 것이며 수집된 모든 자료들은 오, 

직 연구목적으로 사용됩니다.

5. 참여자는 면담 내용 중 원치 않는 부분의 녹취 및 문서 저장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습니다.

6. 참여자는 면담의 내용과 연구 결과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집니다. 

  이에 본인은 본 동의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하였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2013 

  연 구 자 서명:        ( )

연 구 참 여 자 서명:        ( )

서울대학교 스포츠교육학 
연구자 조 아 라: 

전화 : 010-0000-0000/ E-mail :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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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청소년 선수 면담지[ 3] 

면담 내용 구성< >

기본인적사항 청소년 선수1. : 

면담질문 구성 내용2. 

면담 질문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 및 조정될 , ※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J

구 분 내 용

배경

코치 및 코칭 경험

§ 체육 혹은 스포츠에 대한 과거 경험
§ 체육 전공 결정시기 및 기간

§ 시합 출전 입상 여부, 
§ 학창시절 훈련과 코칭경험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
§ 티칭 및 코칭 경험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긍 부( / )

교수관

§ 티칭 혹은 코칭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혹은 자격
§ 본인의 스포츠 활동에서 경험한 혹은 생각하는 교육적인 코치의 특징과 요소( ) 
§ 특정스포츠종목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의 필요성, , 
§ 청소년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에서의 지식 기능 태도의 필요성, , 

§ 스포츠란?
§ 코칭이란? 

상황
§ 현 특수목적 중등기관에서의 청소년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티칭과 코칭의 문제점
§ 코치 및 감독과의 상호관계 과정 문제점- , 

상호작용
§ 코칭철학 
§ 코칭지식
§ 환경적 요소 학교 부모와의 상호관계- / 

구분 이름 성
별

연
령 재학상태 운동종목 수상 경력

우수 비우수( - ) 선수 경력

예시 OOO 남 18
세 체고 수구 우수 상비군( ) 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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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전문가 면담지[ 4] 

면담 내용 구성< >

기본인적사항 지도자 감독자 코치1. : ( , )

면담질문 구성 내용2. 

면담 질문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이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 및 조정될 , ※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J

구분 이름 성
별

연
령 소속 및 현직 전공 학력 교직 

경력
선수경험 및 
운동유무**

예시 OOO 남 35
세 체중 과학 석사 년9 유

구 분 내 용

배경

학생시절 코칭 경험 교육자로서의 티칭 및 코칭 경험

§ 체육 혹은 스포츠에 대한 과거 경험
§ 체육 전공 결정시기 및 기간
§ 시합 출전 입상 여부, 
§ 학창시절 훈련과 코칭경험이 자신에게 미

친 영향

§ 처음 교직 및 코칭 입문 계기와 시기
§ 티칭 및 코칭 기간
§ 티칭 및 코칭 대상
§ 티칭 및 코칭 경험이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

긍 부( / )

교수관

§ 현 티칭 혹은 코칭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 혹은 자격
§ 본인의 과거 스포츠 활동에서 경험한혹은 생각하는 교육적인 코치의 특징과 요소( ) 
§ 특정스포츠종목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의 필요성, , 
§ 청소년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코칭에서의 지식 기능 태도의 필요성, , 
§ 교육자로서 나의 전문성 정도 

상황
§ 현 특수목적 중등기관에서의 티칭과 코칭의 문제점
§ 청소년선수들과의 상호관계 과정 문제점- , 

상호작용
§ 코칭철학 
§ 코칭지식

§ 환경적 요소 학교 부모와의 상호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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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aching Programs for

Positive Development of Adolescent Athletes

Cho, A Ra

Dep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spite a general recognition of the effects of sport activities on adolescent 

development,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interest in adolescent-athletes 

development in Korea. The purposes of study are to: 1) outline coaching programs 

in and out of school time physical education at sport schools; 2) examine the 

effects of coaching programs on adolescent-athletes’ positive development; 3) 

identify factors impacting on the positive development of adolescent-athletes; and 

4) explore ways to promote adolescent-athletes’ holistic development.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especially case study, were used in this study.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March 2012 to April 2013 (14 months). Data were 

collected by participant observation, photographs, adolescent-athletes’ assignment 

used in extra-curricular activity. In-depth interview were also commissioned with 

three supervisors of teachers, two coaches and six adolescent-athlet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case recording analysis(Strauss & Corbin, 1990) and 

inductive category analysis methods(Spradley, 1980). To ensure the validit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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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peer consultation, member checking, and triangulation validation  were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coaching programs at sport 

schools consist of two kinds of classes: performance-oriented session within sport 

specific classes and extra curricular sport/activities. However there were some 

critical problems of the coaching programs: 1) These programs tended to 

over-emphasize on sport performance training; 2) performance-oriented session 

within sport specific classes precluded adolescent athletes from studying other 

subjects including math, science, and music classes; 3) Financial problems made it 

difficult for adolescent athletes to maintain participating on other extra curriculum 

activities such as reading club, dance club, and music club. 

  Second, the coaching programs had ‘Positive effect’ and ‘Negative effect’. 
Positive effect appeared 1) self-knowledge; 2) self-regulation; 3) consideration for 

others and altruism; 4) promoting sense of community. These findings mean 

adolescent athletes can experience various social conditions through participation on 

coaching program. To summarize, coaching programs helped adolescent athletes to 

develop characteristics and acquire social norms. 

  On other hand, the level of adolescent-athletes’ self-perception formed by 

coaching program was very low. Also, the low self-perception caused negative 

results such as: 1) lack of self-esteem; 2) difficulty of expressing emotions and 

feelings; 3) anxiety about the future as a professional athletes; 4) school 

maladjustment by lethargy.

  Third, the factors which related to positive development of adolescent athletes 

were categorized as ‘Growth factors’ and ‘Hindrance factors’. The growth factors 

enhancing the positive development of adolescent athletes were divided into 

individual elements and coaching elements. The individual elements were made up 

of the level of athletes’ sport talent and sport awareness (how they identify their 

life with sport). These elements stimulated to take an interest in the specialized 

course and had an affect on personal identity and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hips. 

The coaching elements composed of coaching philosophy, knowledge, and co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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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les contributing adolescent athletes’ holistic development.

  The hindrance factors were divided into three main elements including individual, 

coaching, and environmental elements. The individual element is related to negative 

sport awareness (how adolescent athletes see sport as a means to an end). The 

coaching elements were composed of coaching knowledge and attitudes, which 

played role in promoting cognitive,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The 

environmental elements included an impractical management coaching program, a 

restricted content of coaching program, and an over-focused elitism atmosphere in 

coaching programs. 

  Fourth, regarding educational coaching programs for adolescent athletes’ positive 

development, we need to consider three factors: 1) personal; 2) professional; and 

3) social factors. In personal factor, coaches should be the most important agents 

for adolescent -athletes to be physically, emotionally, and socially developed and 

be manifested their sporting potential. In professional factor, coaches have to 

regard their coaching as systematic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y should 

understand and practice various forms of pedagogical knowledge in coaching. In 

social factor, coaches need to understand  adolescent athletes’ role in the fields of 

elite sport. Building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 need to escape from training 

centered way and encourage more diversification in coaching programs. 

Key words: adolescent athletes, positive development, elite sport, coaching program

Student number: 2011-2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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