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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스포츠 공적개발원조 교육사업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 Dream Together Master를 통한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 
  

 

이 요 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스포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교육사업 중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Dream Together Master, DTM) 사례를 중심으로, 수혜자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본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인식한 역

할과 개발한 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로 인해 본국에서 어떠한 변

화를 경험했는지 탐색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연구 문제는 첫째,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

(DTM) 참여자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역할을 인식하였는가? 둘

째,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DTM) 참여자는 본 프로그램

을 통해 어떠한 역량을 개발하였는가? 셋째,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DTM) 참여자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인식한 역할과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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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으로 인해 본국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가?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구성주의에 입각하여 질적 연구 중 사례 연구 방법을 활

용하였다. DTM 프로그램 참여자의 관점을 대변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 

각각의 사례를 1) 사업 기수, 2) 출신 대륙 및 지역, 3) 성별, 4) 소속 

기관, 5) 스포츠 행정가로서의 경력을 준거(criterion)로 하여

(Lecompte & Goetz, 1982) 유목적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

으로 선정하였고,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총 10명과 심층면담을 진

행하였다. 면담은 반구조화(semi-structured interview)된 면담방식을 

활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귀납적 범주화 및 항목화 과정을 통해 분석

(inductive category analysis)되었다. 연구의 진실성(trustworthiness)

을 높이기 위해 삼각 검증법, 연구 참여자 검토, 동료 간 협의를 활용하

였으며,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밝힌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도상

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DTM) 참여 

경험을 통해 인식한 역할은 선구자의 역할, 기획자의 역할, 전문가의 역

할, 관리자의 역할, 지원자의 역할, 연결자의 역할 총 6가지 항목으로 도

출되었다. 둘째,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

가 교육과정(DTM) 참여 경험을 통해 개발한 역량은 문제해결 역량, 기

획 및 혁신 역량, 상황 대처 역량, 스포츠 전문 지식 역량, 의사소통 역

량, 관계 역량으로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었다. 셋째,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DTM) 참여 경

험 후 인식한 역할과 개발한 역량을 통해 본국에서 경험한 변화로 개인

의 변화, 조직의 변화, 국가 및 제도의 변화가 도출되었다. 개인의 변화

는 삶의 관점 및 태도의 변화, 자국 변화 선도, 스포츠 행정가로서 전문

성 증대, 주변의 인정 및 신뢰, 직위의 변화 및 기회의 증가, 인적 네트

워크 증대,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 형성으로, 조직의 변화는 운영방식

의 변화, 조직 네트워킹 증대, 조직 대외 영향력 증대로, 국가 및 제도의 

변화는 대중의 인식 변화, 스포츠 저변 확대, 스포츠 정책 및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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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세분화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논의로는 첫째,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는 

변화주체로서 자국변화를 선도했고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역량개발

(capacity development)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둘째, 

스포츠 체계, 지원,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에서 스포츠 경영 석사학위와 

전문지식을 갖춰 전문성을 보유하게 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는 스

포츠 생태계와 자국의 상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전문가로서 본국 스

포츠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다. 셋째, 개발도상국에 실력 있는 인재의 

부재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는 여러 계급 행

정가의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감당하며 본국 환경을 개선하는데 적합한 

역량을 강조하고 있었다. 넷째, DTM 프로그램 참여 후 한국에 대한 우

호적 감정이 형성되어 친한 인사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개발도상국 스포

츠 행정가들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성과, 향후에도 이들이 한국 및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봐야함을 논

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구체적인 역할과 역

량이 다양하게 변화함을 확인함으로써 DTM 프로그램의 발전적 지표와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변화에 관한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는 DTM 프로그램 참여 후에도 본

국 변화를 주도하는데 1) 의지 및 자원의 한계, 2) 역량의 한계, 3) 사

회적 지위의 한계, 4) 네트워킹의 한계 등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에 대

한 수혜자 의견이 반영된 DTM 프로그램 발전방안으로 1) DTM 

Alumni Contest 인센티브 확대, 2) 역량개발 지속 및 실무경험 확장, 3) 

한국 정부의 직접 홍보 및 고위급 행정가 선발, 4) DTM 포럼 개선 및 

코디네이터 도입을 통한 DTM Alumni 네트워킹 활성화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담론을 스포츠 ODA 교육사업 중 DTM 프로그램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스포츠 ODA 교육사업을 통한 역량개발의 방향성과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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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제시함에 있다. 둘째, DTM 프로그램의 단일 사례를 연구의 범위

로 제한하고 프로그램 수혜 대상의 관점이 배제되었던 선행 연구를 보충

했다는데 있다. 실무적으로는 첫째,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역할 

및 역량’의 구체적 요소를 탐색함으로써 DTM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자 

중심의 판단기준과 평가지표를 통한 발전방안을 도출함에 있다. 둘째, 

변화주체들이 마주한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DTM Alumni를 보완한 체계

적인 사후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함에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과 역량이 서로 어떻게 

대칭을 이루는지 파악하지 못했다. 둘째, 행정가의 출신 대륙 및 기관별 

특성에 따른 변화 양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고 DTM 프로그램 참여

자 전체의 경험을 대변하지 못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과 시간적 간격을 확장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둘째, 비순차

적이고 연속적인 변화의 프로세스와 인과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

성이 촉구된다. 

 

주요어 : 스포츠 공적개발원조,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DTM), 역량개발, 스포츠 행정가, 변화 주체, 지속가능한 발전 

학   번 : 2020-2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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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제사회에서 수년간 이루고자 한 개발 사업의 공통된 목표는 개발

도상국 빈곤퇴치와 지역 주민들의 생계 개선이었다(Angell, 2008). 이

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라는 공동

의 목표를 통해 정립되었고, 국제사회는 MDGs 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와 재원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논의하고자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에 관한 주요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였으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개발,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등을 모색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ODA KOREA, 2017).  

그러나 MDGs 세대의 기술 원조는 단순히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그침으로써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이루고자 한 MDGs 달성과 수원

국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내는데 실패를 거듭했다(홍문숙, 

2015).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개발협력 주체들의 접근 

방식은 투입물(input)에 기반한 공급 중심(supply-driven) 기술 협력

(technical cooperation)에서, 결과(output)에 기반한 수요 중심

(demand-driven)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패러다임으로 변

화했고(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09), 이는 MDGs 

세대 이후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도 강조되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새롭게 천명되어 2030년까지 국제

사회가 협력하여 달성하기로 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등장과 함께 개발을 위한 지속가능성 및 

혁신적 개발을 위한 자원 확보 등이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

러한 자원(resources)에 대한 논의도 지나치게 재원(financial 

resources)으로만 한정되며 비판을 받게 된다(홍문숙, 2015).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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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실패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졌고, 기존의 연수

(training)사업과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은 중장기적 성과를 

가져오기 미약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루어내기 위한 수단이자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목표 그 자체로서의 역

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담론이 더욱 부각되었다(차은주 등, 

2014; Lusthaus et al., 1999; Morgan, 2006; Otoo et al., 2009). 수 

차례 고위급 회의를 통해 ODA 사업이 수원국 발전의 자생성과 지속성

(sustainability)에 목적을 둬야 하며, 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원국

들의 정부역량 즉, 행정가·공무원의 역량 개발을 통한 굿 거버넌스

(good governance)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Fukuyama, 

2013; 박정호, 2014에서 재인용).  

개발 사업의 선두주자인 세계은행(World Bank)은 역량개발

(capacity development)을 “개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제도적 역량분야

(기관, 정책, 주인의식)에서의 변화를 선도하며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 

연합체, 기관에 의한 현지 주도의 변환적 학습(transformational 

learning)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Otoo et al., 2009, p. 3). 즉, 역

량개발은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수원국

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정치적, 정책적, 조직적 요소들의 변

화를 가져올 수 있는 리더 및 변화 주체(change agent)의 학습 과정을 

강조하는 접근법이다(홍문숙, 2015).  

최근, 개발도상국의 역량개발을 위해 이뤄지는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교육∙연수 사업도 개발 및 제

반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변화 주체의 양성을 통해 개발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자 하며, 역량개발의 인적, 제도적, 사회적 요소 가운데 인적자

원의 역량(competency) 개발을 강조하며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달성하고자 한다. 현재는 이러한 변화 주체의 역할을 통한 개발도

상국 내 유관분야 개선 및 사회 발전(강지현 & 권기성, 2018; 문세연 

등, 2017; 박상철 등, 2014)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개발도상국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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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인력, 연구원, 공무원, 행정가 등을 대상으로 학위과정 및 단기연수 등

의 여러 ODA 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문세연 등, 2017). 국제사회 

기조에 따라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화한 한국의 ODA 사업도, 

국제개발협력 핵심 기관인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중심으로 단순 단기 파견 사업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전환되며(홍문숙, 2015) 변화 주체의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기 시작했다.  

스포츠가 국제사회의 합의된 목표와 의제를 이루기 위한 비용 효율

이 높은(cost-effective) 수단임을 인정받으면서, 2000년대부터 Sport 

for Development(SFD) 무브먼트(movement)가 급부상하였고(권순용, 

2015; 노용구 등, 2016), SFD 선행연구에서도 인적 자원의 역량을 통

한 조직과 국가 차원의 역량개발이 강조되었다(Shin et al., 2020; 

Svensson, 2017; Svensson & Hambrick, 2016).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스포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SFD 무브먼트

의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Dream Together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①(Dream Together Master, DTM)을 도입하

였다(김은혜 & 권영일, 2015; 하재필 & 하제현, 2016). 즉, 한국의 대

표 스포츠 ODA 교육사업인 DTM 프로그램도 변화 주체가 되는 한 개

인의 역량(competency)을 제고하여 개발도상국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를 양성함으

로써 본국 스포츠 및 사회 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20; 강지현 & 권기성, 2018; 문화체육관광부, 2013). 

하지만, 문체부 스포츠 ODA 교육사업 Dream Together 관련 선행 

연구는 사업의 근본적인 역량개발 목표와 수혜자의 관점이 배제된 채 공

여자의 입장만을 단편적으로 파악하는 사업 평가에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20; 김성하 & 임수원, 2019; 김

                                            
① 본 교육과정은 서울대학교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 석사 과정에서 Dream Together Master 
(DTM)라는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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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 & 권형일, 2015; 유현규, 2018). 또한, Dream Together 내 세부

사업별로 각기 다른 추진 목적과 방식을 지니고 있음에도(김성하 & 임

수원, 2019), 각 세부사업별 독립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ODA 교육사업의 목적이 개발도상국의 역량개발을 선도할 인적자원 양

성임을 감안할 때(문세연 등, 2017),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

정의 성과관리 및 평가도 수요자 중심(demand-driven)의 접근방식인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관점에서 이뤄져야 했다(강지현 & 권

기성, 2018; 이태주 등, 2015).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

정가 교육과정(DTM)을 독립적으로 살펴보며 수혜자의 입장을 고찰한 

연구는 강지현과 권기성(2018)뿐이었고, 역량개발 담론을 적용한 연구

는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역량개발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지속적으로 수

립되고 막대한 물적∙인적 자원이 투입되어 왔음을 고려해볼 때(문화체육

관광부, 2013), 스포츠 행정가 양성을 통한 개발도상국 스포츠 및 사회 

발전이라는 근본적 목적을 지닌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DTM)은 수요자 중심의 접근방식인 역량개발 관점에서 살펴봐야 했다. 

실제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DTM)을 경험한 참여자들

이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어떠한 역량(competency)을 개발하여 궁극적

으로 개발도상국 변화를 도모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동안 스포츠 ODA 교육사업의 

발전 방향에 있어서도 수혜자의 경험이 배제되어 하향식 방식으로 이뤄

져왔기 때문에, 수혜자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며 본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이뤄진 역량개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

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개발도상국 역량개발과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배

양의 필요성을 느끼는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역할과 역량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도 촉구되었다. 역량(competency)이란, 특별한 역할에 따

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내는 개인의 심층적이고 내재적인 특성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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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McClelland, 1973; Parry, 1996), 개인의 역량과 역할을 함께 살펴

보는 것은 필연적이다(방재현 & 정철영, 2012). 즉,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DTM) 참여자의 역량(competency)이 제대로 개발되

지 않는다면, 개발도상국 변화 주체로서 역할 수행과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에도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역할과 역량을 통합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전무했다. 이는 개발

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로서 어떠한 역할과 역량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인식의 간극을 초래하며 스포츠 ODA 교육사업 공여자와 

수혜자의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성의 부합성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으므

로(김성하 & 임수원, 2019), 위의 논의를 종합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6 

1.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스포츠 ODA 교육사업 중 개발도상

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Dream Together Master, DTM) 사례를 

중심으로, 수혜자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본 프로그

램 참여 경험을 통해 인식한 역할과 개발한 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로 인해 본국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 심층적으로 탐색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DTM)에 대한 수

혜자 중심의 구체적인 성과지향적 발전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활

용되고, 궁극적으로 한국 스포츠 ODA 교육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DTM) 참여자는 본 프

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역할을 인식하였는가?  

둘째,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DTM) 참여자는 본 프

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역량을 개발하였는가?  

셋째,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DTM) 참여자는 본 프

로그램을 통해 인식한 역할과 개발된 역량으로 인해 본국에서 어떠한 변

화를 경험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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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2.1. 공적개발원조 (ODA) 

2.1.1. 공적개발원조의 정의 

‘개발원조(Development Assistance)’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따라 

1969년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흐름(flow of financial resources to 

developing countries)’으로 처음 정의되었다(한국수출입은행, 2019).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여국이 자체의 재정

자금을 활용하여 공여하는 순수한 원조’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가 정의되었지만, 1972년 DAC의 금융

조건 개정 권고안(Revised DAC Terms Recommendation)을 통해 

ODA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정의가 채택되었고 현재까지 유효한 상태다. 

OECD DAC는 ODA의 개념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 ODA로 분류하고 있다(ODA 

KOREA, 2017). 첫째,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 공적기관으로부

터 제공되어야 하며, 공여 주체의 기준이 존재한다. 둘째, 공여의 목적으

로, ODA는 개발도상국의 군사적, 상업적 목적 등을 위한 지원은 제외되

며 경제개발 및 복지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지원만 해당된다. 셋째

는 공여 대상으로, ODA는 OECD DAC에서 제시하는 협력대상국 목록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또는 ODA 적격 국제기구에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

막으로 양허성이 있는(concessional) 재원이며 증여율(grant element)

이 25% 이상이어야 한다는 공여 조건의 기준이 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의 흐름은 공여 주체에 따라 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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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flows)과 민간자금(private flows)으로 구분되고, 공적자금은 

공적개발원조(ODA)와 기타 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OOF)으로, 

민간자금은 일반민간자금(private flows at market terms)과 비정부기

관에 의한 무상원조(net grants by NGOs)로 구분된다(한국수출입은행, 

2019). 또한, ODA는 전달경로에 따라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뉘며, 

양자원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협력대상국의 상환 의무 유무에 따라 무

상원조인 증여(grant)와 유상원조인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의 

형태로 구분된다. 양자원조란 공여국과 수원국 양자간에 원조자금 및 물

자 등을 통한 협력이 일어나는 경우를, 다자원조란 공여국과 수원국 양

자에 제3국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로, 다자원조는 UN이

나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 혹은 국제은행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무상원조는 협력대상국에 법적 채무를 부과하

지 않는 현금 및 현물, 기술 등의 이전으로, 수여국은 공여 받은 지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다. 반면, 유상원조는 유리한 조건 아래 공여되는 양

허성 공공차관과 법적 채무를 갖는 현금 및 현물 지원을 의미하며, 수여

국은 공여국으로부터 공여 받은 ODA 지원에 대한 상환 의무를 지닌다. 

이를 종합하여 공적개발원조를 정의하면,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포함

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 목적으로 수원국 

또는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한다

(KOICA ODA 교육원, 2016). 본 정의에는 공여국의 정부를 포함한 공

공기관의 집행기관을 통한 자금의 흐름만을 ODA로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에 사용되는 ODA의 정의는 1972년 이후 DAC가 채택하

고 있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통한 자금의 흐름만을 포함하는 것으

로 한계를 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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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공적개발원조의 유형 

ODA 사업 유형을 양자원조와 다자원조 유형으로 구분하는 한국수

출입은행(2014)에 따르면, 양자원조에는 특정 사업에 대한 기술 및 재

정 지원을 통해 수원국의 유형자산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원조, 

재원 사용의 특별한 제약 없이 수원국의 일반 개발목표 및 특정분야 개

발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 원조, 수원국 국민의 지식, 기술, 노하우 

및 생산 역량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여국의 재정지원 형태인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식량 원조 및 식량 공급 

및 유통을 위한 현금지원, 중간단계 생산품 공급 등의 개발식량원조, 자

연재해, 전쟁, 질병 발생 시 생명구조 및 보호, 고통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한 인도적 지원, 원금 및 이자 탕감 등 수원국의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수원국의 채무를 완화해주는 다양한 형태의 채무 탕감 및 구제, 개발협

력 수행과 관련된 행정비용 지원, 그리고 기타 공여국내 지출 등도 양자

원조에 포함된다. 다자원조에는 넓은 의미로의 국제기구에 대한 기부금 

등의 출연, 국제기구 가입, 지분확대 등을 위해 국제기구 앞으로 납입하

는 출자, 그리고 ODA 조건으로 공여된 양허성 차관 등이 있다.  

양자간 원조 중 대표적인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의 개념

은 프로젝트 사업의 범주에 포함된 단순 기술이전(skill transfer)의 범

위에서 벗어나 개발도상국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전문가 파

견, 자문 등의 지원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며(Cabral & Weinstock, 

2010; Sobis & de Vries, 2009), 역량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

단으로 인식되고 있다(KOICA ODA 교육원, 2016). 한국 정부도 기술협

력을 인적자원의 기술적 노하우 및 생산 역량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규

정하고 있으며, 교육 및 연수 사업, 장학지원,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개발 관련 정책 및 기술자문, 조사 및 연구 지원, 기타 기술협력 등의 

활동을 기술협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지성태 & 김종선, 2019; ODA 

KORE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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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수사업은 크게 국별연수(country training program), 기본

연수(다국가 연수), 특별연수(special training program), 공동연수

(joint training program) 그리고 학위과정(scholarship program)으로 

크게 5가지 종류로 구분된다(박정호, 2014). 국별연수는 특정 수원국의 

발전 전략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지원하며 운

영되는 연수프로그램의 형태이고, 기본연수는 가장 보편적 형태의 사업

으로 다양한 국가의 인적 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수 사업을 운영하

는 형태이다. 특별연수는 특정 개발도상국 및 개발협력 국제기구의 요청

을 통해 단적으로 운영하는 연수 사업의 형태이며, 공동연수는 공여국들 

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수 형태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학위과정은 수원국의 유능한 인재를 초청하여 1년 이상의 과정을 통해 

학위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의 형태인데, 이러한 5가지의 연수사업의 형태

는 연수 목적, 기간, 내용의 깊이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역량개발에 있어 다양한 사업과 접근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초청 연

수사업은 연수생을 공여국가로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수원국 역

량개발을 이룰 뿐만 아니라, 교육을 통한 공여국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을 갖게 함으로써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

닌다. 이러한 초청연수사업은 정치∙사회∙경제 분야의 개발을 이루는 과정

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개발하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박정호, 2014), 통상적으로 개발도상국의 

기술인력과 연구원, 공무원의 연수생을 선진 공여국으로 초청하는 단기

연수, 학위과정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단기연수 또는 워크숍은 

특정 조직을 대상으로 하고 연수 내용의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어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끼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Nelson, 

2006), 연수생에게 지원되는 범위가 넓고 초청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학위연수사업은 타 연수사업에 비해 지대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림 1과 같이 역량개발은 목적변수로서 가장 상위개념이고, 

연수사업, 장학지원, 봉사단 파견, 개발컨설팅, 기타 기술협력 등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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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하위 범주에 포함되며, 본 연구의 중심 사례인 DTM 사업은 스

포츠 ODA 초청 교육 연수 사업으로서 연수사업의 하위 범주 중 학위과

정으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기술협력과 역량개발의 관계도 

 

참고. “농업분야 ODA 기술협력사업의 성과제고 방안”, 김종선, 지성태, 

최용욱, & 최민정, 20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 12을 참고하여 재구성 

 

2.1.3. 한국 스포츠 공적개발원조 

스포츠 ODA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개발도상국 국민의 자긍심과 

정서를 존중하고 그들의 스포츠 향유를 통한 복지 증진과 사회∙문화∙경

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스포츠분야의 인적∙물적 지원활동 사업이라 할 수 

있다(노용구 등, 2014). 이는 기본적으로 OECD DAC의 ODA 분류에 

따른 스포츠 항목에 포함되며, 그 기준에 따른 사업유형은 프로젝트 원

조, 전문가 파견 및 기술협력, 개발도상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사업 등

이 있다. 한국 스포츠 ODA의 시작은 1972년 한국의 국기 스포츠인 태

권도를 전파하기 위해 시행된 태권도 사범 파견 사업이었다(오형근 & 

최성곤, 2019). 이후 한국 스포츠 ODA 및 국제협력 활동은 주로 체육

부서 및 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원과 국제대회 개최를 위한 목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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뤄졌고, 주로 개발도상국의 엘리트 스포츠 강화에 집중하여 현재까지 진

행되었다(노용구 등, 2014). 세부적인 사업의 모습도 엘리트 선수 및 코

치 연수와 스포츠 시설 및 용품 지원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소수 종목

에서 봉사단을 파견하는 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었다(김세원 등, 2013). 

그러나 한국의 스포츠 원조는 지원 내용과 활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빈약했고(김범식 & 이정우, 2009), 체육부서 및 기관을 통해 실시한 용

품지원, 지도자 파견, 선수 및 지도자 초청훈련 등의 사업도 단발적 성

격의 형태를 띠고 있어 유기적이고 장기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게 되

었다(김세원 등, 2013; 노용구 등, 2014). 그간 한국 스포츠 ODA 사업

이 양자원조 비중에 치중하여 사업 추진시 수혜국의 발전보다는 한국의 

이익을 더 중요시 여겨왔다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김범식 & 이

정우, 2009), 이에 따라 최근 들어 2014 아시안게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등의 국제대회를 개최하며 보건, 교육, 소외그룹(장애인, 여성 

등)과 관련한 개발 프로그램과(김세원 등, 2013; 노용구 등, 2016) 새

로운 형태의 스포츠 ODA 사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체부는 그간 ODA 사업이 지도자 파견, 용품 지원 등과 같은 단

발적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이 보유한 ‘스포츠를 

통한 사회∙경제 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과과 공유하기 위해, 2013년 

‘DREAM Together’라는 종합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노용구 등, 2014; 

문화체육관광부, 2013). DREAM Together는 한국 스포츠 발전 과정에

서 습득한 경험과 지식 등의 노하우와 스포츠의 본래 가치를 개발도상국

의 스포츠 행정가, 지도자, 선수 등에게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도

상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20; 임건빈, 2015). 이외에도 문체부는 드림프로그램, 경기 단체를 

통한 지원 등의 스포츠 동반자 프로그램, 그리고 태권도 사범 파견 및 

관련 용품∙훈련비용 지원 등을 통한 ODA 사업을 진행했고, 국제원조를 

담당하는 대표기구인 KOICA와 EDCF 등에서도 스포츠 관련 사업을 진

행하며(김세원 등, 2013) 한국 스포츠 ODA의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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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Dream Together 

Master, DTM)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②(Dream Together Master, 

DTM)은 한국 스포츠 교육 ODA 분야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이자 대표

적인 사업으로서(ODA KOREA, 2021), 개발도상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

함과 동시에 UN SDGs 이행을 위한 스포츠 공적개발원조에 적극 참여

하고, 글로벌 친한 인재 양성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며, 국제 스

포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국민체육진

흥공단, 2020, 2021). 본 프로그램은 경제분야에 집중되었던 ODA를 스

포츠로 확대 및 발전하겠다는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DTM은 개발도상국

의 스포츠 인재를 발굴, 교육, 네트워크하여 자국의 스포츠 발전을 견인

할 리더를 양성하고자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 대회 참가 경험 선수나 개

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를 초청하여 스포츠경영 학위프로그램을 운영함으

로써, 각국 정부체육부처(National Governing Bodies, NGB), 올림픽위

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 NOC), 및 종목협회(National 

Federation, NF)의 행정 역량과 개발도상국 전반의 역량을 개발하고자 

도입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3).  

본 과정은 사업 입찰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에 의해 제시된 Dream 

Together Master(DTM)라는 브랜드로 개시되었고, 스포츠 행정 전문

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을 담은 Dream, 교수와 학생, 대한민

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맺어가는 파트너십인 Together, 핵심역량을 연

마하며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는 Master의 의미를 담고 

있다(서울대학교 국제스포츠행정가양성사업단, 2018). 개발도상국 스포

츠 행정가 교육과정은 ‘개발도상국 스포츠 지도자 교육과정’ 및 ‘진천선

수촌 훈련 과정’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스포츠 인재를 양성하는데 대표적

                                            
② 본 교육과정은 서울대학교 글로벌 스포츠 매니지먼트 석사 과정에서 Dream Together Master(DTM)라는 브랜

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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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스포츠 ODA 교육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

할 당시 2017년까지 150명의 이수자를 배출하는 목표를 세웠다(문화체

육관광부, 2013). 사업을 수행한 서울대학교는 자체적으로 보유한 세계

적 수준의 인적 자원, 네트워크 그리고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2013년 

1기 선발 후 8기까지 총 179명의 수료생(13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수혜자들은 서울대학교의 인지도와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해 전반적으

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국민체육진흥공단, 2020, 2021). 

기존 교육사업과 달리 DTM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ODA 교육사업

을 위한 독립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개발도상국 스포츠행정가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 중이며, 크게 교과 과정과 비교과 과정으로 구

분된다. 교과 과정은 MBA 방식으로 각 주제당 3개의 모듈을 포함한 총 

10개(30개 모듈)의 주제에 대해 서울대 교수진, 국내 교수진, 그리고 

스포츠 선진 대륙 출신 해외 석학의 연합 강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각 

모듈당 1학점씩 총 30학점을 수강한다. 또한, 3학점의 현장 연계 팀프로

젝트와 더불어 논문워크숍 및 각자 배정된 튜터 제도를 통해 영어로 석

사 학위 논문을 작성함으로써 나머지 3학점을 채워 총 36학점을 이수하

게 된다. 비교과 과정으로는 현장 지식 습득과 교과과정 맥락을 반영한 

명사초청특강, 리더십 및 커뮤니케이션 특강, 스포츠 현장 견학, 해양 및 

동계 스포츠 체험, 한국 생활 지원을 위한 멘토 시스템, 한국어 수업 및 

한국 문화 체험, 우수학생 인턴십 등이 있다. 

본 프로그램의 또 다른 주요 활동은 네트워킹 활동이다. 연말마다 

국제스포츠 유관기관의 리더와 국내외 석학, 스포츠 전문가, 학생들이 

모여 국제 스포츠 계의 현안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Dream Together 

Forum과 함께, DTM 졸업생 및 재학생 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

개발도상국 스포츠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본 프로그램 졸업생 및 

졸업생 소속 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는 졸업생 초청 행사인 Dream 

Together Plus 개최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국제스포츠에 영향을 미

치는 다양한 인사 및 졸업생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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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올림

픽위원회(IOC), 국가올림픽위원회총연합(ANOC), 세계태권도연맹(WT),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국제연합(UN) 등과 더불어 국제적 기업 및 

해외 유수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스포츠 행정가 양성을 위한 기반

을 다져 나가고 있고, DTM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적극적인 프로그

램 홍보도 진행되며 체계적인 스포츠 ODA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은 다른 사업들과 달리 Dream 

Together Master로 성공적인 브랜드화를 이루며 국내∙외에서 인지도를 

확장하였고, 국내 스포츠 ODA 사업의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사업의 지속

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며(노용구 등, 2014), 창의적 국

제스포츠원조사업이라는 의견과 함께(임건빈, 2015) 한국의 대표 스포

츠 ODA로 자리잡게 되었다. 수혜국의 스포츠 분야 인재를 교육시킴으

로써 스스로 자립하여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개발도상국

의 역량개발을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된다. 

특히 본 과정은 국내외 차세대 스포츠행정가를 교육시킴으로써 국제 스

포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발도상국 스포츠 분야 제도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른 분야의 ODA 교육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시도이다(임건

빈, 2015). 스포츠 선진국이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바뀐 유일한 

나라인 대한민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UN 등과 함께 ODA를 통해 

국제 스포츠 개발 협력을 이루며, 스포츠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위상을 

차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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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개인역량과 개발도상국 역량개발 

2.2.1. 개인역량(competency)의 개념 

역량(competency)은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정의를 내려왔는데, 통

상적으로 쓰이는 역량 개념의 시초는 하버드의 심리학 교수인 

McClelland(1973)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기존의 학업, 적성 및 성취

도 검사 등 전통적 학업 성취도 평가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역량

(competency)을 우수한 직무 관련 성과를 이끌어내는 내재적이고 장시

간 지속되는 개인의 특성이라 정의하였다(McClelland, 1973). 그는 운

전능력 지필검사의 한계를 주장하며 검사도구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행 장면에서 문제를 도출하여 실행 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오헌석, 2007).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수행 기준을 통해 모든 상

황에서의 직무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능력의 개념화와 측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관점

에서 역량이 유용한 개념으로 대두되었고, 이러한 능력의 예로 의사소통, 

인내심, 알맞은 목표 설정, 자아개발 능력 등이 등장하였다(McClelland, 

1973). 즉, 역량의 개념은 인간의 삶에 유의미한 능력을 지능이라는 단

편적인 요소로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정립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오현석, 2007). 따라서 초기 연구에 따른 역량의 정의는 업무 

성과와 관련한 광범위한 심리적 또는 행동적 특성이며(고영민 등, 

2016), 전문지식보다는 직무의 핵심적 성공요소와 직무와 밀접하게 연

관된 수행능력이 강조되었다(McClelland, 1973). 

이후 역량은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

와 관련된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었고

(Klemp, 1980; Boyatzis, 1982, p. 21), 이와 같이 역량을 한 개인의 

성공적 역할 수행과 관련된 개인의 능력 특성으로 구분하는 정의는 다른 

문헌에서도 공통적으로 등장하였다(Klemp, 1980; McLaga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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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pot et al., 2002). 1980년대에 들어서며 미국 기업들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역량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며, ‘관리자(manager)들의 

역량’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는데, Boyatzis(1982)는 12개 

조직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어

느 업무에서나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21개의 우수한 관리자 역량 모델

을 제안하였다. 그는 역량의 차이를 우수, 평균, 낮은 수준으로 분류하였

고, 어느 조직 및 업무에서나 일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중요한 우수 관리

자 능력을 일반 역량(generic competencies)으로 개념화했으며, 이를 

지식(knowledge), 특질(traits), 기술(skill), 자기 이미지(self-image), 

동기(motive), 사회적 역할(social role)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역량 연구는 개인수준을 넘어, 본격적으로 

조직 전략과 연결되며 통합적인 개념을 띄면서 기업의 교육 및 인사 관

리 분야에 적극 도입되었다(오헌석, 2007). 교육 성과를 중요시하는 기

업은 성과와 직결되는 능력으로써 역량(competency)이 상당히 중요했

기에, 조직 구성원의 성과 향상을 위한 도구로써 역량 모형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였다(Rothwell & Lindholm, 1999). 특히 Hamel과 

Prahalad(1990)은 경쟁기업에 대한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

의 주요한 요인으로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의 개념을 제안하며, 

역량 개념을 조직의 경쟁 전략의 구성요소로 바라보았다. 핵심역량은 다

양한 시장에 대한 잠재적 접근을 제공하고, 최종 상품에 대한 고객의 편

익에 상당한 기여를 해야하며, 경쟁사가 모방하기 어려워야 한다는 특징

을 갖고 있고, 이는 조직 내 구성원 간 공유될 때 향상된다(Hamel & 

Prahalad, 1990) 

Sparrow(1996)도 핵심역량의 개념을 활용하여 역량을 개인역량

(직무역량), 조직역량(핵심역량), 관리역량(리더십역량)으로 구분하였다. 

위 3가지 역량은 서로 중첩되고 연관되어 있으며, 개인역량은 개인의 특

정 역할 및 직무수행 능력과 연관된 역량으로, 조직역량은 조직 내 전반

적 자원 및 능력과 관련되어 조직의 다양한 지식과 기술 등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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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성원이 공유해야 할 역량으로, 관리역량은 리더십 역량과 유사하

게 관리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정의된다(권용수 등, 2001). 강순

희와 신범석(2002)도 특정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갖춰야 할 최소한

의 필수 능력인 공통기초역량(threshold competency), 차별화된 능력

으로 보통의 수행자들과 차이를 가져오며 최상 수행자의 우수성과의 결

정적 역량이 되는 차별역량(differentiating competency), 성과 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개인과 조직의 독자적인 역량으로서 아무나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핵심역량(core-competency) 등의 3가지 역량을 제시

하며, 조직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조직 내부에 공유되는 조직 특유의 총

체적인 기술, 지식, 능력을 핵심역량이라고 정의하였다(이광현, 1995) 

Spence와 Spencer(1993)는 역량을 특정 상황이나 역할에서 구체

적 기준과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는 지식

(knowledge), 기술(skills), 동기(motives), 특질(traits) 등의 개인의 

내재적 특성으로 정의하며, 역량에 관한 모델(빙산 모델; iceberg 

model)개발과 286개 역량 모델 연구를 통해 공통적인 역량을 추출하였

다(그림 3 참고). 역량을 빙산(iceberg)에 빗대어, 수면 위에 가시적이

고 개발하기 쉬운 지식과 기술의 요소와, 수면 아래 숨겨진 채 빙산의 

더욱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기개념, 특질, 동기 등의 요소로 구분하였고, 

수면 아래 위치한 역량들이 개인의 직무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Spence & Spenc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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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pence와 Spencer의 역량 모델 

 

참고. “역량의 이해: 역량의 일반적 정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n.d. 

 (https://www.nhi.go.kr/) 

 

Parry(1996)는 역량을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주요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며 업무 성과와 관련성이 높고, 조직의 성과 기준과 비교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개발 될 수 있는 지식

(knowledge), 기술(skills), 태도(attitudes)의 집합체”(p. 50)로 정의

하였다. 즉, 역량을 직무 및 업무 관련 역할이나 책임 등에 영향을 주는 

지식, 기술, 태도와 관련된 집합체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측정 가능하고 

훈련 및 개발을 통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Parry, 1996). 

Shippmann 등(2000)도 역량은 업무와 관련되어 개인의 행동적 특징에 

기초한 특성 및 능력이라 정의하며, 역량이 측정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

하고 있다.  

Lucia와 Lepsinger(1999)도 역량을 직무의 역할 및 책임에 영향

을 미치는 지식, 기술 및 태도의 군집으로 정의하며, 이는 직무의 성과

와 상관이 있고, 잘 정비된 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으며, 훈련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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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역량모델에 대한 검증방법소

개 및 타당성있는 역량모델이 인사관리 전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역량 행동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Lucia & 

Lepsinger, 1999). 역량 모델(competency model)이란 특정 직무나 역

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능력을 규명하는 의사결정 도구가 되며,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및 지적 전략 등

의 역량을 기술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Mclagan, 1996). 즉,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며 구별되는 개인들의 지식, 기술, 그리고 특징 등에 대한 

총합이며(김영주 & 박용호, 2013), 직업, 조직, 산업 내 특정 역할을 수

행하기 위해 필요 역량을 식별하는 통합적 수단이 된다(Vazirani, 

2010). 최근 들어, 조직의 전략적 인재개발과 연계하여 민간, 공공부문

의 여러 조직에서 이러한 역량모델을 구축하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Lucia & Lepsinger, 1999).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제시하는 역량의 다섯가지 특징을 살펴보

면, 역량은 1) 업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행동이고, 2) 조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의 현재 또는 미래에 필요한 행동들을 규명하여 

구성되며, 3)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로서 가치와 수행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4) 조직성과 증대에 기여해야 하며, 5) 개발과 관찰 및 측정이 

가능해야한다(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n.d.). 다양한 학자들의 역량에 관

한 개념을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1 

역량에 관한 다양한 정의 

저자 (년도) 내용 

McClelland 

(1973) 

우수한 직무 관련 성과를 이끌어내는 내재적이고 장시

간 지속되는 개인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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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emp 

(1980) 

업무 관련 우수한 수행 및 뛰어난 결과를 내는 개인의 

특성 

Boyatzis 

(1982)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효과적이고 우수한 성과와 

관련된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며, 일반적으로 일관성 

있게 중요한 우수한 관리자의 능력을 일반 역량

(generic competencies)으로 개념화함 

Hamel & 

Prahalad 

(1990) 

경쟁기업에 대한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의 

주요한 요인으로 핵심 역량(core competencies)의 개

념 제안 

Spence & 

Spencer 

(1993) 

특정 상황이나 직무에서 구체적 준거나 기준과 인과적

으로 관련되어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는 지식, 동기, 특

질, 기술 등의 개인의 내재적 특성 

역량에 관한 빙산 모델(iceberg model) 제시 

Sparrow 

(1996) 

개인역량(직무역량), 조직역량(핵심역량), 관리역량(리

더십역량)으로 역량을 구분하고, 본 역량들이 서로 중

첩 및 연관됨을 강조 

Parry 

(1996)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주요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업무성과와 관련성이 높고, 조직에서 널리 받아들여지

는 성과기준에 대비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교육훈련

과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지식(knowledge), 기

술(skills), 태도(attitudes)의 집합체 

Shippmann 

et al.(1999) 

측정 가능하며 업무와 관련되어 개인의 행동적 특징에 

기초한 특성 및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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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ia & 

Lepsinger 

(1999)  

직무의 성과와 상관이 있고, 잘 정비된 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으며, 훈련과 개발을 통해 개선 가능한 

직무의 역할 및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 기술 및 

태도의 군집 

참고.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연구: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심으로”, 이영의, 2017, [미출판 석사 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pp. 12-

13를 참고하여 재구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의 문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용된 

McClelland(1973)와 Parry(1996)의 정의를 기반으로, ‘특정 역할이나 

직무에 있어 효과적이고 우수한 역할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심층적

이고 지속적인 내재적 특성이자, 조직의 성과 기준과 비교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지식(knowledge), 기술

(skills), 태도(attitudes)의 집합체’로 역량을 정의하였다. 

 

2.2.2. 개발도상국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의 개념 

다양한 학자들이 McClelland의 초기 역량(competency)에 대한 정

의를 수용하여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역량’의 범위가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 국가, 제도 차원으로 확장되어 논의되었고(류현숙 & 소가영, 

2020), 이러한 흐름에 따라 1970년 초부터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서의 

역량(capacity) 개념이 등장하며 주로 정부의 역량을 논할 때 활용되었

다(최길수, 2005). 이는 국제개발 분야에도 적용되었는데, 주로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국한되었던 초기 역량 정의는, 1980년대에 들어 공

적개발원조의 일환으로 투입된 수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조직과 제도 수

준의 역량 개발 달성에 실패함에 따라, 조직과 제도를 포함하는 중범위 

수준으로 확장되었다(박정호, 2014).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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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논의가 1990년대부터 개발협력에 주류 논의로 받아들여졌음에

도(차은주 등, 2014), 뚜렷한 구분없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혼재된 정의로 인해, 역량(capacity) 및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에 대한 접근법과 궁극적인 목표는 기관별로 상이한 모습

을 보여왔다(홍문숙, 2015). 다양한 학자와 개발협력기구의 역량개발

(capacity development)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역량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의 

기구/저자 (년도) 내용 

Peter Morgan 

(1996) 

역량개발은 개발 관련 문제를 규정하고 해결하려는 

개인, 그룹, 기관, 단체의 역량에 관한 것 

UNDP (1998) 

역량개발은 전반적인 환경과 생태계 또는 개인, 조

직, 사회 전반이 상호 작용하는 맥락을 강조하기도 

하므로 ‘조직적인 발전’(organizational 

development)보다도 더 확장된 개념 

J. M. Cohen 

(1993) 

역량개발은 공동체의 사회적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전략 혹은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관리하는 정

부 대표자, 부처 책임자 및 행정 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및 노력을 일컬음 

World Bank  

(1998, 2009)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은 개발 목표를 이

루기 위해 제도적 역량분야(기관, 정책, 주인의식)에

서의 변화를 선도하며 이끌어 가는 지도자, 연합체, 

에 의한 현지 주도의 변환적 학습(transform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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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과정이라 규정되며, 인간(human), 조직

(organization), 제도(institution)의 세 차원으로 층

위로 구성됨 

UNICEF 

(1996) 

역량개발은 자신에게 부여된 개발 관련 업무를 효과

적이고 효율적으로 설계, 실행, 평가하기 위해 해당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UNDP (1997) 

역량개발은 다양한 맥락에서 자신들의 개발과제를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인, 단체, 사회가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 

참고. “Capacity development: definition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plann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C. Lusthaus, M. H. Adrien, & 

M. Perstinger, 1999, Universalia occasional paper, 35(35), p. 3을 참

고하여 재구성 

 

비록 각 개발협력기구들과 선행의 문헌에서 제시하는 역량은 각기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이종무 등, 2011; Lusthaus et al., 1999; 

Morgan, 2006),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공통된 정의를 나열해보면 역

량개발은 1) 수혜국의 인적, 제도적, 사회적 역량의 요소와 각 요소의 

상호작용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고(이종무 등, 2011), 2) 장기간(long-

term) 이어지며 수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을 보장해야한다. 또한, 역량개발은 3) 새로운 것을 도

입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수혜국의 자원과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며, 4) 

공급자 중심(supply-driven)이 아닌 수요자 중심(demand-driven)의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전영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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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개발의 층위와 우선순위도 개발협력기구에 따라 상이하다. 유엔

개발계획(UNDP)은 역량개발의 층위를 개인적, 제도적, 사회적 차원으

로 그림 4와 같이 구분하며 역량개발을 매우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세계은행(World Bank)도 마찬가지로 역량개발의 층위를 인간(human), 

조직(organization), 제도(institution)의 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Gwin, 2005). 구체적으로, 개인의 역량은 개발 요구를 분석하고 전략, 

프로그램, 정책을 실행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에 따른 결과를 추

적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조직의 역량은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

해 모인 개인들의 합이 갖는 구체적인 목표, 내적 구조, 프로세스, 시스

템, 실무자, 기타 자원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역량개발의 여러 차원중 가

장 중요하고 토대가 되는 차원을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임을 

강조하고 있다(Theisohn & Lopes, 2013). 마지막으로 제도의 역량은 

개인과 조직이 작동될 수 있도록 목적 및 동기를 제공하는 틀이자 공식

적인 규칙을 의미한다.  

그림 3 

유엔개발계획(UNDP)의 역량개발 층위와 연관성 

 

참고. “Ownership leadership and transformation: Can we do better 

for capacity development”, T. Theisohn, & C. Lopes, 2013, 

Routledge, p.25 

 



 

 
26 

국제개발협력과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며 개발도

상국 전체의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을 나타내는 역량

(capacity)에 대한 정의는, 역량(competency)에 관한 일반적 정의보다 

조금 더 조직적(organizational)이고 포괄적인(comprehensive) 관점을 

취하고 있다. 즉, 조직과 산업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발전된 미시적 차원

의 역량(competency) 개념은 개인의 관점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특성을 대상으로 분석하는데 반해, 거시적 차원

에서의 역량(capacity)은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전략적 관점에

서 경쟁력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원천으로 바라보고 있다(류현숙 & 소가

영, 2020). Morgan(2006)은 개인의 능력(abilities), 영향력(influence), 

동기(motivation), 행동(behaviors), 기술(skills) 등을 지칭하는 ‘역량

‘(competency)과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시스템 전체의 능력인 ‘역

량’(capacity)으로 구분하였고, 김윤희 등(2013)은 개인적 역량을 

‘competency’로, 조직 및 정부차원의 역량을 ‘capability’로, 사회적 재

난관리역량을 ‘capacity’로 구분하여 제시하기도 했다. 기존 문헌을 참고

하여 류현숙과 소가영(2020)은 다음 그림 5와 같이 역량을 유형화했다.  

 

그림 4 

역량의 유형 

 

참고. “신남방 국가의 정부의 질 진단을 통한 맞춤형 공무원 역량개발 

연구”, 류현숙, & 소가영, 2020, 한국행정연구원,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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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역량개발 패러다임은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에 

기반한 다양한 국제개발사업의 성과가 부진함에 따라 1990년대 기술협

력의 가장 중심 목적이 되었고,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역량개발 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Baser & Morgan, 

2008). OECD DAC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공급자 

중심의 기술협력에서 수요자 중심의 역량개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는데, 그동안 역량개발 사업이 단순 기술협력에 초점이 맞춰진

채, 역량개발 개념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우리나라도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다(전영은, 2015). 그동안 한국 스포츠 ODA 사업

도 개발도상국의 역량개발보다는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고 국력을 

향상시키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하재필 & 하제현, 2016), 역량개

발에 있어 가장 주요하고 토대가 되는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개인의 역

할이 중요함에도(이종무 등, 2011) 관련된 논의는 지지부진했음으로, 역

량개발 관점에서 한국 스포츠 ODA 교육사업을 살펴보는 것이 중대한 

의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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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행정가의 역할 및 역량 

2.3.1. 행정가∙공무원의 역할 및 역량 

‘역량’(competency)의 개념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서 특정 개인이 

속한 조직 및 맥락에서의 ‘역할’과 함께 살펴보는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

이다. 특히 역할에 따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내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 바로 ‘역량’이고, ‘역할’이란 그 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하는 ‘일’

과 ‘행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기에(Dargie, 1998), 한 개인의 우수한 

수행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역할’과 ‘역량’을 통합적으로 살펴봐

야 한다. 마찬가지로 행정가∙공무원의 역량은 조직 내에서의 보직과 분

야의 특성에 따라 기대되는 역량이 달라지는데, 이는 조직 내 계급

(class)에 따라 행정가∙공무원들이 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성취해야 할 핵

심 가치(value)들이 변화하며(Ban, 1995; 박정호, 2014에서 재인용) 갖

춰야할 역량도 새로워진다고 할 수 있다.  

냉전 이후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행정부의 존재가 민간 기업들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걸

림돌이 되기 시작하며 행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경쟁력 향상이라는 국민

적 압력을 받게 되었고, 공공부문에서는 민간부문과의 치열한 경쟁 가운

데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민간부문의 관리기법과 경영철학을 배우기 

시작하였다(이선우, 2012).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조직 구

성원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조직이 기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Mirabile, 1997)를 고민하며, 민간부문에서 강조하는 관리자들의 자

격 및 역할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자 역량을 규명하기 시작했다.  

관리자의 역할을 제시한 가장 선구적 학자인 Mintzberg(1973)는 

관리자가 행해야 할 12가지 행동 역할을 발견하여, 이를 관계

(interpersonal), 정보 제공(informational), 의사결정(decisional)의 세

가지 역할군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1) 관계 역할은 롤모델



 

 
29 

(figurehead), 연락 담당자(liaison), 리더(leader)로, 2) 정보 제공 역

할은 감시자(monitor), 선전자(disseminator), 대변인(spokesman)으로, 

그리고 3) 의사결정 역할은 기업가(entrepreneur), 간섭자

(disturbance), 처리자(handler), 자원 제공자(resource), 할당자

(allocator), 협상가(negotiator)로 구분되며, 본 역할 모델은 관리자의 

실제 행동과 관련되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Mintzberg, 1973).  

Morphet(1993)도 관리자의 역할을 전략(strategic), 조정

(coordinating), 운영적(operational) 측면으로 구분하고 12가지 필요 

역할을 제시했는데, 1) 전략적(strategic) 역할은 기업경영자(the 

corporate manager)와 정치적 관리자(political manager)의 역할, 2) 

조정(coordinating)역할은 행정가(administrator), 의사소통자

(communicator), 문제해결자(trouble shooter), 심판관(umpire-

broker)의 역할이었으며, 3) 운영적(operational) 역할은 부서관리자

(department manager), 전문가(specialist),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의 역할 등이 있었다. 특히 여러 역할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결

과 기업경영자, 의사소통자, 정치적 관리자, 문제해결자 등의 역할이 비

교적 중요하면서 자주 수행되는 역할임을 확인하였다(Morphet, 1993). 

관리자의 역량 관점에서 미국인사관리처(U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는 역할과 역량의 뚜렷한 구분 없이 관리자의 핵심 자격

요건을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하여 역량의 하위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United States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US OPM], 2012). 

먼저, 행정조직의 관리자는 변화를 주도해야 하고(leading change), 조

직의 사명과 비전을 개발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또

한, 행정조직의 관리자는 사람을 통솔할 줄 알며(leading people), 결과 

지향적이어야 한다(result driven). 마지막으로, 사업가적 안목이 있어야 

하고(business acumen), 연합구축(building coalition)과 의사소통

(communication)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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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이 본격화된 1990년대에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요구되는 

자격요건들이 더욱 강조되는데, 한국형 행정가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시대별로 행정가의 유형을 구분하며 1990년과 2000년대의 행정가의 역

할과 자격요건을 지도자의 자질과 일치시키고 있다(이종범, 1994). 이종

범(1994)은 독재를 바탕으로 성장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1970년대의 

경제성장기에는 행동형 행정가를, 소수 엘리트 집단의 권위를 바탕으로 

안정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던 1980년대의 경제 안정화시기에는 설득형 

행정가를, 그리고 다양한 사회 세력들과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

로 반영해야하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형평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시민형 차세대 행정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각 시대에 맞는 행정가의 

역할과 함께 비전에 대한 소명의식, 비전제시능력, 전문지식과 식견 등 

11가지 역량 요소를 제시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세가지 유형의 

역할 모두 비전제시 능력과 비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소명의식이 중요하

고, 차세대 행정가의 경우 국민으로부터의 지지와 설득능력 등의 역량이 

중요 역량으로 여겨졌다(이선우, 2012). 

행정가로서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반

영한 국내 공무원 역랑모델을 살펴보면, 사고(thinking), 업무(working), 

관계(networking)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 직급별 역할 및 역량을 

제시하였다(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n.d.; 행정안전부, 2010). 5급 공무

원의 경우 정책 기획자, 팀원 촉진자, 업무실행자, 업무 조정자 등의 역

할과 이에 따른 기획력, 논리적 사고, 상황인식 및 판단력, 의사소통 및 

조정 능력 등이 있다. 과장급(4급) 공무원의 경우 정책 판단자, 조직 관

리자, 업무 관리자, 이해관계 조정자 등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기획, 조직 및 성과 관리, 의사소통, 동기부여, 이해관계 조정 

능력 등의 역량을 개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위공무원급의 경우 국

정목표 구현자, 변화혁신 주도자, 부하 육성자, 비전 창출자, 성과 책임

자, 공익 대변자 등의 역할을 기대받고 있고,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

과지향, 변화관리, 고객지향, 조정통합 등의 역량을 개발해야 함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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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n.d.)(표 3, 표 4 참고). 한편, 각 직급별 

역할 및 역량이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각 역할과 역량이 유기

적으로 연합되어야 하고, 조직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따라 기대되는 역

량의 범주와 종류가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박정호, 2014). 

 

표 3 

국내 공무원 직급별 역할 

구분 5급 과장급(4급) 고공단 

사고 정책기획자 정책 판단자 국정목표 구현자 

리더십 팀원 촉진자 조직 관리자 

변화혁신 주도자 

부하육성자 

비전창출자 

업무·관계 
업무 실행자 

업무조정자 

업무 관리자 

이해관계 조정자 

성과 책임자 

공익 대변자 

 

표 4 

국내 공무원 직급별 역량모델 

구분 5급 과장급(4급) 고공단 

사고 

(Thinking) 

기획력 

논리적 사고 
정책기획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업무 

(Working) 

상황인식· 

판단력 

조직관리 

성과관리 

성과지향 

변화관리 

관계 

(Networking) 

의사소통 능력 

조정능력 

의사소통 

동기부여 

이해관계 조정 

고객지향 

조정통합 

참고. “역량의 이해: 직급별 역량모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n.d. 

 (https://www.nh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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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행정가∙공무원의 보편적인 역할모델을 각 지방 공무원에게 적

용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권용수(2006)는 공무원들이 갖춰야 할 필요역

량 분야를 기본소양 및 태도, 외국어 능력, 지적 능력, 업무수행능력, 정

책과제수행 능력, 조직관리 능력 등 여섯 가지로 규정하는데, 이에 조선

일(2006)은 ‘분야별 전문능력’이란 항목을 더해 항목별로 지방정부공무

원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수정하여 제시하기도 했다(이선우, 2012).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역량모델의 제시를 통해 바람직한 고위공무

원의 역할을 제시했는데, 역량 모델은 각국의 고유한 행정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므로 나라마다 상이한 체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진종순, 

2009). 앞서 살펴보았듯, 미국은 고위공무원단 핵심 자격 요건을 변화

유도, 부하지휘, 결과지향, 경영통찰, 연합구축(의사소통) 등 5개 역량군

과 27개의 역량으로 제시하였고, 영국의 고위공무원단 역량체계는 목적 

및 방향 설정, 영향력 강화, 전략적 사고, 성과유인, 지속적 학습 및 개

선 등의 6개의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호주의 고위공무원 역량모

델은 전략적 사고, 결과지향, 생산적 업무관계 형성, 추진력 및 성실성, 

영향력 있는 의사표현 등의 역량을 20개의 차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캐

나다는 고위공무원의 주요 역량으로 대국민서비스, 대인관계, 리더십, 의

사소통, 경영, 자기관리, 사고, 기술 및 운영, 조직, 인적자원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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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스포츠 행정가의 역할 및 역량 

스포츠 행정가의 역할∙역량을 규명한 기존의 문헌도 지도자(leader)

나 감독(manager)의 자질에 집중되어 있었다. 예컨대, 스포츠 코치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멘토(mentors), 선생님(teachers) (Banks, 

2006; Pyke, 2001), 운영자(managers), 리더(leaders) (Gilbert & 

Trudel, 2004; Kellett, 1999), 아버지 상(father figures) (Tutko & 

Richards, 1971). 도덕 교사(moral educators) (Bergmann Drewe, 

2000; Russell, 2011) 등의 역할이 규명되었다(Phillips & Schulenkorf, 

2017, p. 108). Cheng(1993)은 대만의 스포츠 지도자의 역량으로 체육

교육(physical education academic education), 의사소통

(communication), 홍보(public relations), 인사관리(personnel 

management) 역량 등을 언급했다.  

이처럼 기존 문헌은 대부분 체육 지도자∙감독의 자질에 집중되어 있

었다. 하지만, 스포츠 행정가란 작게는 클럽, 레크리에이션 센터, 크게는 

스포츠 공공 및 정부 기관, 비영리 스포츠 기구, 프로스포츠 협회 등의 

스포츠 관련 기관에서, 집단 전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목표 달성 및 이

익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적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

져오도록 유도하며(서재하, 2005; 서재하 & 이상돈, 2006), 스포츠 행

정, 경기 및 구단 관련 사무, 행정, 개발,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체

육 및 스포츠 분야 전문가를 일컫는다. 따라서 스포츠 행정가로서 지도

자∙감독이 지닌 자질과의 공통점을 넘어서서 행정가의 역할을 조금 더 

포괄적이고 거시적으로 봐야 한다. 

스포츠 행정가의 역량에 관한 연구의 시초는 Ellard(1985)가 민간 

생활체육 조직에 종사하는 관리자들의 역량을 크게 경영 및 실무, 자원 

관리, 인사 평가, 기획 및 평가, 프로그램 관리 기법의 5가지 역량군으로 

군집하면서이다. Ellard(1985)의 연구에 이어 생활 클럽 시설에 종사하

는 행정 관리자들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들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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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zalipour et al., 2012; Goodarzi et al., 2012; Jamieson, 1982; 

Jamieson, 1987; Toh & Jamieson, 2000). Jamieson(1982)는 20명의 

생활체육 행정가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설문을 진행하여 12개의 역량군

과 112개의 세부역량 지표로 구성된 설문조사 도구(Recreational Sport 

Competency Analysis, RSCA)를 개발했고, 다시 150명의 행정가들에

게 설문을 진행하여 입문(entry), 중간(middle), 상위(top) 단계에서의 

각기 다른 필요 역량 영역을 밝혀냈다(Jamieson, 1982). 12개의 상위 

역량군은 경영(business procedures), 의사소통(communications), 스

포츠 시설 및 장비 관리(facility and maintenance), 거버넌스

(governance), 합법성(legality), 관리 기법(management techniques), 

공식 업무 진행(officiating), 철학(philosophy), 기획 기술

(programming techniques), 연구(research), 안전 및 사고 예방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과학(science) 등이 있다.  

Toh와 Jamieson(2000)는 스포츠 이벤트 관리자의 역량을 조사하

기 위해 9개의 역량 요소와 65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5점 리커르

트 척도에 기반하여 측정할 수 있는 설문 도구를 제작하였다. 9개의 역

량 요소는 경영(business procedures), 의사소통 및 홍보

(communications and public relations), 컴퓨터 활용 기술(computer 

skills), 스포츠 시설 및 장비 관리(sport facilities and equipment 

management), 거버넌스(governance),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관리 기법(management techniques), 행사 주최 및 관

리(event programming and management), 연구 및 마케팅(research 

and marketing management) 등으로 구분된다.  

Horch와 Schütte(2003)도 독일의 경영 및 관리 능력을 보유한 스

포츠 클럽∙연맹 관리자들의 활동 및 역할을 선도 및 관리 활동(Leading 

and managing), 외부지원을 얻기 위한 로비와 코칭 활동(coaching 

tasks combined with lobbying for external support), 의사소통 및 정

보 활동(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상호교류 및 문제 해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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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ontacts and problem solving), 행정 활동(administration) 등

의 5가지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역량을 회계∙재정∙법률(accounting, 

financing and law), 시설 관리(facility management), 마케팅

(marketing for professional sport), 자원관리(resource management), 

서비스(service offers), 스포츠 과학 지식(sport science),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역량 등의 7가지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한 접근법을 취하는 문헌을 살펴보면, 강지현과 

권기성(2018)의 스포츠 ODA 연수사업 결과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

기 위한 요인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개인역량, 공적제도,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부정책, 사회문화 등을 주요 촉진 및 저해 요인으로 제

시하였고, 촉진 요인 중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개인역량 5가지를 

1) 유관경력, 2) 의사소통 역량, 3) 교육 수준(학벌/학력), 4) 학위 희소

성 및 전문성, 5) 공적 지위 등으로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스

포츠 행정가들이 자신의 지역의 빈곤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장애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대중을 위해 어떠한 새로운 활

동을 만들어가는지 등의 역할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제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Vandermeerschen & Scheerder, 2017). 즉, 지방의 스

포츠 행정가로서 사회 구성원의 요구나 문제를 기민하게 인식하고 반응

하는 것 또한 그들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 사회 및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는 변화 주체의 역

할을 살펴본 대표적인 문헌으로 Schulenkorf(2010)와 Hoekman 등

(2019)의 연구도 있었다. Schulenkorf(2010)은 스포츠 이벤트 개발사

업에서의 지역 출신 변화주체의 역할로 지역 참여 독려자(agent for 

community participation), 연결자(networker), 신뢰 구축자(trust 

builder), 리더(leader), 사회적 책임 옹호자(socially responsible 

advocate), 자원 개발자(resource developer), 혁신가(innovator), 재

정 후원자(financial supporter), 장기 계획자(long-term planner) 등

의 역할을 제시했고, Hoekman 등(2019)은 개발 사업 수혜자로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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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는 지역 커뮤니티의 인재가 직원 및 자원봉사자로 돌아와 가족

적인 분위기 형성가(creators of a family feel), 롤모델(role models), 

리더와 멘토(leaders and mentors), 프로그램 문화 전문가(program 

culture experts) 등의 역할을 감당할 때,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스포

츠 개발사업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 행정가의 자질을 스포츠 지도자 및 감독의 자질과 동일시했

던 초기 연구서부터 그 외 스포츠 클럽 및 이벤트 관리자 등의 역량을 

살펴본 선행 연구를 통해, 체육 행정가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스포츠 행정가의 역량에 관한 파편적인 연구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반 스포츠 행정가와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특성에 

따라 역할 및 역량에 차이점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채 진행된 연구는 

부족했고, 스포츠 행정가의 역할과 역량을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더

욱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무엇보다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의 인식

과 경험에 중점을 두어 그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

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차원의 접근 방식이자 

이론적 함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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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스포츠 ODA 교육사업 참여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질적 연구 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통합적이고 총체적

인 인식을 중요시하고, 복잡한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탐색이 필

요하다는 점이 양적 접근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면담은 사업 수혜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 인식, 

그리고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며 탐구하기 위해 노력하

므로, 스포츠 ODA 교육사업 참여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삶의 경험과 사

업 참여 경험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또한, 질적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이론적이고 해석적인 틀에 따라 

자료수집과 기술, 분석 및 해석의 과정이 수행된다(이종규, 2006). 이러

한 틀을 연구 패러다임이라 하고, 후기실증주의, 사회구성주의, 옹호∙참

여주의, 실용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Creswell, 2012). 그 중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역할 및 역량에 관한 부분이 스포츠 ODA 

교육사업 참여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경험을 통해 주관적으로 생성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입각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성주의는 경험에 대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며, 

단순히 몇가지의 범주와 주제로 좁히기 보다 그 복잡한 경험에 대해 심

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기에(Creswell, 2012),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

는 연구 참여자의 맥락에서의 사업 참여 경험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참여 후 본국

으로 귀환하여 스포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참여자의 의미 구성 

과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 특정 현상에 대한 원인과 과정을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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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합한 사례연구(case study) 방법을 채택하였다(Creswell, 2012). 

사례연구는 Creswell(2012)에 따른 다섯 가지 연구 방법인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연구, 문화기술지 연구와 함께 대표적인 

연구 방법이다. 게다가 본 연구 방법은 실제 맥락(real-world context) 

속에서 현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Yin, 2009a), 연구 참여자의 배경, 

현재 상태, 환경적인 특성 및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있는 그

대로의 자연상태에서 연구한다는 장점이 있다(Woods et al., 1986). 따

라서 단일 또는 여러 사례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자 하며 관찰, 문서, 면

담과 같은 여러 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례연구가 본 연구에 가장 

부합하는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다(Yin, 2009b).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 ODA 교육사업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개발도

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DTM) 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연구

의 수행 절차에 따라 본 연구 문제에 사례연구방법이 적합한지 확인하였

고, 프로그램 참여자의 관점을 대변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 각각의 사례

를 비확률 표집방법(non probability sampling)중 유목적적 표집방법

(purposeful sampling)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그리고 본 사업 관련 

문헌분석과 사업 수혜자와의 심층면담 방법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 스포

츠 행정가의 인식, 경험, 지식의 생성 과정 및 변화에 대한 총체적 이해

를 통해 기존 연구들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3.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는 스포츠 ODA 교육사

업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Dream Together Master에 참여한 후 본국에

서 스포츠 행정 업무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졸업생 총 10명이다. 하

나의 현상에 있어 3~10명의 연구대상을 권장한 선행연구를 참고했고

(Dukes, 1984), 연구 참여자의 특성 및 약력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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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 참여자 특성 및 약력 

구분 기수 출신 대륙 성별 경력 소속기관 

A 1기 라틴아메리카 남 +7 정부체육부처 

B 1기 동남아시아 여 +11 올림픽 위원회 

C 2기 아프리카 남 +14 정부체육부처 

D 3기 중동 여 +8 체육종목협회 

E 4기 중동 남 +8 체육종목협회 

F 4기 아프리카 남 +8 정부체육부처 

G 5기 중앙아시아 여 +6 스페셜 올림픽 

H 6기 라틴아메리카 남 +14 장애인 올림픽 위원회 

I 6기 동유럽 여 +1 반도핑 위원회 

J 6기 동남아시아 여 +10 정부체육부처 

 

스포츠 ODA 사업 및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관련 기

본지식과 경험을 지닌 수혜자로 제한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고, 이

들의 전문적 견해와 경험은 사업 공여자의 의견보다 신뢰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선행 연구를 참고한 결과, 사업 공여자의 목소리만을 듣거나 사

업 수혜자의 목소리가 연구에서 완전히 배제된 경우를 지적하고 있기에, 

본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더욱 타당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기존의 한

쪽으로 치우친 연구에 균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DTM)은 2013년 1기를 선발

하여 현재 7기까지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연도별로 참여자의 배경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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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내용 및 세부적인 사항에 차이가 있고, 본 사업을 바라보는 인식과 

그 경험도 다르다. 게다가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출신 대륙 및 지

역과 성별에 따라 연수사업 참여자가 속한 사회에서 인식하는 그들의 역

할과 역량은 구별될 수 있고, 참여자가 속한 조직의 분위기와 체계, 그

리고 그들의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로서의 경력에 따라서도 개발도상

국 스포츠 행정가의 역할 및 역량의 구성요소와 본국에서 경험한 바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 선정은 1)사업 기수, 2)출신 대륙 및 지역, 3)

성별, 4)소속 기관, 5)스포츠 행정가로서의 경력을 준거(criterion)로 하

여(Lecompte & Goetz, 1982), 유목적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으로 연구 참여자 후보를 선정하였다(Patton, 1990). 각국 정

부체육부처 (National Governing Bodies, NGB), 올림픽위원회 

(National Olympic Committee, NOC), 종목협회 (National Federation, 

NF) 등에 소속되어 스포츠 행정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들을 연

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아프리카,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동유

럽,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다섯 지역에 속한 개발도상국의 참여

자를 사업 기수와 남녀 성비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본 사업 관련 기존 

문헌의 연구 참여자들이 동남아시아 졸업생들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강지현 & 권기성, 2018), 본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

고 연구 참여자의 정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연구 참여에 응하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이 없음을 구두 

및 동의서로 설명하여 연구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였고(Patton, 

1990), 연구에 응한 참여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대상자의 이름은 모두 

알파벳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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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수집 

3.3.1. 문헌조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ODA 사

업 현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정부 발간물, 단행본, 학술 논문, 인터넷 자료, 

사업계획 및 보고서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확인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였

다. 학술연구 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KISS) 등의 다양한 데이

터베이스에 ‘스포츠 ODA’, ‘Dream Together’, ‘스포츠 행정가’, ‘행정가 

역할’, ‘행정가 역량’, ‘스포츠 변화 주체’ 등의 검색 키워드를 입력하여 

국내∙외 학술지, 석∙박사 학위 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였고, 

기존 문헌의 참고문헌을 통한 역추적 방식도 활용하여 문헌 조사를 진행

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대학교 등 국내 

스포츠 ODA 교육사업 및 Dream Together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의 관

련 사업계획서 및 내부 문서 등도 각 기관의 온라인 홈페이지와 내부 정

보 공개 요청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위와 같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기관별로 실시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 ODA 교육사업 및 

DTM 사업의 총체적인 모습을 파악하였다. 

 

3.3.2. 심층면담 

또한,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반구조화(semi-structured 

interview)된 면담방식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이는 심층 면담 참

여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의 내용에 유동성이 있고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깊은 대화를 통해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심도 있는 

답변을 얻어내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조용환, 2004). 면담시간은 연구 

참여자의 집중도를 위해 1회, 60분 동안 실시했고, 면담 진행 후 2일 이

내에 전사과정을 거쳐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을 확인하여 추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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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한 경우 30분 내외의 추가면담을 진행했으며, 면담 자료를 전사

하여 녹음본은 폐기 후 전사자료만을 보관하였다. 심층면담 이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연구 참여에 대해 동

의를 얻었고, 인터뷰 주제 및 질문에 대한 간단한 안내서를 연구 참여자

에게 발송하여 면담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면담내용

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되었다. 면담 시간과 장소는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가 해외에 거주하며 코로나19 사태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된 

관계로, 국가간 시차와 참여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가 편한 

시간과 장소로 선정하여 비대면 화상 전화 플랫폼을 이용한 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구체적인 면담 질문의 구성은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6 

심층면담 질문지 

주요 내용 질문 내용 

1. 배경 

1. 현재 본인의 주된 업무와 일과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2. DTM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개인적인 이유나 계기에 대해 설명해주

실 수 있나요? 

2.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역할 

1. DTM 프로그램 참여 전,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로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2. DTM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다면 예

시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3. DTM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비교과과정, 네트워킹 중 앞서 언급한 역할

을 인식하는데 있어 어떠한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예시

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3.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역량 

1. DTM 프로그램 참여 전,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로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나요? 

2. DTM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역량이 있다면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3. DTM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비교과과정, 네트워킹 중 앞서 언급한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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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는데 있어 어떠한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인 예시

를 들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4. 본국에서의 

변화 

1. DTM 프로그램 참여에서 얻은 경험과 자원을 통해 본인의 업무에 변화

가 있다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2. DTM 프로그램 참여에서 얻은 경험과 자원을 통해 새롭게 성취한 개인

적 성과가 있다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3. DTM 프로그램 참여에서 얻은 경험과 자원을 통해 본인에 대한 조직의 

평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4. DTM 프로그램 참여에서 얻은 경험과 자원을 통해 조직의 혁신과 본국 

스포츠 분야 변화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5. DTM 

프로그램 

발전방안 

1. 앞으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역할 및 역량 중, 강화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2.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로의 역할 인식 및 역량 개발에 있어 DTM 

프로그램의 가장 아쉬웠던 점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3.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로의 역할 인식 및 역량 개발을 위해 DTM 

프로그램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3.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귀납적 범주 분석(inductive category 

analysis)방법이 활용되었다. 이는 아직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분야나 사례에 대한 사회문화적 의미를 도출할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진성 등, 2012). 스포츠 ODA 관련 문헌과 심층면

담 전사 문서를 한국어로 번안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각 영역별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요소들을 정리

하여 각 영역별 주요항목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세 단계의 범주화 및 항목화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전사된 자료를 세밀하게 읽으며 개별적으로 수집된 자료

를 통합하여 간단한 목록을 작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인식한 역할과 개발한 역량, 그리고 본국에서의 변화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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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초기 요소들을 도출했다(Wolcott, 1994). 도출된 항목들 간 연

결성, 유사성, 그리고 중복성을 확인하여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했고 잠

정적인 항목을 확보하였다(Creswell, 2012). 두 번째로, 개별적인 항목

들의 범주화 작업을 거쳐 도출된 결과에 대해 수정된 세부항목을 도출하

였다. 마지막으로, 이미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범주화 과정

을 거쳐 각 범주에 대한 최종 항목화를 실시했고, 도출된 요소들을 통해 

각 연구 문제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을 확보하였다(Creswell, 2012).  

 

3.5. 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는 자료 수집 단계서부터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전 단계까지 

이르러 질적 연구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연구자는 연구 자료 및 분석 결과에 있어 자신의 주관성이 개입되

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의 전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

다(Peshkin, 198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연

구 결과를 검증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확인과 동료 연구자들로부터의 점

검 과정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한 삼각 검증(triangulation)은 질

적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다각적 측면에서 수집된 자료가 공통적으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

는지 비교 및 검토하는 방법이다(Creswell, 2012; Denzin & Lincoln, 

2005). 본 연구에서는 사업 참여 수혜자 심층 면담, 선행 문헌, 사업 실

무자 및 교수 자문 등으로 자료를 다원화 함으로써 연구 문제에 따른 연

구 결과를 지지하고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연구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연구 참여자로부터의 

자료수집 과정에 있어 왜곡이 있었는지, 결과 도출시 올바르게 해석했는

지 등을 재확인 받는 과정이 있다. 위 작업은 심층 면담 당시 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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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떠올리지 못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연구자의 이

해와 해석의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심층 

면담을 전사한 후 수정사항이 있는지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member 

check)을 받았다(Lincoln & Guba, 1985).  

마지막으로, 연구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고 

추가 자문을 구하기 위한 동료 협의(peer-debriefing) 과정을 실시하였

다(Lincoln & Guba, 1985; Merriam, 1988). 동료 간 협의는 연구 결과

의 해석 과정에서 오류나 편견 없이 올바르게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확인

하고자, 연구 배경이나 학문 분야와 관련된 동료나 전문가의 조언 및 평

가를 구하는 활동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절차의 세부적인 과정을 공

유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였고, 본 연구주제와 질적 연구 관련 경

험이 풍부한 체육학 박사과정 및 학위 소지자 3인의 자문을 받았다.  

 

3.6. 연구 윤리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그들의 삶에 깊숙

이 개입하므로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임수원, 

2004),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연구윤리교육을 이

수하였고, 윤리적으로 타당한 절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대

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의를 

거쳤다. 연구의 전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가 연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 목적, 구체적 과정, 기대 결과 등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

자 선정에 있어 자발적 동의를 구하여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김

영천, 2012). 게다가 연구 참여자의 권익 관련 사항이 포함된 연구 참여 

동의서를 참여자에게 제공받아 참여자의 신분과 개인적 정보를 보호하고 

기밀을 유지하기로 약속했고, 연구 참여자의 신상을 외부적으로 노출시

키지 않고 보호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김영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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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및 논의 

본 장은 연구 문제에 부합하는 결과와 그 논의를 기술하였다. 본 연

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한국 스포츠 ODA 교육사업 

중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DTM)에 참여함으로써 인식한 

역할과 개발한 역량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로 인해 본국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는지 탐색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개발도상국 스포

츠 행정가 교육과정(DTM)에 대한 수혜자 중심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한국 스포츠 ODA 교육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4.1.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DTM) 참여 경험

을 통한 역할 인식 

심층면담을 분석한 결과, 첫번째 연구 문제에 대한 주요 결과로 

DTM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로서 선구자, 기획자, 

전문가, 관리자, 지원자, 그리고 연결자의 역할 여섯 가지가 범주화 되었

다. 각 범주별로 나타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7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역할 인식 항목  

구성항목 주요항목 

리더 

선구자의 역할 
변화 주도자 

비전 제시자 

투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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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자 
기획자의 역할 

전략적 사고자 

스포츠 전문가 

전문가의 역할 연구자 

자국 전문가 

업무 및 자원 관리자 
관리자의 역할 

상급관리자 

엘리트 스포츠 지원자 

지원자의 역할 
생활 스포츠 지원자 

소외계층 지원자 

멀티플레이어 

팀 구축자 

연결자의 역할 
커뮤니케이터 

대외 네트워커 

설득 및 지지획득가 

 

4.1.1. 선구자의 역할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은 DTM 프로그램의 다양한 경험을 통

해 본국을 변화시키는 선구자의 역할을 인식하였다. 일반적인 행정가의 

모습이 아닌 개발도상국 사회를 변화시킬 리더로서 방향을 제시하고 주

변을 격려하며 동기부여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또

한, 이전에는 없던 시도를 하며 본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관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줘야 함을 다양한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개발도상국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시에 다양한 책임을 맡아 변화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국제 스포츠 경영 관련 모듈 수업이 있었어요. 그 모둘에서 행

정가와 리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 주었어요. 저의 역할을 새

롭게 알았다고 할 수 있죠. 행정가는 단순히 계획하고, 조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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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한다면, 리더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팀을 보조할 줄 알아

야 해요. 즉, 정부 산하 스포츠 부서, 국가올림픽위원회, 그리고 

각 종목 경기 연맹 등과 같은 기관을 지원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야죠. 제가 속한 지역 공동체도 저를 롤모델로 

여기고 있어요. 저는 그들을 격려하고 동기부여 해야하죠(연구 

참여자 C). 

 

제가 느낀 것은 우리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리더

십을 보유한 스포츠 행정가들이 없어요. 저희는 한계를 넘어설 

용기도 없고, 돈도 불필요한 요소들에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하

지만, DTM을 통해 스포츠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어요. 한국과 

우리나라는 일하는 방식도 그렇고, 역할도 굉장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과 선진국에서는 항상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미

래를 그리는 작업을 하죠. 그러나 저희는 작년에 했던 것을 그

대로 하고, 이런 일이 10년간 반복되었어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건 스포츠 리더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한국에

서 가져온 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연구 참여자 J). 

 

많은 스포츠 행정가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분야의 리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며, 그 국가와 스포츠 산업의 기

저에 있는 만성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반면, 누군가는 

그냥 행정가로서 자리만 지키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

문이죠.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포츠 리더들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전의 관습에서 벗어나 제

가 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했죠(연구 참여자 E).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스포츠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한국의 비약적

인 성공의 모습을 확인하며 본국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인식하게 되었

고, 그 변화를 위해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설득하는 변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DTM에서 배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저는 일반 사람들처럼 생각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 국가에서 스포츠 구조가 제대로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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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는 것이 뭔지 알게 되었죠. 그 후로 그동안 우리나라에

서 다루지 않았던 스포츠 구조의 발전에 기여하는 다른 요소들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례로, 스포츠를 통한 개발에

는 영향을 미치지만, 스포츠 개발 그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알게 되었죠. 따라서 우리나

라와 선진국이 갖는 차이를 알게 되면서 변화를 도모할 수 있

게 되었고, 변화를 추구해야함을 알게 되었죠(연구 참여자 F).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과 아무것도 같

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아지려면, 많은 것을 개선시켜야 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죠. 그리고 저는 한국의 문화를 전하는 선구자가 되어

야함을 인식했어요. 한국의 50년 전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과 

같았고, 현재는 올림픽 무대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로 급

격하게 성장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했죠(연구 참여자 A). 

 

DTM 프로그램의 비교과과정 중에 산업 현장에서 종사하는 인

사분들께서 와서 하는 특강이 있는데, 그들이 주는 아이디어를 

통해 저희의 열정을 고취시킨 것 같아요. 본국에 돌아갔을 때,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바꾸고 싶고 하는 등의 생각이 들었

어요. 사실 DTM에서의 이런 경험은 저희에게 엄청나게 큰 충

격을 주었죠. 와, 이런식으로 훈련하는구나, 왜 그들이 월드클

래스의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저희도 스

포츠를 개발하는데 수십억을 투자하는데 왜 올림픽에서 금메달

을 하나도 못 가져오는지 알 수 있었어요. 분면 어떤 변화가 있

어야 함을 느꼈어요. 누군가 가운데에서 이 역할을 맡아 모든 

것을 고쳐야 함을 깨달았죠. (…) DTM에 가기 전에는 위에 계

신 분들이 시키는 일만 했어요. 그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다녀와서 

일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보고나서는 저는 변화를 만

들어내고 싶었죠. 우리나라는 특히 공무원들의 일하는 태도가 

별로에요. 그래서 저는 먼저 스포츠 행정가로서 그들이 생각하

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서 현재 위치

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도전하며, 한국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방식으로 일해야 함

을 피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일하는 

문화를 바꾸는게 시급하기 때문이에요(연구 참여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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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위해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강하

게 투쟁하고 설득해야 하는 본인의 사명 또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들은 깨닫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달리 경제, 사회, 교육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 스포츠의 중요성이 상대적

으로 뒤로 밀려났기 때문에, 그들은 스포츠가 국민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알리며,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와 반대되는 의견에 맞서 싸워야 함을 알게 되었다

고 응답하였다. 

뭔가 없는 것을 새롭게 시작할 때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게 중

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본국으로 돌아오면 저를 시기하거나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며 변화를 원하지 않는 이들도 있어요. 

수십년간 같은 방식으로 일해왔는데, 변화를 원치 않겠죠. 그런 

가운데 변화를 유도하는게 어디 쉽겠어요.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선진국은 모든게 잘 갖춰져 있고, 모든게 완벽하게 

돌아가죠. 저도 한국이라는 완벽한 나라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되는 곳에서 돌아왔잖아요. 한국은 원하는 자원과 교수님들

께 연락 한 번이면 제약없이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이들이 다양

한 경험을 보유하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현실

을 마주하게 되죠. 모든 면에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

씩 고쳐 나가야 해요. 제가 그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사람이에

요. 그래서 비전과 꿈을 갖게 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A). 

 

상상해보세요. 모든 것이 정비되어 있고, 쉬운 삶 가운데 있다

가, 모든게 어려운 곳으로 이동하면 어떤 느낌일지요. 집에 돌

아왔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바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자신이 뭘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

래서 저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줘야 

함을 느끼죠. 투쟁해야 한다는거에요. 우리나라는 계획도 없고, 

인적 자원도 부족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더 복잡한 상황

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위해 싸워서 쟁취해내야 해요

(연구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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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자전거 레인을 설치해주고, 사람들

이 운동할 수 있게끔 실내 체육관을 제공해주죠. 정부에서 스포

츠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나라 정부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교

육이나, 보건이나, 경제 등에 관심이 많고, 스포츠에 대한 기대

는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어요. 이는 연간 예산안에서도 스포츠

에 주어지는 금액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스포츠가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생각을 

갖질 못하고 있어요. 개발도상국에서는 스포츠가 장기적으로 국

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해요. 따

라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로서 정부와 싸워서 스포츠가 

갖는 의미를 전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스포츠가 초래하는 경

제적 효과를 납득시킬 필요가 있죠(연구 참여자 F). 

 

4.1.2. 기획자의 역할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로서 스포츠를 통해 지역 사회에 기대하

는 성과를 내기 위해 장기적 안목과 세부적인 계획을 갖고 프로그램과 

업무를 진행하는 기획자의 역할도 인식하게 되었다.  

DTM 프로그램을 다녀오고 나서 수 많은 아이디어들이 제 머

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대상을 정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을 시행하고자 했죠. 특히 노인들을 위해서 말이죠. 복싱은 노

인들보단 조금 더 젊은 층을 위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어요. 하

지만, 이런 것을 계획하고 실제로 시행에 옮기는 것은 아무도 

안하고 있어요. 저는 제 동료들에게 자원보다, 일단은 이 프로

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한국

에서 배운 것을 활용해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연구 

참여자 F). 

 

이전에는 선수로서 무엇인지 필요한지만 고려했어요. 하지만, 

DTM 후 본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는 이전의 방식으로 성공할 

수 없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죠. 제 인

식이 바뀌었어요. 또한,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

었어요. 선수일 때는, 특정 업무에만 집중했다면, DTM 후에는 

스포츠 행정가로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다는 것을 깨달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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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래를 그리고 계획을 함으로써 더욱 큰 그림을 볼 수 있

게끔 해줄거라 믿게 되었어요(연구 참여자 E). 

 

DTM 수업 가운데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연습을 반복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은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사전에 계획하는 것에 따라 성공과 실

패를 가르며, 이전에는 점검하지 않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전략적으로 

던져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은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므로, 어떤 일을 진취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은 매우 필수적이었다. 

DTM에 참여하기 전에는 선수들의 기술적인 부분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 행정가로서 제 역할을 전혀 인식하지 못

하고 있었어요. 제 이전의 역할은 전략적이기보단 운영하는 것

에 가까웠어요. DTM을 통해 전략적인 사고와 기획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 수업 중에서 한 교수님께서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셨어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목표를 설정하게 해주며, 전략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일

을 처리하게 되면 그 자리에 정체된다고 이야기해주셨어요. 따

라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왜 하고 싶은지 사전에 생각하는 것

이 중요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전략적으로 기획하도록 해야

죠. 나의 역할을 무엇인가? 선수들의 요구에 어떻게 하면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통해 전략적으로 사전에 기획해야 함

을 알게 된 것은 제게 엄청난 일이었죠(연구 참여자 A).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과 우리나

라를 비교해보면, 한국에서는 무언가를 계획하면 시간이 걸리

죠? 하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나라는 달라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죠. 모든 것을 새롭게 시

작해야해요. 따라서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이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에 좌

지우지 됨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전략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특히 개발

도상국은 여러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 많

은 계획과 조직이 연루되어야 하죠. 만약, 다음 단계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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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거에요. 하지만, 

계획없이 움직인다면 헛수고가 되겠죠.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에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죠(연구 참여

자 D). 

 

4.1.3. 전문가의 역할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한 또 다른 역할은 바로 전문가가 되어야 한

다는 점이었다. 먼저는 스포츠의 고유한 성질과 다양한 스포츠의 특성을 

이해하고, 스포츠 정책서부터 스포츠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터득

하며, 스포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겸비한 전문

가였다. 스포츠 제도나 체계가 잡히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다양한 스포

츠를 동시에 관리하고 스포츠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로 인식되었다.  

DTM 전에는 저는 그냥 프로 선수였어요. 스포츠 행정가로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죠. DTM을 통해 본국 스포츠 세계

에 스포츠 분야 전문가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스포

츠 행정가라면 스포츠 정책서부터 선수들의 거시 환경까지 변

화를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사람임을 알

게 되었어요. DTM의 수많은 교수님들과 다양한 수업들을 통해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

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아

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을 인식했죠(연구 참여자 I). 

 

개발도상국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다루는게 어려워

요. 한쪽에서는 배구, 농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피겨 스케이팅, 스케이트보드, 동계 스포츠 프로그램

을 진행해야 하는데, 각 종목은 규칙이 다르고, 특성이 다르잖

아요. 동시에 다른 여러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는게 쉽

지 않아요. 제가 DTM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잘 

이해하며 스포츠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다양한 스포츠를 한

번에 다루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죠 (…) 모든 

스포츠는 각기 다른 규칙과 특성을 갖고 있어요. 스포츠 행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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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다양한 스포츠를 동시다발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쉽지 

않죠. 그리고 스포츠는 스포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강, 

교육, 관광 등과 연계되어 아주 다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구 참여자 G).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고, 주변에 가

용한 자원은 무엇이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알아내

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는 연구자의 역할도 언급하였다.  

커리큘럼을 통해서 제가 가진 상품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를 

다른 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

면, 어떤 스포츠 프로그램을 시작하든 저는 제가 사람들에게 어

떤 것을 전달할지를 연구하고 시작해요. 그 상품에 제가 더할 

수 있는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 사람들이 갖는 기대가 뭔지를 

알아내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시

작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연구하

죠. DTM이 저에게 이러한 역량을 길러줬어요. 저는 어떤 스포

츠 행정가든 먼저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을 

시작하던 간에 그 상품에 대해 조사해야 하고, 본인이 처한 상

황을 파악해야하죠. 그 상품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면, 그 환경

을 알게 되고, 그 상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게 될지에 

관한 아이디어를 더 얻게 되죠(연구 참여자 H). 

 

제가 얼마나 교육을 받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는 

충분한 지식과 정보가 없어요. 세상은 넓고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죠.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욱 많은 지식을 쌓는게 중

요한 것 같아요. 스포츠 행정가로서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연구 참여자 D). 

 

특히 이러한 연구자의 자세는 자국이 보유한 강점과 약점을 정밀하

게 파악하여 자국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명확하게 아는 자국 전문가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기여했다. 연구 참여자 E의 경우, 해외에서 파견되는 

행정가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발도상국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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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자국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는 본국 스포츠 행정가임을 피력했다. 

즉, 본국과 선진국의 시스템 및 자원을 잘 파악하여 비교할 줄 아는 것

과 더불어, 자국 상황에 맞게 스포츠 선진국의 선례들을 벤치마킹하는 

역할도 연구 참여자들은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모든게 아직 초기 단계에 있

는 개발도상국은 성정하기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죠. 따라서 개개인이 갖는 잠재력이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어

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배우려고, 성장하려

고, 변화를 만들려고 엄청나게 갈망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국

가가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

을 보면 정말 엄청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 수 있죠. (…) 하지

만, 선진국에서 오는 행정가들을 보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의 경험에 상관없이 개발도상국에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상황에 맞게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전문가들을 모셔오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실

제로 우리나라에 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선진국에서 

와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

고 있어요.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는 각자의 나라에 최적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며, 무엇이 자국에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고 있

죠. 저는 스포츠 행정가라면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해요(연구 참여자 E). 

 

국제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제가 속한 곳의 외부에 있는 요

소들을 고려해야 해요. 스포츠에 있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갖는 약점, 기회, 외부환경 요인

들을 파악하는 행정가가 되어야 하죠(연구 참여자 A). 

 

4.1.4. 관리자의 역할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로서 다양한 

업무와 자원 등을 관리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자신이 보유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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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시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DTM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과 

비교하여 자신의 조직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재정비하며,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골고루 배치하는 것도 그들의 역할

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기존에 선수의 눈으로만 

행정 업무를 관리했었지만, DTM 프로그램 이후 조금 더 넓은 안목으로 

다양한 업무와 자원을 관리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몇몇의 모듈을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교수님들의 수

업을 통해서 가능했죠. 강 교수님과, HR에 대해 강의하신 교수

님, 그리고 아브라함 교수님까지 모두 제게 큰 영향을 끼치셨어

요. DTM 수업을 통해 매우 실용적인 강의를 전해주셨고, 현실

을 직시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로 하여금 문제에 집중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특히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개

발도상국이 얼마나 낮은 임금을 받고 있고 일을 처리하는데 있

어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관리

하고 재정비 해야함을 인식했죠(연구 참여자 G).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것의 중요

성을 실감했어요. 저희는 다양한 배경, 지식, 특성을 지닌 사람

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과 각자의 성향과 재능

을 고려해서 업무를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사람을 관

리하고, 그들의 역량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할 일을 나눠주는게 

관리자로서의 저의 역할임을 알게 되었어요(연구 참여자 F). 

 

이제는 관리자의 포지션에서 일을 해야하죠. 시합을 위해서 선

수들을 훈련장으로 파견해야 하고, 모든 국제 시합에 따라다녀

야 해요. DTM을 통해서 선수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충분한 휴식을 위해서 그들이 진

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고, 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

며 도와줄 수 있을거라 생각해요(연구 참여자 I). 

 

DTM 과정 후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스

포츠 부서나 사무소를 관리 및 감독하는 역할과 함께 서류 검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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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기술적인 문제 해결 등과 같은 일을 처리하는 역할이 지속되었다. 

DTM 프로그램 이후에는 본인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급관리자로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며 더 높은 수준에서 프

로그램을 관리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DTM을 통해 처음으로 관리자의 측면에서 일을 바라볼 수 있

게 되었어요. 저는 한 평생 선수로만 살았어요. 저는 스포츠를 

운동선수의 눈으로 보고 있었고, DTM 전에는 스포츠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밖에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들은 내용들과 

경험뿐이었죠. 하지만, DTM 후에는 스포츠를 선수의 눈에서 

더 나아가 행정가로서 보게 되었어요. 선수였을 당시에는 이벤

트를 운영할 때, 기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매우 낮은 수

준의 실력으로 일을 했어요. 하지만, DTM은 제 삶의 관점을 

확장시켜주었고, 스포츠를 관리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줬어요(연구 참여자 E). 

 

이전에는 스포츠 발전을 돕는 행정가였어요. 매우 낮은 수준의 

행정가였죠. 스포츠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했고, 저와 

관련된 협회들을 관리했으며, 국제 경기에 참여하는 것도 지원

하고 그랬어요. DTM 후에는 제 역량이 향상되어 관리자의 위

치에서 일을 보게 되었어요.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기

보다 이제는 다른 행정가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

는 관리자의 시선을 갖게 되었죠(연구 참여자 F). 

 

4.1.5. 지원자의 역할 

연구 참여자들은 모든 스포츠 활동이 원활하고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에서 스포츠 조직, 코치∙감독 그리고 선수를 지원하는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선수들의 일상생활을 다방면으로 지원하

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훈련에 매진하며 국제 경기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하며, 부상이나 은퇴를 통해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하는 선수들의 

경력 전환 과정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연구 참여자 I의 경우, 본

인의 선수 시절 경험과 DTM에서 배운 요소를 활용하여 엘리트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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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환경을 지원해야 한다는 본인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직책을 맡아 일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이윤을 내기 위한 개인 비즈니스에서 일했어요. 누군

가를 돕거나, 선수들을 양성하는데 기여하는 곳이 아니죠. 제가 

한국에서 습득한 역량을 활용하지 않았죠. 사실 정반대였죠. 다

른 국제 파트너나와 협상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거나, 제 

언어 역량을 활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스포츠에 대해 

깊게 배우고 연결이 있었던 점은 분명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요. 단순히 돈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새로운 변화를 

꿈꿨죠.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싶고, 선수들과 제

가 속한 조직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스포츠 행

정가라면 스포츠 정책 개발서부터 선수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

각했죠(연구 참여자 I). 

 

스포츠 의학, 재활, 심리, 영양 등 선수들의 복지와 관련된 모

든 부분을 지원해야하는 점이 제 역할임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국제 경기를 나가는 선수들과 코치들이 전략적을 짜고 행동 계

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돋는 것도 필요함을 알게 되었어요(연

구 참여자 A). 

 

엘리트 스포츠를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들은 DTM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장애인, 여성, 노인 등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 및 소외계층 모두가 스포츠에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고민하며 

생활스포츠 및 소외계층 지원을 본인의 역할로 꼽고 있었다. 다수의 연

구 참여자들은 DTM 프로그램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스포츠를 통한 

개발(Sport for Development)’에서 강조하는 이념을 새롭게 배우며 이

와 같은 역할을 인식하게 된 것이었다.  

이 교수님의 수업을 통해 장애인도 스포츠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일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수업은 사실 DTM 학생이 아닌 다운

증후군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수업에 우연히 참여했었고, 그때 경험한 바를 본국에도 가져왔

어요. 그때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제게 시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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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많았고, 본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죠(연구 참

여자 D). 

 

이 교수님의 수업은 특히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에 대해 강조했

어요. 장애인도 스포츠 참여하는 것에 대한 강의였어요. 이러한 

수업은 제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연구 참여자 G). 

 

현장 체험학습 중에 원주에서 개최되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방문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때 한국인들이 노인분들을 스포츠 

참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몇은 통역을 하고 있었고, 몇

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즐기고 있었어요. (…) 한국에서 노인

들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본국으로 

돌아와 저도 노인들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

음을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그 이후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

행할 때, 항상 소외된 계층이 어떻게 하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닌 역할을 바꾼 계기라고 할 

수 있어요 (…) 우리나라는 스포츠라고 했을 때 주로 엘리트 

스포츠를 말하며 경쟁적인 요소만 부각시켜요. 따라서 재능이 

없거나, 조직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참여자들은 스포츠를 통해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이

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

발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게 제 역할이죠. (연구 참여자 F).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지원자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

제가 보이면 나서서 다방면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멀티플레이어의 역할로도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은 DTM 프로

그램을 통해 수많은 역량을 겸비하여 본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원을 건

넬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변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었고 다방면에서 본

인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DTM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겸비한 저로서 다양한 부

분을 지원해야 했어요. 어떤 한 곳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면, 제

가 그 자리를 메꿔야 했어요. 저와는 상관없는 자리도 맡아서 

해야 했죠. 일례로, 교육 부서에서도 일해야 했어요. 저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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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의 정보가 없죠. 사무총장 비서직도 맡아야 하고, 번역일도 

해야 하고, 생활 스포츠도 지원해야 하고, 리포트 작성과 계획

하는 일 등 다양한 일을 해야 하죠. 그들이 무언가 도움을 요청

하면 언제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 제가 선택

한 변화가 아니었어요. 다양한 곳에서 저를 필요로 하니 저는 

그들을 지원한거고, 이렇게 다방면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연구 참여자 D). 

 

4.1.6. 연결자의 역할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본인 스스로 변화를 주도할 수 없고, 

함께 변화를 주도할 동료를 모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팀 구축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 본인의 조직과 스포츠계에서 종사하는 인사뿐 

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이들과 함께 일하며 문제를 해결

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아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로서 필수적인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주변에 가용 가능한 자원이 많고, 훌륭한 

인재들이 있어도, 한 팀으로서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

게 되었어요. 같은 결과를 내더라도 한 팀으로서 같은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팀을 구축해서 성과를 내려면, 누군가는 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사람

이 되는 것이죠. 제가 DTM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 제가 자랑스러운 점은 이제 팀을 

구축할 수 있게 된 점이에요. 현재 4명의 디렉터와 다른 사람

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팀을 만들려고 했어요. 

팀이 함께 할 때 변화를 주도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철학을 제

가 일할 때 항상 적용하려고 하죠. 함께 일하는 이들은 다양한 

배경과 전문성을 보유한 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의사, 치료사, 

영양사 등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하는 이

들이고, 이들은 각자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팀으로써 움직여야 하죠(연구 참여자 A). 

 

제 동료들은 무언가 많은 것을 전달하고자 해요. 하지만,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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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저는 제가 그들이 제시

하는 예시들과 사례들을 모아서 우리의 힘으로만 전할 수 없다

고 이야기했어요. 저희 조직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모두

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야 해요. 저는 그 사실을 DTM을 통해 

배우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줘야 했어요 (…) 저는 주로 제 팀

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을 처리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

아서 저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자 팀을 꾸

렸고 약 300명 정도가 저를 많이 도와줘서 동시다발적으로 많

은 일을 수행할 수 있죠. 저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 팀이 없

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팀을 만들었고 이들은 제가 설정

한 목표를 이루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저는 스포츠 행정가라면 

팀을 만들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J). 

 

이러한 연결자의 역할은 본인을 지지하고 함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팀을 구축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나라의 국가 올림픽 위원회, 정

부 부처, 각종 종목 협회, 그리고 국제 스포츠 조직 등과도 대외적으로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도 이어지고 있었다. 

이제는 제 주변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 더욱 

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

에 다른 사람들을 잘 연결시켜야죠. DTM을 통해서 가장 먼저 

얻은 부분이에요. 제 지역 커뮤니티의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

키고, 그러다보면 함께 동반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많아질거에

요. 그리고 그들이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해

도 그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고, 그들과 계속해서 연결되다 

보면 더 나은 성과에 도달할 수 있게 되죠(연구 참여자 H). 

 

제가 속한 기관이 올림픽 솔리더리티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기

금을 조성하는데 있어 소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해요. 그들은 영

어로 제안서를 작성하고 소통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죠. 하

지만, 저는 DTM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고,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기구에 연락하고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저는 

해외에 있는 국가 올림픽 위원회, 국제 올림픽 위원회, OCA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연결 짓는 역할을 해야해요

(연구 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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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활동으로 세계 태권도 챔피언쉽 대회를 위해 무주에 방

문했을 때, 그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 대표단을 돕는 저의 역할과 커뮤니케이

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며 앞으로 전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왜 DTM이 이런 활동에 저희를 참여하게 하는

지 알게 되었죠. DTM이 종료된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저희 

조직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많은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영향력을 확장시켜나갔어요. (…) 커뮤니케이션, 

국제 관계, 홍보 등 다양한 부분에 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

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어요. 국가올림픽 위원회, 

국제 트라이애슬론 협회, 국제 올림픽 위원회, 반도핑위원회, 

교육 부처 등과 더 많은 관계들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다른 두개의 집단일 수 있지만, 추후

에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둘을 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통해 선수들과 코치 및 감독이 혜

택을 입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대외적으로 네트워킹을 확장할 

필요성을 알게 된 것이에요(연구 참여자 E).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는 본인의 상급자, 스폰서, 파트너사, 미

디어, 대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사소통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

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상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변을 설

득하고, 변화를 주도하는데 본인이 마주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지를 

획득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업을 통해 스포츠가 되었든, 어떤 활동이든 그 상품을 잘 홍

보하는 역할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어요. 이는 대중들에게 직접

적으로 잘 제시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마케팅의 측면에서 소통

이 중요하고, 스포츠 이벤트나 스포츠 조직을 대중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그 상품을 잘 전달할 줄 알아야죠(연구 참여자 H). 

 

상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굉

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는 어럽죠. DTM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의 도움이 없고, 의사결정을 하는 이들의 신뢰를 확

보하지 못했었죠. (…) 따라서 현장에 있을 때 제가 갖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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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경험들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바꿔줘야 해요. 

단순히 제가 DTM에서 왔고, 여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른 동료들을 설득시킬 수 있

어야 하고, 제가 가져오는 해결책이 단순히 제 경험에 근거한게 

아니라, 이미 해외 선례나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을 바탕

으로 제시되는 것임을 알려줘야 하죠(연구 참여자 A). 

 

DTM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가 마주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를 후원할 수 있는 잠재적인 스폰서를 유치하는게 중요함을 알

게 되었어요. 특히 미디어를 통해서 말이죠. 세상은 정말 빠르

게 변화하고 있고, 기술도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따

라서 SNS에서도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하죠. 따

라서, 스포츠 행정가로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그들에게 지

지를 얻기 위해 어떤 내용을 포스팅해야 하고, 긍정적, 부정적

인 반응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죠(연구 참여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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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DTM) 참여 경험

을 통한 역량 개발 

두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된 주요 결과는 문제해결, 기획 및 혁신, 

상황 대처, 스포츠 전문 지식, 의사소통, 관계 역량으로 크게 6가지로 구

분되었다. 각 범주별로 나타난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역량 개발 항목 

구성항목 주요항목 

문제 인식 

문제 해결 역량 결과 중심적 사고 

자기주도학습 

전략적 기획 
기획 및 혁신 역량 

창의적 사고 

융통성 

상황 대처 역량 변화에 대한 적응력 

회복 탄력성 

스포츠 전문 지식 및 이론 

스포츠 전문 지식 역량 스포츠 연계 분야 지식 

국제 스포츠 흐름 

소통 

의사소통 역량 
협상 및 설득 

대중 연설 

미디어/SNS 소통 

관계 형성 

관계 역량 다양한 문화 수용 

지지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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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문제 해결 역량 

연구 참여자들은 DTM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스포츠 선진국의 

체계와 생태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며 본국의 상황을 직시하고 선진

국과 비교했을 때 본국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본인이 속한 조직과 국가가 겪고 있는 이면의 문제들을 관철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졌

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되었다.  

저는 본국과 선진국 사이에 간극을 발견하고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DTM을 통해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실행하기 위

해 필요한 자원을 발견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어요(연구 참여

자 F).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나라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스포츠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기여할 

수 있는지, 스포츠 개발에 있어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역할 등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나라와 다른 선진국이 갖고 있는 

갭을 발견할 수 있었고, 우리가 지닌 자원과 상관없이 마주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낼 수 있게 되었죠. 

(…) 이제는 자국의 문제와 기회를 발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스포츠가 놀이로 인식되고 있어요. 

더욱이 여성이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죠. 따라서 여성

이 스포츠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DTM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온 저에게는 이것이 

기회였죠(연구 참여자 C). 

 

또한, 이들은 DTM 프로그램의 수업을 통해 본인이 인식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조금 더 체계적이며 논리적이게 되었고, 전략적이고 결

과지향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역량을 개발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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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A의 경우, DTM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 문제를 성공적

으로 다루고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세워 측정

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워 본인의 업무에서 활용한다고 언급하였다.  

스포츠 매니지먼트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논리적으

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셨어요. 그 수업을 듣기 전의 저

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면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파악하기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논리 수업을 통해 어떤 문제에 접

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논리가 생겼고 근거가 생기기 시작했어

요(연구 참여자 B). 

 

이제는 전략적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DTM 전에

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치료 

뿐만 아니라, 부상을 예방하고, 어떻게 하면 퍼포먼스를 향상시

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치료하고 부상을 회

복시키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안전하게 운동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회복한 후에 곧 바로 최상의 수준

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신경쓰죠. 그리고 다양한 학

문 분야를 연계하여 코치를 지원하고 훈련함에 있어서 어디가 

적합한지 알아보며 선수들 데이터를 분석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죠. (…) 한편, 더 결과지향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제

가 하는 일의 결과와 그 효과를 평가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KPI를 세워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측정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DTM 프로그램은 굉장히 고된 과정이잖아요. 저희가 그 과정을 

통해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성공은 측정이 되어야 하잖

아요. 그래서 그 지표를 설정해야 하고, 더욱 결과지향적인 사

람이 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A). 

 

한편, DTM 프로그램은 논문을 쓰는 학위과정으로서 의미 있고 핵

심적인 연구 문제를 찾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논리

를 전개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본 과정을 통해 자기

주도학습적 연구 역량을 기르며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아프리카의 한 정부 체육부처에서 근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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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F의 경우, DTM을 통해 스스로 연구를 진행하고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역량이 스포츠 정책 관련 다양한 문서와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며 분석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DTM을 통해서 먼저는 수많은 논문과 책들을 읽고, 다양한 교

수님들과 만나며 다양한 관점을 배웠어요. 그리고 학위 논문을 

작성하며 연구를 정말 많이 했죠. 또 많은 질문을 던져야 했어

요. 이러한 것들은 제게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해주기보다, 의

미 있는 질문을 던지게 해줬어요. 그리고 스스로 연구할 수 있

는 역량을 겸비하게 해줬어요(연구 참여자 A). 

 

DTM 과정을 밟으면서 개인적인 윤리 의식에 있어서 많은 변

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누군가의 관리, 감독 없이도 얼

마나 일을 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볼 수 있어요. DTM에서의 

대부분의 일은 스스로 해서 교수님께 보여드려야 해요. 연구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스스로 해야하

죠. DTM은 저에게 자기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게 했어요. DTM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게 되

며 배운 역량이죠. 어디를 가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야 해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많

이 없죠. 매우 독립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프로

그램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할 수 

있어요. (…) 또한, 커리큘럼에 있어서 논문을 써야 하는 과정이 

있죠. 논문을 작성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등의 매우 고된 훈련

의 과정을 지나야 해요. 이런 경험은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학부때도 연구 역량을 길렀죠. 하지만, DTM처럼 폭넓게 진행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스포츠 행정가로서 정책을 다루는데 있

어 다양한 문서들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관련 정보들을 추출해

야 하는데, DTM에서 배운 스스로 조사하는 역량은 제게 큰 도

움이 되죠(연구 참여자 F). 

 

4.2.2. 기획 및 혁신 역량  

연구 참여자들은 마케팅 및 이벤트 기획 수업과 비교과 과정에서 

실제 스포츠 이벤트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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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에 있어 사전에 계획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함

을 깨닫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은 사회 구조가 불안정하여 단기적인 앞날

만 보는 경향이 있기에, 스포츠 행정가들은 장기적인 안목을 뚜렷하게 

갖고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역량이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있어 매우 중요

한 기능을 하며, 이를 DTM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하게 되었다고 언급하

였다.  

강 교수님의 마케팅과 이벤트 기획 수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지금도 교수님의 자료들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고 있

어요. 이벤트 매니지먼트와 기획에 대해서 배우며 모든 일의 흥

망성쇠가 일을 계획하는 것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나라는 그런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서 제시한 사례

들을 전부 기억했고, 이것이 저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할 수 있

게끔 하며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주었어요. 제가 무언가

를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일을 수행하게 될 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하기 수월해졌죠. 이런 역량이 제게는 가장 중

요한 역량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연구 참여자 D). 

 

무주에서의 팀 프로젝트 후에 일이 어떻게 처리되고 제가 어떤 

제언을 남길 수 있을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특히 그 이벤트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큰 규모의 이벤트를 운영하기 위해 전

략적으로 계획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

고 DTM은 제게 그러한 역량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허락해주

었죠. 제가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하루도 부족한걸

요?(연구 참여자 E).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DTM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

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생각하며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

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고는 스포츠 체

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서 지역과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였고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은 이러한 역량을 개

발하게 된 점을 DTM 프로그램에 기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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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자 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에도 제가 DTM을 통해 배운 역량 중 하나는 창의적으로 생각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전히 제가 보유한 역량을 갖고도 우리

나라 전체의 스포츠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

도 제가 DTM을 통해 얻게 된 지식들을 통해 미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말했듯이, 여전히 정부가 올

림픽 위원회와 스포츠 커미션, 그리고 각 종목협회 및 선수들과 

직접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해요. 여러 일을 한 번에 할 때 특히 

창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죠. 저의 작은 노력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을거에요(연구 참여자 F). 

 

몇몇의 결과는 DTM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올림픽 솔리더리티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겼어요. 특히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지원할 수 있게 도와주었

죠. 이전에는 할 수 있는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DTM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의 틀 안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새

로운 생각을 갖고 올림픽 솔리더리티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

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예산이 국가 올림픽 위원회와 각종목

협회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제는 창의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

할 줄 알게 되었죠(연구 참여자 B). 

 

4.2.3. 상황 대처 역량  

한편, 전략적으로 기획하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능력

과 별개로 자신이 계획했던 바를 수정하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역량도 연구 참여자들이 DTM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한 역량 

가운데 하나였다. 개발도상국은 한국과 달리 아무리 계획을 해도 그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상황이 급변할 때가 많았으므로 다양한 변

화에 따라 적응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연구 참여자 E의 경

우, DTM의 특강, 현장 체험학습,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하며 융통성과 

각 상황에 알맞게 대처하는 역량을 터득했고, 특히 매 수업 때마다 무언

가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발표해야 하는 수업을 통해 본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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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무언가를 계획하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계획을 

하고 일을 진행하지만, 아무것도 확실치 않죠. 2020년 계획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2021년에도 계획이 있었지만, 국가

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고요.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 따라 계획

을 수정하고, 적응할 줄 아는게 중요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핵

심 아이디어를 가진 채 융통성을 발휘해 다양한 변화에 적응할 

줄 알아야 해요. 저는 DTM을 통해 다양한 일들과 니즈를 충족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제가 속한 기관은 매우 작고,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어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곳에 있죠

(연구 참여자 D). 

 

DTM의 특강, 현장 체험학습, 다양한 이벤트를 참여한 경험을 

통해 융통성과 적응 역량을 갖추게 되었어요. 저는 인생을 살면

서 균형된 일을 하거나 균형된 삶을 사는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언제나 한계에 직면하게 되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특정 상황과 시나리오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적응해야 하

는지 배웠어요. (…) 제가 들은 수업 중 하나는 즉흥적으로 뭔

가를 발표하거나, 생각해서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했어요. 이를 

통해 뭔가를 즉흥적으로 하고, 상황에 적응하며, 장기간 꾸준함

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어요. 이벤트 운영이나 

기획과 더불어 모든 부분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고 상황에 

맞게 변화하는게 중요하잖아요(연구 참여자 E). 

 

나아가 개발도상국 사회에 만연한 문제와 현실에 좌절하며 변화 주

도하기를 포기하려던 스포츠 행정가들도 있었지만, DTM을 통해 끈기와 

인내를 갖고 본인이 속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필요를 인식한 연구 참

여자들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A의 경우, 본국에서 일이 처리되는 속도

가 더디고 지속되는 문제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좌절할 때도 있었

지만, 한국에서의 삶과 DTM을 통해 회복탄력성 역량을 개발하며 다시

금 재기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어떻게 하면 스포츠를 통한 개발을 더 잘 이룰 수 있을지, 그리

고 어떻게 하면 스포츠가 지역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을지 찾아가고 있어요. 그 방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현실을 모습을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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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DTM은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저의 역량을 개발하며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줬어요. 특히 학위나 증명서가 

얼마나 있든 상관없이 배움은 끝이 없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자

리에서 끈기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우게 되었어요(연구 

참여자 D). 

 

회복탄력성을 꼽을 수 있죠. 한국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어요. 

다른 시간대, 음식, 언어를 사용하며 그 환경에 자기 자신을 전

부 맞춰야 해요. 특히 한국이라는 사회에 발맞춰 빠르게 진행되

어야 하죠.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는 특히 많은 압박과 요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융통성도 발휘해야 하고, 적응도 빨리

해야 하고, 생각도 빨리 해야 하고, 무엇보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에서의 삶과 DTM은 저로 

하여금 회복탄력성을 길러줬어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할 때 좌절하게 되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1,2,3번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

을 때, 1번부터은 2년이 지나고, 2번은 3년 걸려서, 총 5년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일이 처리가 안되어 있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회복탄력성은 제게 큰 역량이 되죠(연구 참여자 

A). 

 

4.2.4. 스포츠 전문 지식 역량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로서 DTM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한 역량 

중 하나는 스포츠 전문 지식 역량이었다. 기본적인 사회 제반 시설과 체

계가 불안정했던 개발도상국은 스포츠 관련 학과와 조직도 제대로 갖춰

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10가지의 모듈을 바탕으로 해외의 다

양한 스포츠 사례에 대해 배우고 스포츠 행정가로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스포츠 관련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록 기여하는 DTM 프로그램의 교

과과정은,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스포츠 관련 이

론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가 DTM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저는 코치 경험으로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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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노하우가 있고, 정부 소속으로 그리고 관리자의 위치에서 행

정적 업무를 이미 지원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역량이 부족

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제게 큰 도전이 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스

포츠 기관도 없고, 스포츠 관련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도 마땅

히 없어요. 그래서 본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죠. DTM은 정

부에서 스포츠 행정가로 일하는 저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을 제

공해주었고, 스포츠 관련 학과가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을 통해 스포츠 관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었죠(연구 

참여자 F). 

 

DTM 전에는 실제 일어나는 일에 한쪽 면 만을 봤어요. 저는 

기초적인 경험만을 가진 행정가에 불과했죠. 스포츠 관련 이론

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DTM 참여 후

에는 많은 이론을 배우고 이를 실제에 적용해볼 수 있었어요. 

교과과정을 통해 실제 일어나는 일 뒤에 감춰진 이론을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 DTM의 교과과정은 하나에만 초점이 맞춰진게 

아닌 10개의 모듈이 있고, 각 모듈이 3가지의 주제를 가지며 

각 분야에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러한 

많은 양의 지식을 하나로 통합해서 생각하고, 각 지식들간 상호

작용이 일어날 수 있죠. 다양한 나라와 분야에서 오신 교수님들

의 수업은 해외 사례를 알게 해줬고,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따라서 DTM 

커리큘럼은 스포츠 행정가로서 가장 중요한 지식들을 전부 채

워주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DTM 후에 그 전문성

을 갖고 행정 업무를 더욱 잘 수행할 수 있게 되었죠(연구 참

여자 E). 

 

또한, 이전에는 스포츠 행정가로서 ‘스포츠’만을 바라봤다면, 연구참

여자들은 공통적으로 DTM 프로그램 후 스포츠와 연계된 다른 여러 분

야와 영역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고 스포츠에 있어 중요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스포츠 경영 및 행정에 대한 지식에서 나

아가 스폰서십, 마케팅, 저널리즘, 거버넌스, 이벤트 및 시설 관리 등의 

세부 분야를 포함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F는 이러한 스포츠 관련 지

식을 수업에서 습득한 것 외에도, 비교과과정을 통해 경륜 및 경정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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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고 세계 태권도 대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그 운영방식을 보고 배

우면서 터득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제가 DTM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나 

대회 등을 조직할 때 필요한 지식들, 예를 들어 스폰서십, 마케

팅, 저널리즘 등을 갖추게 된 점이에요. 본 과정을 통해 스포츠

가 어떻게 운영되는 보게 되었고, 이는 말 그대로 거버넌스, 협

상, 정책, 스폰서십, 마케팅 등 스포츠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죠(연구 참여자 I). 

 

2017년 무주 태권도 챔피언쉽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자로, 스포츠 행정가로 여러 이벤트를 운

영했었죠. 저는 한국에서 나름 큰 규모의 챔피언쉽을 경험한 것

이 다양한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긍정적

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그 이벤트를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조직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측면

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을 배울 수 있었죠. 한국에서의 경험들

을 본국에 돌아와 적용시키려고 했어요. 본국에 와서 저는 한 

위원회를 이끌며 전반적인 프로토콜과 실행 계획 등을 담당하

고 있었는데, 무주에서 배운 역량을 활용할 수 있었죠. (…) 또

한, KSPO 경륜, 경정장에 방문함으로써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른 면들을 보게 되고, 그 주변에서 일

어나는 시설과 관리 방식 등의 측면을 새롭게 알 수 있게 되었

죠. 한 마디로 얘기하면, 스포츠에 있어서 어떤 요소를 추구하

고 필요로 하는지 다른 면들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F). 

 

나아가 DTM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석학의 강의와 함께 다양한 국

가의 참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었기에,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

정가들은 스포츠와 관련된 글로벌적 시각과 식견을 갖고 스포츠의 거시 

생태계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스포츠 관련 

법과 제도 등을 배우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긍정적으로만 생각

했던 스포츠가 정치와 결부되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알게 되

며 더욱 폭넓은 관점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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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량에 있어서 이제는 국제 스포츠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

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특히 국내 수준이나 국제 수준 모두 

하나의 큰 사건이 스포츠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되

었어요. 따라서 이러한 글로벌적 시각을 갖고 이를 국내에 적용

시킬 수 있게 되었죠. (…) 국제 스포츠 법 관련해서도 배웠어

요. DTM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죠. 우리나라

는 여전히 스포츠와 관련된 국내 법이 제정이 안되어 있어요. 

하지만, 스포츠와 관련된 국제 흐름을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

하죠. 법이 없어도, 국제적으로 문서를 주고받고, 어떤 식으로 

행정 일을 처리하는지, 스포츠와 관련된 법 등을 알게 된 것 같

아요(연구 참여자 H). 

 

처음 DTM을 참여하게 된 저의 동기는 저는 스포츠 전문성을 

개발하고 싶었어요. 저는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스포츠계에

서 일을 시작한건데, 일을 하면서 더 교육을 받고 저의 역량을 

길러야 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DTM을 통해 제가 기르고 싶었

던 역량을 모두 기를 수 있었고, 스포츠 분야의 지식을 채울 수 

있었어요. 심지어 한 수업에서는 스포츠가 갖는 부정적인 측면

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알았

죠. 이런 것은 DTM에서 밖에 경험할 수 없었죠(연구 참여자 

D). 

 

4.2.5. 의사소통 역량 

연구 참여자들은 DTM 과정을 통해 행정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

식을 터득함으로써 스포츠 행정가로서 업무를 하며 다양한 인사들과 조

금 더 수월하게 의사소통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사소통 역량은 조직의 

상급리더십과 동료들을 포함하여 지역 공동체와 미디어 등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과 소

통할 때 의사소통이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DTM 프로그램 이후 

행정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이 생겼고 제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는 지역 공동체와 대중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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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 포함하고 있어요(연구 참여자 C). 

 

샌드위치 이론처럼 스포츠 행정가로서 저희는 위에도 사람이 

있고, 밑에도 사람이 있어요. 또한,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있고

요. DTM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평적인 리더십과 위아래 사람들 

모두와 의사소통 하며 그들을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A). 

 

또한, 행정가들은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이야기를 전하는 요령과 상

대를 설득하는 역량도 DTM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하게 되었다. DTM 

수업은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뤄지며 모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며 토론 끝에 상대를 효과적으

로 설득하는 법을 배운 연구 참여자들은 더욱 자신감 있게 협상하고 소

통하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커뮤니케이션 역량이죠. 본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것, 정부 기관들과 소통하는 것, 기업들과 소통하는 것 등 모든 

의사소통이 원활 해졌고 전문성이 생겼어요. 어떤 스포츠 행정

가든 간에 그런 기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건 중요하죠. 결

국 그들이 없으면 일을 처리할 수 없는 걸요. 따라서 커뮤니케

이션과 네트워킹은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 

또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을 길렀어요. 사

람들이 제게 설득을 당하고, 그 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이

유는 보통 그 일과 결부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어요. 짧은 스토

리여도 말이죠. 언론 기자나 소통을 하는 이들이 하는 일일 수 

있지만, 이들이 없을 땐 스포츠 행정가로서 이런 역량도 매우 

중요하죠(연구 참여자 H). 

 

협상에 관한 수업이 있었어요. 정확히 어떤 교수님이셨는지 기

억은 안나지만, 그 수업을 통해 상대를 설득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되었어요(연구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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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무엇을 말하든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각

자 생각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용기를 갖고 그 아이디어를 실

현시키거나 목소리를 내지는 않죠. 하지만, 저는 다른 사람들을 

마주해서 그들에게 용기 있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할 수 있

게 되었죠. 왜냐하면, DTM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어요. DTM에서는 항상 토론을 하며 남을 효과적으로 설득하

는 법을 배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교수님께 항상 수긍해야 

하는 분위기에요. 따라서 이러한 역량은 스포츠 행정가로서 저

에게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어요(연구 참여자 

J). 

 

더 나아가 자신감 있게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은 대중 연설을 함에 

있어 더욱 발휘되었다. DTM의 교과과정을 통해 매주 발표를 준비하고 

효율적으로 발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시간을 할애한 개발도상국 스포

츠 행정가들은, 대중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이야

기를 전달하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발표하는 역량을 개발하게 되었

다.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

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특히 대중 앞에서 자신감을 갖고, 

연설하는 역량을 길렀어요. DTM 수업을 통해 많이 연습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어요(연구 

참여자 C). 

 

로직을 세우고, 정보를 분석하며, 논리적으로 발표하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어요. 수많은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요약해서 발표형

식으로 전달하는 법을 배웠고,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청중들

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이해할 만

한 용어를 사용하는 법도 기르게 되었어요. (…) DTM 프로그램

에서는 거의 매주마다 발표 과제가 있었어요.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은 ppt를 활용해서 10분에서 15분 사이의 발표를 진행했어

야 했죠. 따라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들이 발표와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제가 청중들에게 전달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죠(연구 참여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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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연구 참여자들은 DTM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와 

SNS(Social Network Service)의 영향력을 실감하며 본국에서도 미디

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요성을 알게 되며 SNS을 통해 대중들과 

활발하게 의사소통 하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 

DTM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전에는 미디어와 미디어의 영향력

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그들을 우리의 프로

그램을 방해하러 오는 사람들처럼 인식했죠. DTM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것을, 우리의 스포츠를 홍보해주는 사람

들이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요. 이를 통해 그들과 지혜롭게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C). 

 

저희는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희 웹사이트도 없는걸요. 상상이 되나요? 페

이스북은 있지만,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냥 일반 정보들만 제공

하는 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도맡아서 인스타그

램에 게시물을 올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이게 제가 한국에

서 배운 역량이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사진을 많이 찍고, 해

시태그를 달고 이런걸 배웠어요(연구 참여자 J). 

 

4.2.6. 관계 역량 

DTM 프로그램은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스포츠 행

정가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교류하는 만남의 장을 제공한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본 과정 속에서 만난 다양한 기수의 졸업생 및 

교수진들과 소통하며 전반적인 관계 형성 역량과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본인의 인적 네트워킹을 확장

해 나갈 수 있었다.  

DTM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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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가지고 와요. 같은 기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각국에서 갖

고 있는 규칙과 기준들을 나누고 비교해보죠. 또한, 이들과 소

통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을 특정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이점과 부정적인 면을 배우게 되죠. 또한, 다른 사람

들에게도 쉽게 다가가게 된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DTM을 통

해서 얻게 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연구 참여자 F). 

 

DTM은 제 주변의 관계들을 지혜롭게 가꿔가며, 효율적으로 지

속하는 방법을 알게 해줬어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알

려줬죠. 누구와 관계를 지속해야 하고, 연락을 어떤 식으로 주

기적으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하

는지를 배웠어요. 특히 네트워킹을 할 때, 어떻게 관계를 맺고,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하는지 영리해야 함을 DTM을 통해 깨달

었어요. 이를 통해 제 인적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시켜나갈 수 

있었죠(연구 참여자 E). 

 

DTM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배경, 문화, 종교 등을 가진 이들과 어

울림으로써 상호 갈등과 차이를 경험했던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은 

기본적인 관계 형성 역량에서 더 나아가 본인과 다른 생각 및 사고방식

을 지닌 사람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역량을 함양하게 되었다. 연구 참

여자들은 본인이 생각하던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상대를 존중하는 법을 

터득했는데, 연구 참여자 E의 경우 스포츠 행정가로서 다양한 국가와 문

화를 지닌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있어 본 역량이 매우 중요함을 피력하였

다.  

다른 사람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어요. 우리가 일하는 근무환경은 대부분 매우 경쟁

적이에요. 스포츠가 경쟁적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근

무환경도 매우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하죠. (…) DTM은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

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을 연습하게 되죠. 솔직

히 말하면, 저는 DTM 과정 가운데 여러 이유로 친구들과 어울

리기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힘들게 했죠. 그럼에도 저는 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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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통해 다른 이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러한 역량

이 저를 한층 성장시켰다고 믿죠(연구 참여자 D). 

 

한국에 있을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각기 다른 국가에서 넘어왔

어요. 그래서 제 인생 처음으로 문화적 충돌이 있었어요. 문화

적인 차이로 여러 문제가 발생했죠. 따라서 이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역량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스포츠 행정가로서 선수들과 여러 국가를 여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량이 굉

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 스포츠 행정가로서 매우 

다양한 환경에서 자랐던 저는 이러한 역량을 터득했어요. DTM

에서도 역시 교과과정, 비교과과정 등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많

이 경험하였고, 저희에게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문화를 받아들

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E). 

 

어떻게 행동하고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 말은 

DTM에 참여하는 이들은 파키스탄, 이집트,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매우 다양한 국가에서 오기 때문에, 다문

화적이고 종교적인 다름도 있고 그래요. 따라서 서로를 배려하

며 대하는 연습을 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의 배경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역량을 기르

게 되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B). 

 

 

DTM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갖추게 된 

관계 역량의 범위는 새로운 스폰서와 미디어를 매료시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것과 본인이 속한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역량으

로 확장되기도 했다. 연구 참여자 H의 경우, 스포츠 저널리즘과 커뮤니

케이션 수업을 통해 대중에게 비춰지는 이미지와 본인을 적극적으로 홍

보함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대외적으로 폭넓은 관계를 맺으며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역량도 개발하게 되었음을 강조하였다. 

조직의 관점에서 볼 때, 스포츠 행정가는 대중에게 처음으로 비

춰지는 첫번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 기관도 제가 회

장이기 때문에, 제가 첫번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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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하고, 대중, 기업, 정부와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기금

을 조성하거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스포츠 행정가로서 대외적으로 비

춰지는 이미지를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다른 이들에게 그 이미

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죠. 스포츠 행정가가 본인을 

어떻게 홍보해야 하는지 DTM에 있을 때 배웠어요. 하나의 역

량이라고 할 수 있죠. 일례로, 수업 중에 스스로를 홍보하는 짧

은 영상을 찍어야 했어요. 이전에는 그런 것을 한 번도 해본 적

이 없어요. 이는 행정가, 특히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는 이런 것들에 

더욱 익숙해졌어요. 스포츠 행정가라면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를 스포츠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배울 수 있었어요. 모두 영상을 찍어야 했죠(연구 참

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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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DTM) 참여 경험 

후 본국에서의 변화 

세번째 연구 문제와 관련된 주요 결과는 개인의 변화, 조직의 변화, 

그리고 국가 및 제도의 변화로 크게 3가지 주요 항목으로 도출할 수 있

었다. 각 범주별로 나타난 구성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본국 변화 항목 

구성항목 주요항목 

삶의 관점 및 태도의 변화 

개인의 변화 

자국 변화 선도 

스포츠 행정가로서 전문성 증대 

주변의 인정 및 신뢰 

직위의 변화 및 기회의 증가 

인적 네트워크 증대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 형성 

운영방식의 변화 

조직의 변화 조직 네트워킹 증대 

조직 대외 영향력 증대 

대중의 인식 변화 

국가 및 제도의 변화 스포츠 저변 확대 

스포츠 정책 및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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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개인의 변화 

개인의 변화는 삶의 관점 및 태도의 변화, 자국 변화 선도, 스포츠 

행정가로서 전문성 증대, 주변의 인정 및 신뢰, 직위의 변화 및 기회의 

증가, 인적 네트워크 증대,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 형성 항목으로 구

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4.3.1.1. 삶의 관점 및 태도의 변화 

가장 먼저 경험된 개인의 변화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확장이었

다. DTM 프로그램 전과 후의 근본적인 역할과 업무의 차이는 크지 않

았지만,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같은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다른 시각

과 관점으로 보게 되었고, 스포츠 행정가로서의 업무를 조금 더 합리적

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수행하며, DTM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이론을 

실제에 적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DTM 전,후로 제 인생의 국면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 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아예 다른 사람이

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배웠고, 

특히 이론을 실제 적용하고 연마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

어요(연구 참여자 D). 

 

DTM 프로그램이 마친 뒤,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고, 모든 부

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제 일을 2010년부터 

하고 있었지만, 항상 똑같이 하며 아무런 발전이 없었어요. 하

던 일을 자동적으로 반복할 뿐이었죠. 하지만, DTM 프로그램

은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제 시야를 확장시켜주었어요. 제가 

속한 조직의 이면을 볼 수 있었고,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다

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어요(연

구 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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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M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 저는 다른 측면들을 전혀 고려

하지 않는 일개 행정가에 불과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프로

젝트를 기획했고, 스폰서를 유치했고, 그냥 일을 진행하는데에

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현재는 더 넓은 관점을 가진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뭘 이루고자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어요(연구 참여자 H). 

 

더 나아가,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을 추구할 수 있게 했다. 연구 참여자 E의 경우, 이전에는 주변 무

리에 휩쓸리며 행동했지만, DTM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이론

을 통해 사실에 기반한 증거들을 수집하며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

은 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스포츠 행정가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제가 일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다수의 의견을 피하

고 사실에 기반한 증거들을 따라가게 되었어요. 저는 스포츠 행

정가로서 그 주변의 어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데, 주변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변화하려 하지 않고, 앞으

로 전진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상관없이 

그 무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때 무리에 휩쓸려 가는게 아

니라 사실에 기반한 증거들을 따라가는게 엄청 중요하죠. 주변

에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우리가 항상 해봐서 안다’ 등을 이

야기하며 그냥 일을 처리해버릴테지만, 그 이면에 있는 근본적

이고 만성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겠죠. 하지만, 특정 상황

과 경험 그리고 과거의 행적들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며, 제가 배

운 이론들을 적용할 때, 그때야 비로서 사실에 기반한 증거들을 

보게 되며 제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는데 도움을 

주죠. 특히 스포츠 행정가의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E). 

 

앞선 연구 참여자의 응답과 유사하게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

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자신

감을 얻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DTM 프로그램의 교과과정을 통해 다

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상대를 설득시키는 훈련을 반복하며 습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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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역량이 이런 자신감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반복된 토론

의 과정과 더불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DTM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후, 본국에 돌아가 상사 앞에

서도 본인의 생각과 계획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되었다고 연구 참여자

들은 공통적으로 응답하였다. 연구 참여자 B의 경우, DTM 과정 후 습

득한 스포츠 경영학 전공 학위를 통해 본인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본국에

서 자신의 의견이 수용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더욱 자신감을 갖고 

의견을 피력했다고 진술하였다.  

제 상급자분들 앞에서 제안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오랫동안 유

지된 현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스포츠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역량을 갖추게 되었어요. 프로그램을 마치

고 나서 정책을 제안하고, 발표하고, 설득시키는데에 있어 자신

감이 생겼죠(연구 참여자 F). 

 

스포츠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해서인지, 아니면 DTM에서의 

경험때문이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진 관점을 저보다 위에 있는 

경영진에게 보여드리는 것에 자심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내가 

그분들께 말할 수 있구나, 그분들도 내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구

나, 그들이 내 소관이 아니라고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제안을 할 수 있구나’ 등의 생각이 들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

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제가 생

각한 조직의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

요(연구 참여자 B). 

 

사실 DTM은 제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어요. 이전부터 스포츠 

행정가의 역할이 이것이지 생각하면서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

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부족했죠. 제 주변에서도 저를 일반 행

정가로 생각하는데 불과했죠. 하지만, DTM은 제게 큰 변화를 

주었어요. (…)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상사분과 만나는데 용기가 생겼어요. 저를 한국에 갈 수 

있게끔 허락해주신 상사분이셨는데, 제게 1년 반 동안 공부하

면서 한국에서 무엇을 얻고 왔냐고 물어보셨죠. 엄청 많죠(연구 

참여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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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은 동기부여가 되어 새로운 

꿈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DTM 과정 가운데 세계 

유수 석학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스포츠 시설을 

방문하며, DTM 포럼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스포츠 환경의 소식을 교환

함으로써, 이전에는 그려보지 못한 새로운 미래와 변화에 대한 이상향을 

품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저는 경기장을 방문한게 크게 기억에 남아요. 제가 만약 한국에 

있을 때 방문하지 않았다면 제 평생 한번도 못 갈수도 있는 곳

이잖아요. 그곳에 방문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볼 수 있었죠. 

(…) 저희는 많은게 제한되어있어요. 심지어 뭔가를 꿈꾸는 것

도 허락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방문한 후로는 평범

한 사람이라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보는 눈

이 달라지고, 더 많은 것들을 보게 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많

은 것을 바라게 되었어요.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

래도 이젠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야망을 갖게 되

고 포기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D). 

 

저희 조직에는 리워드 시스템이 있는데, 조직에서 업무 수행 능

력이 좋으면 올림픽에 스포츠 행정가 대표로서 갈 수 있는 기

회가 부여돼요. 하지만 DTM에서 그 교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전에

는 전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기간에 회사에서 쉬는게 낫다

고 생각했죠. 하지만, 교수님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메이저 스

포츠 대회를 경험하신 이야기를 수업 때 나눠주셨는데, 그곳에

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교수님의 삶을 상상할 수 없었어

요. 그 뒤로, 동기부여가 생겼죠. 올림픽을 가는게 선수 뿐만 

아니라, 행정가에게도 가장 큰 성취임을 생각하게 되었죠. 이제

는 저의 가장 큰 꿈이 바로 올림픽을 가는거에요. 그게 제 인생

에서 가장 높은 곳이 아닐까요?(연구 참여자 B).  

 

저희는 DTM 포럼을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와 선진국이 가진 문제들을 발견하고 앞으로 어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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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저에게 동

기부여를 해준 것 같아요. 비록 우리나라는 DTM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점들을 시행하기에는 아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지만, 포럼은 저희가 DTM을 통해 배운 점들을 시행할 수 있

도록 동기부여한 점이 큰 의미가 있죠(연구 참여자 C). 

 

DTM 과정은 제 지식들을 현실로 펼칠 수 있게 도와줬어요. 또

한, 저는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프로스포츠 리그에 대한 영감을 

얻게 되었어요. 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나라에서 프로스포츠를 

개발하는 것이에요(연구 참여자 G). 

 

4.3.1.2. 자국 변화 선도 

앞서 다양한 면에서 삶의 관점과 태도가 변화되고 새로운 꿈과 동

기부여를 갖게 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은 자국의 변화를 선도하

기 시작했다. 스포츠 구조와 제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에

서의 스포츠 행정가는 DTM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자국의 상황을 돌

아보았다. 그들은 본국에서 현실에 대한 깊은 자각을 통해 한국 및 스포

츠 선진국의 시스템과 자국의 상황을 비교하며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자

국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고, 본인이 속한 조직과 국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파악하여 변화를 주도했다. 또한, 자국의 문제

를 해결할 방책들을 구상할 뿐만 아니라, 변화를 주도할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며 본인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DTM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본인에게 시키는 일만 처리

하는 행정가였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다. 

DTM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본국에 돌아와 가장 힘들었던게 

원래의 커뮤니티와 문화에 적응하는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전부 바꿔야 하는 것 같았고, 모든 것을 바꾸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말 그대로 정치, 교육, 커뮤니티 등 모든 부분에

서 무너진 문화를 갖고 있어요. 변화시키기 매우 어렵고 힘들죠. 

변화를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동력이 필요해요(연구 참여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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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M을 가기 전에는 그냥 흘러가는대로 살았어요. 제 말은 사

람들이 원하는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DTM 후에는 제

가 뭔가를 새롭게 시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방식과 계획이 있었어

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한다

고 이야기했어요. 스포츠를 통한 개발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

을 구성해보는건 어떻냐고 제안했어요. DTM을 통해 배운게 이

런거니깐요. (…) 현재는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여전히 우리는 전통적 방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은 굉장히 빠르고, 기술들이 발

전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상사에게도 끊임없이 제안했어

요. 그들은 VR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직접 나누려고 하고 있죠(연구 참여자 J).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것을 기획하고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었고, 본인이 경험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본국에서 도입하고 제안하여 새로운 방식을 차용하고자 했다. 연구 참여

자들의 의견은 조직과 국가 및 제도의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유

니폼 배부 방식 변경, 빅 데이터 취합,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제안하

며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변화를 초래했다. 

저는 한국에서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봤죠. 제가 본국

에 갖고 온 부분 중에 하나에요. 본국에 돌아와서 장관님께 한

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전달하고, 많은 제안을 드렸어요. 

제가 가장 기억 남는 것 중 하나는, 자원봉사자 유니폼을 절차

였어요. ID 카드를 받고, 다른 곳에서 유니폼을 받고 이런 식으

로 이뤄졌는데, 줄이 없는게 충격적이었어요. 줄 없이 ID 카드

를 스캔하고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죠. 제가 제안서를 

작성할 때, 한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매우 세부적으로 적었어요

(연구 참여자 B). 

 

새로운 디렉터가 왔을 때, 저는 그분과 앉아서 저희 조직을 위

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사실 그분은 본인의 직책을 맡

고 싶지 않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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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고 이야기했고, 저희가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

야기했어요. 최근에 제 상사에게 제안했던 프로젝트는 여전히 

선수 생활을 지속하는 졸업생들의 데이터를 수집해 지속가능성

을 도모하는 것이었죠. 현재 645명의 졸업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 또

한, 제가 계획하고 있는 한 가지는 빅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모든 것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잖

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스포츠 산업에서 활

용하는 것은 어떨까 싶었죠(연구 참여자 J). 

 

나아가,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변화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강

하게 의견을 피력하며 투쟁하고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개

진하며 본국 스포츠 정책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 연구 참여자 B는, 현재 

속한 조직에서 변화를 주도하는데 있어 본인의 한계를 경험한 후, 다른 

조직으로 이동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도 하였다.  

저는 강하게 투쟁하는 편이에요.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알고, 

또 교육도 받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하

는 것이 아니라, 저는 차근차근 교육을 받았고, 제 국가를 위해 

싸워야 함을 알고 있는 것이죠.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연구 참여자 D). 

 

올림픽 위원회에서 종목 협회로 옮기면, 제가 어떤 정책을 원하

는지 투표할 권리를 얻게 돼요. 저희 조직에게 이득이 될 정책

을 입안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 올림픽 위원회에서 

일개 사원으로서는 스포츠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굉장히 어려

워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나와 외부인으로서 해

야하죠. 그래서 현재의 조직으로 옮겨서 더 나은 정책을 만들고, 

올림픽 위원회가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 영향을 끼치려고 했죠. 

그 전에는 정책을 입안하는데 저의 목소리가 없었어요(연구 참

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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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스포츠 행정가로서 전문성 증대 

연구 참여자들은 DTM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로서 다양한 역량을 겸비하며 본인이 배우고 습득한 이론과 지식들을 현

장에서 적용하였고,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스포

츠 행정가로서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론적으로 배운 여러가지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전

반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라는 특성상 여러가지 일들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구상하는 역량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연구 참여자 D의 경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역량이 길러지며 스포츠 행정가로서 전문성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제 경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알맞은 환경

과 교육을 제공해줬어요. 단순히 책을 사서 시험을 보는 등의 

학생 스타일의 공부 방식이 아닌, 정보들과 경험들을 쌓을 수 

있는 더욱 실용적인 방식이었죠. DTM의 긍정적인 면은 단순히 

이론과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현장에서의 전문가를 준비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능력을 키

울 수 있었고, 이는 제 업무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앞

으로 전진하는데도 기여했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는 계

획을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또 일어날거고 계속해서 반복되서 

일이 처리될거에요. DTM을 통해 전략적인 계획과 일을 정리해

서 처리하는 역량을 기르게 되었죠. 이러한 역량이 제 업무와 

스포츠와 관련된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

주었어요(연구 참여자 D).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DTM 프로그램의 비교과 활동

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기관, 시설, 그리고 이벤트 현장을 다녀오며 이

전에는 스포츠와 무관하다고 여겼던 다양한 영역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예산, 기획, 이벤트 유치, 프로그램 개발 등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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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필연적 관계를 맺는 다양한 요소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인이 획

득한 관련 자원과 역량을 그들의 업무 가운데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스포

츠 행정가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발휘해 나갔다. 

무주에 있을 때 도핑과 관련 일을 하며 새벽까지 러시아 팀과 

함께 WADA와 KADA를 위해서 번역 작업을 해야하는게 있었

어요. 그때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처리되는지를 봤어요. 여러 

문제들도 보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확인했죠. 본

국으로 돌아와서 시합을 운영할 때, 저희 도핑센터에서도 비슷

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때,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순서

대로 무엇을 해야하는지 일러주었고, 그렇게 일 처리가 되었어

요. (…) 예산 업무도 맡게 되었어요. 협회에서 예산을 담당하고 

있죠. 연간 약 25만불의 예산이 있는데, 이를 개발도상국들에게 

알맞게 분배해야 해요(연구 참여자 E). 

 

제 일에 있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적은 

규모이지만, 저는 예산 및 재정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특

히 아시안게임을 할 때, 예산 업무와 기획 업무를 제가 책임지

게 되었죠. 자금은 운영하지 않지만, 시합을 위한 예산 관리와 

기획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죠. (…) 그 부서를 위해 예산을 

짜야하는데, 이건 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회계나 재정 쪽을 전공한적도 없고 배경이 없거든요. 그냥 적은 

규모의 예산을 제안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아는데, 이 역시도 

DTM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B). 

 

비교과 과정에서 저는 개발을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고 여러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어요. DTM 전에는 

그런 통찰력이 없었죠. 다른 여러 나라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

룰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

재 저는 그 이벤트를 개최하는 것을 정부에게 제안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나라가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스포츠 

협회들이 다양한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스포츠 행정가들이 이

런 이벤트를 개최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개발을 이루기 위

한 첫 시작이 될거에요. 저희는 여태까지 그 이벤트를 개최한 

적이 없죠. 따라서 개발도상국으로서 스포츠 개발을 이야기한다

고 할 때, 저희가 그런 메가 이벤트를 개최할 수 없다면, 저희

는 개발을 논할 자격도 없죠(연구 참여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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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주변의 인정 및 신뢰 

DTM 프로그램을 마친 후 본국으로 귀환한 연구 참여자들은 본 과

정에서 획득한 역량을 인정받아 주변과 조직의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이전에는 그들의 의견에 힘이 없었지만, 주변에서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견해를 물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외에도 상사가 전폭적인 신뢰를 하거나, 예상

치 못한 곳에서 부름을 받거나, 주변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연구 참여자들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기대하고 신뢰하며 그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공부했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무언가를 갖고 있어. 그래서 그녀를 추천할 수 있지.’ 그런 이

야기를 듣게 되는데, DTM에서 공부하고 온 것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제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제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제가 한국에서 공부했기 때

문에 더 많이 공부했다고 생각하며, 이는 제게 엄청난 변화를 

주었죠. 사람들이 제가 서울대에서 공부하고 왔다는 사실을 알

면, 더 큰 관심을 줘요. 그리고 제가 해당 분야에 대한 핵심 역

량, 경험, 지식이 없어도 그 자리에 저를 세우죠. (…) 이전에는 

이 조직에 남자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제 

상사가 저를 지금 제 자리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추천해줬

어요. 제가 경험도 없어서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저를 믿어줬고, 제가 무언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신뢰해줬어요. 

제가 처음 온 날도 제 상사는 저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

고,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죠(연구 참여자 J). 

 

이제는 저 혼자만이 아닌, 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많은 사람들

도 고려해야함을 알고 있죠. 그리고 제 의사결정이 그들에게 중

요함을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제 결정이 그들과 제가 속한 

조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인정해주죠. (…) 제가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제가 무엇을 

경험하고 온 줄 알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왔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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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제가 왔을 때 그들은 저를 신뢰해주었어요. 그들은 제게 문

제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저는 그들에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

지 알려주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바는 한국에서 배웠던 점이 기

반이 되었고요(연구 참여자 A). 

 

이제는 스포츠와 관련해서 제가 커뮤니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점이 많아졌어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고, 특히 지역 커뮤니

티에 새로운 것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제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뭔가 해

결된다는 것을 알고 제게 다가오죠. 협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려운 일이 생길 때 저에게 맡겨요. 현재는 저에게 여자 축구와 

생활 축구 저변을 확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연구 참여자 D). 

 

이러한 주변의 인정과 신뢰는 본 연구 참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았

다. 이전에 DTM 과정을 참여한 후 졸업한 이들도 본인이 속한 조직과 

국가로부터 신뢰를 받으며 다양한 업무 및 직책을 떠맡고 있음을 연구 

참여자 C를 통해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본인과 동료가 현재 받는 

신뢰와 인정의 이유를 DTM 프로그램으로 기인하였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DTM 프로그램에 참여한 4명의 졸업생 모

두 정부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저희는 정부의 아주 큰 규모

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죠. 정부가 직접적으로 DTM 프로그램 

을 인정하는 말을 하거나, 저희가 DTM 프로그램 졸업생이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고 하지는 않지만, 저희 모두 이러한 위치에

서 정부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통해 정부도 DTM 프로그램

의 힘을 믿고 저희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 DTM 

과정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한 저의 동료 한 명은 스포츠 정

책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이런 일은 이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큰 프로젝트들은 정부의 상급 

행정가들이 주도했죠. (…) 다른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지방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본부에 와서 일을 돕고 10개의 

남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국가들이 참가하는 이벤트를 조직하고 

운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또한, 그 이벤트를 운영하는 이

사진 자리에 회장을 맡게 되었죠. 프로젝트를 이끌도록 했고, 

그 프로젝트 이외에도 원래 같으면 정부 부처에서 해야할 일들

을 그녀에게 맡기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안전요원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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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새롭게 착수하려고 하는데 그녀에게 프로그램을 주도하도

록 위임했죠. (…) 이런 일들은 DTM 졸업생이 나오기 전까지

는 정부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에요. 제가 말한 모든 프로그

램들은 전부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진행했던 프로그램들이죠. 

이를 통해 국가에서 DTM 졸업생들을 인정해주고, DTM이 저

희에게 끼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연

구 참여자 C). 

 

여러 방송과 미디어 등에서도 DTM 프로그램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의 행적을 주목하며 그들의 역량을 

인정했다. 물론 이러한 변화와 주변의 기대로 인해 더 많은 업무량을 배

정받고 부담이 된다는 연구참여자 G의 진술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는 TV, 신문 등에서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형 방송사들과의 인터뷰에만 응답하고 나머지는 거부해야했

죠. (…) 그런데 사람들이 제게 너무 많이 기대하기도 해요. 제

가 스포츠 경영을 전공했고, 특히 서울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물어보죠. 이것이 부담이 

될 때가 사실 있죠(연구 참여자 G). 

 

4.3.1.5. 직위의 변화 및 기회의 증가 

DTM 과정을 마치고 자국으로 귀환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

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긍정적인 기대와 주목을 받았고, 다양한 역할

과 직책에 대한 요청을 받았다. DTM 과정에서 전문성이 증대되고 학위

를 수여받은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조직으로부터 수많은 제안과 도움 

요청을 받으며 새로운 역할 및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들은 서울대

학교 스포츠 경영 학위과정을 마침으로써 주변에서 자신을 인정하면서 

이와 같은 업무 및 직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DTM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정부와 올림픽 위원회 등에

서 수많은 제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현재 있는 곳에서 디렉터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정부 스포츠 부서에서 컨설턴트로 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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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도 생겼어요(연구 참여자 G). 

 

저는 10개의 남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업하는 부서 위원회에서 

일해줄 것을 부탁받았어요. 그리고 국제 복싱 연맹의 코칭 팀에

서도 일해줄 것을 제안 받았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

로 그 코칭 팀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 연맹의 회장님과 인터뷰

를 하는데, 국제 복싱 연맹에서 저를 인정해준 이유가 바로 

DTM 프로그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제 상사는 매

니지먼트 역량을 저희 코치들에게 가르쳐주고 지원하는 프로그

램을 만들기 위해 저를 활용하려고도 하죠(연구 참여자 C).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기초적인 행정 업무나 프로그램 보조 역할에

서 벗어나 하나의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총괄 지휘하는 상급 관리자로서 

역할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은 본국

으로 돌아간 뒤에 큰 규모의 업무를 맡고 이벤트 전체를 담당하는 것에

서 나아가, 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되거나 조금 더 상급 위치의 행정가

로 임명되어 사람들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역할도 도맡게 되었다.  

저는 운동선수로서 일하고 있었고, 이벤트를 운영하는 것에 있

어서 매우 형편없는 실력으로 했어요. 매우 기초적인 행정 일을 

도왔고, 프로젝트 전체를 도맡거나 그러지는 않았죠. DTM 전

에는 그 사람들이 제게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하지만, 프로그

램 후에는 이벤트 전체를 운영하는 큰 업무를 맡았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맡게 되었어요(연구 참여자 E). 

 

DTM 프로그램 이후에 사무총장님께서 제게 올림픽 솔리더리

티 프로그램 전체를 맡게 하셨어요. 이전에는 단순히 본 프로그

램과 관련된 서류작업을 도와주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를 상

급 행정 관리자로 승진시켜주셨죠(연구 참여자 B). 

 

저는 그냥 조언자였어요. 제 지시에 따르는 사람들도 없었죠. 

하지만,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는 제가 직접 조언을 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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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대신에 제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 밑에 100명

이 넘는 사람들이 제 지시에 따라 일했어요. (…) DTM 전의 저

는 매우 형편없는 행정가였어요. 하지만, DTM 후에는 새로운 

시각과 경험, 그리고 다른 관점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국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문

제를 발견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사람들에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 DTM 후, 

현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고, 완전히 다른 전문성을 보유하게 

되었어요. 저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고, 이것이 

제게 많은 기회를 허락해준 것 같아요. 해외에서 석사를 잘 하

고 오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

고 생각을 해요. 즉, 명성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제게 더 

높은 기대를 갖게 되죠. 제게 더 많은 기대를 갖게 되면, 저를 

신뢰하게 되고요, 이는 제가 원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

회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A). 

 

패럴림픽 위원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점은 제게 가장 큰 성취라

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DTM에서 배운 역량을 활용해

서 저를 캠페인 했어요. 스포츠 발전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접

근 방식을 제시했죠. (…) 제가 속한 조직에서 62명 중에 61명

이 저에게 투표권을 행사했어요. 즉, 사람들이 저를 스포츠 행

정가로서, 그리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의 장애인 올림픽 무브먼트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신

뢰해준 거죠. 제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경험한 것들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며 저를 인정해줬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H). 

 

프로그램을 마친 후, 제가 속한 조직에서는 원래 있던 사람이 

떠난 자리에 제가 그 자리를 채우는 데 필요한 기술이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다른 지원자들 중에서 상급 관리자 위치

로 올라갈 수 있도록 DTM이 이점을 제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 스포츠 행정가에서 상급 스포츠 관리자가 되었

다고 할 수 있죠. 저를 감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아는 것

에 변화가 있고, 이를 제 직책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

게 된 것 같고, DTM이 긍정적인 인풋과 아웃풋을 줬다고 확신

할 수 있어요. (…) 이 뿐만 아니라, DTM 후에 국제 탁구 연맹

과도 파트 타임 업무를 할 수 있었고, 남아프리카 지역을 총괄

할 수 있게 되었죠. 16개의 국가들이 저희의 프로그램을 잘 시

행하는지 관리하고, 그들의 개발을 지원하는게 제 역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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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제가 배운 것과 가진 관리 역량을 통해 

수 많은 국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변

화라고 할 수 있죠(연구 참여자 F).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은 DTM 프로그램을 통한 직위의 변화와 함

께 여러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DTM 프

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해외에서 진행되는 다른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

여하는 기회가 생기기도 했고, 자신의 석사 학위 논문을 기반으로 강의

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다양한 상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2017년 일본에서 진행된 코치 육성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참여

할 수 있었어요(연구 참여자 C). 

 

올림픽 관리 코스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2주 동안 워크샵에 참

여할 수 있었어요. 도쿄올림픽을 위한 레거시 프로그램이었어요. 

워크샵이 끝날때쯤 올림픽 레거시에 대한 발표를 해야 했죠. 

DTM 이후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더 자신

감이 생기고 적극적이게 되었어요(연구 참여자 B). 

 

아시아 축구 협회에서 생활체육 육성 관련해서 브론즈와 실버 

등급의 상을 받았고, DTM 경연에서 우수 프로젝트 제안서로 

두번이나 뽑혔고요, 2018년에는 그리스에서 개최된 IOC 영 세

션에도 참가자로 선발될 수 있었어요(연구 참여자 D).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저를 강연자로 초청했어요. 그 프로그램

은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높은 지위에 계신 스포츠 행정가들이 

오는 자리였어요. 저는 엄청 놀랐어요. 한국에서 돌아오고 나니 

갑자기 저를 그 프로그램에 초대해주었죠(연구 참여자 J). 

 

제가 DTM에서 진행했던 논문을 바탕으로 현재 저는 감성 지

능과 운동 경기력에 대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장애인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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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위한 강의도 진행했고요. 챔피언쉽 중에도 강의를 진행했

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연구 참여자 E). 

 

4.3.1.6. 인적 네트워크 증대  

DTM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팀을 구축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의사

소통 및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실감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은, 개

인의 의사소통 역량이 크게 향상되어 여러 인간관계를 확장시켰고, 본 

과정을 거침으로써 본인의 인적 네트워크가 크게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

다. DTM 과정은 행정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 연구 참여자

들로 하여금 본국에서도 다양한 행정 인사들과 소통하는데 크게 기여하

였고,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과 원활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국제 경험을 하고 나서 본국으로 귀국하고 나니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쌓는게 훨씬 쉬웠어요. 제 시각과 관점을 넓혀주었고, 

저와 비슷하게 국제 경험을 한 이들과 쉽게 유대를 맺을 수 있

었어요(연구 참여자 G). 

 

서울대에서 공부했다는 사실을 통해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체적으로 저의 네트워킹을 확장시킬 수 있었어요. 특히 DTM 

포럼을 통해 전세계에서 오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한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상급자들도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도 그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요. 실제로, 첫번째 혹은 두번

째 기수인 DTM 졸업생 중에 한 명과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강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네트워킹의 확장이죠(연구 참여자 J).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DTM 교과과정을 통해 SNS와 미디어를 활

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는데, 본국 귀환 후에도 SNS의 영향

력을 실감하며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DTM 졸업생, 교

수진, 한국 스포츠계에서 일하는 실무진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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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인적 네트워킹을 유지해가고 있었다.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현재 한국

에서 거주하고 있는 DTM 졸업생들과도 SNS를 통해 꾸준히 

교류할 수 있어요. 이런 네트워킹은 하나의 체인이라고 할 수 

있죠. DTM 프로그램은 제가 2015년에 한국을 떠났을 때 종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온 참여자들과도 연결되고 마치 가

족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희의 관계들도 계속해서 자라고 

있죠(연구 참여자 C). 

 

뭔가를 새롭게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DTM을 찾으면 

되죠. 흔쾌히 저에게 도움을 줄거고요. (…) 제 네트워킹이 엄청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한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협력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제가 연락할 가장 첫번째 

사람은 강교수님일거에요. 이러한 네트워크와 관계는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어요(연구 참여자 E). 

 

관계가 전부다. 한 수업 중에 분명히 배웠어요. DTM을 통해 

네트워킹의 영향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

도 제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는 실제에서 더욱 분

명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저는 함께 졸업한 다른 졸

업생들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를 위

해 조언이 필요할 때면, DTM 졸업생들 중에서 쉽게 전문가를 

찾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예시로는 지금의 인터뷰도 저를 소

개해준 한국의 친구와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맺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죠(연구 참여자 I). 

 

한편, 커리큘럼 가운데 자신의 네트워킹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수업이나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로서 네트워킹을 형성해 가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맺는 것이 행정가로서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연적인 요소이기에, 이를 DTM 프로그

램 가운데 배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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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 형성 

DTM 졸업생, 한국 스포츠계 인사들 그리고 세계 유수 대학의 석학

들과의 인적 네트워킹을 쌓을 수 있었던 점과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DTM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한국 전반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과 

강한 애착을 형성하였고, 본인 스스로를 한국의 문화와 DTM의 긍정적

인 요소를 전파하는 대사로서 인식하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본국에서 자

연스럽게 홍보하고 있었다.  

2015년에 DTM 프로그램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하지

만, 저는 한국의 매력에 흠뻑 젖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2016

년과 2019년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벌써 2번이나 

더 한국을 방문한 것이죠(연구 참여자 C). 

 

본국으로 돌아온 저에게 전파자라는 용어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

운 곳이고, 제게 많은 배움을 줬는지 전파하고 다녔어요. 제게 

개인적으로 많은 것을 주었고, 한국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는지 이야기했죠(연구 참여자 A). 

 

저 스스로를 한국의 대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서 스포츠에 관련된 것만 배운게 아니라, 한국의 음식을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작은 비즈니

스를 시작했죠. 김밥과 비빔밥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우리나

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제 비즈니스는 잘 되고 있

어요(연구 참여자 J). 

 

또한, 한국과 DTM에 대한 우호적 감정은 자연스럽게 프로그램을 

주변에 홍보하고 추천함으로써 자신과 같은 생각과 경험을 하는 동료들

을 양성하여 함께 자국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어졌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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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본국에 돌아간 연구 참여자 D의 권유를 통해 그의 

조직 동료가 DTM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DTM에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추천했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제게 동맹군이 생겨요. 저는 이 여정을 혼자하고 싶지 않아

요. 저와 같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고, 이를 통

해 함께 변화를 주도하며 더욱 큰 영향을 끼치고 싶죠(연구 참

여자 A). 

 

이러한 변화들이 제 커뮤니티와 주변의 삶에 미치는 여러 변화

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DTM을 마치고 나서는 모든게 변했어

요. 제 친구들과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달라졌죠. 바른 교육

을 받고나서 그 교육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

다보면, 본 과정에 지원하고 싶은 이들이 늘어나게 되죠. 실제

로 제 동료 중 한 명은 다음 학기에 DTM 과정을 밟게 되었어

요. 또한, 본국 상황도 달라요. 그들이 한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해 알기 시작했어요(연구 참여자 D). 

 

4.3.2. 조직의 변화 

조직의 변화는 운영방식의 변화, 조직 네트워킹 증대, 조직 대외 영

향력 증대로 세분화될 수 있었다.  

4.3.2.1. 운영방식의 변화 

DTM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본 과정에 참여하며 배웠던 운영방식을 

차용하여 조직에 적용하고 변화를 주도했다. 연간 계획을 세우고, 적재

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며, 이전보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 방식을 채택하도록 조직을 주도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조직이 기존에 갖고 있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

로운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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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속한 조직

의 프로그램의 30%는 제가 도입한 것이에요. DTM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제가 새롭게 주도한 프로그램들이었죠(연구 참여

자 G).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개발 분야에 대한 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

도록 길을 모색했어요.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에게는 이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커뮤니티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스포츠 학과가 생겼어요. 이전에는 없었죠. 특히 대학원 과정이 

없었어요. 현재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매니저도 있고, 코

디네이터도 있고, 계획도 있고, 연간 일정도 세워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죠(연구 참여자 D).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느낀 것은 다양한 분야들이 각자 의

견을 갖고, 그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실행에 옮기며, 제각

기 일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를 다양한 분야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관점으로 변화시켰어요. 즉, 모든 사람들이 함께 

팀으로서 일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 따라

서 현재는 스포츠 의학 팀 뿐만 아니라, 스포츠 과학, 생리학, 

컨디셔닝 팀도 있고, 코치와 선수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선수들의 최상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있죠. 저는 굉

장히 뿌듯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는 오직 팀워크를 지향하는 

분위기에서만 가능할 것이에요(연구 참여자 A). 

 

또한, DTM 과정을 통해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성을 깨달은 스포츠 

행정가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에 관련 지식을 설파했고, 실제로 조직 안

에서 프로그램 평가 및 참여자 의견 청취 등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시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 G는 논문을 작성하며 배운 통계 방법을 통해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진행하며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하기도 하였다. 

DTM에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든 그 결

과를 알아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즉, 어떤 프로그램이든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죠.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을 한 번도 한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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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요. 그래서 제 조직에서 시작하게 되었죠. 제 동료에게 부

탁을 해서 링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저희 블로그에 

평가를 남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저희가 성장할 수 있다

고 알려줬어요. 특히 프로그램 운영만 신경 쓰면 안되고, 앞으

로 우리가 나아지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게 되

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죠(연구 참여자 J). 

 

저는 정부 스포츠 부처에 스포츠 정책 프로그램과 더불어 소비

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제안한적이 있어요. 학위논문을 작

성하며 통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스포츠 프로그램이 어떻게 발

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사람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도 기획하고 실시할 수 있었죠. DTM 프로그램 이후 본국

으로 돌아와서 설문을 진행하기 위해 저는 본부에 권한을 활용

했어요. 제가 전부하기는 어려우니 본부에 맡겨서, 본부에서 지

방 정부 부처에 전달하고, 그들이 각 지역에 있는 직원에게 전

달해줘서 3000명 가까이 되는 참여자의 응답을 수집할 수 있

었어요(연구 참여자 G). 

 

대중의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여,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은 조직의 웹사이트를 개

설하고 SNS 등을 적극 활용하는 운영 방식의 변화를 채택하여 조직의 

장점과 보유 자원을 극대화하기도 하였다.  

저희는 ‘sports for worlds’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오픈했어요. 

스포츠 뉴스 관련 웹사이트죠. 그리고 DTM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필 스토리 기사를 작성할 수 있었어요(연

구 참여자 I). 

 

따라서 저희가 하려는 것 중 하나는 리브랜딩이에요. SNS를 포

함하여 어떻게 하면 저희 것을 현장에서 마케팅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웹사

이트를 개설하고, SNS를 더욱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SNS나 페이스북 등을 잘 다루는 사람을 고용해서 상호작용이 

많도록 해야 해요. 마치 DTMA처럼 말이죠(연구 참여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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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신경 쓰게 되었어요. 저희는 홈

페이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DTM에서 SNS 수업을 들었었는데, 

최근 들어 저희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개설하고, 페이스북 페

이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시작

했죠(연구 참여자 H). 

 

운영방식에 있어 조직의 거버넌스에도 변화가 있었다.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속한 조직이 투명하게 재정을 보고하기 시작하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추구하며, 조직 전체의 거버넌스에도 변화가 생

겼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조직의 인정을 받는 연구 참여자들이 

DTM을 통해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배

우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함에 따라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DTM 전에는 거버넌스에 대해 아예 몰랐어요. DTM을 통해 거

버넌스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죠. 저희가 한번도 접하지 못한 개

념이지만, IOC가 제안한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래서 이를 제 논문으로도 작성했죠. 저희 조직을 거버넌스의 관

점에서 바라보았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알게 되었죠. 이전에는 스포츠 조직에 거

버넌스라는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속한 기관에 거버넌스 관련 제안서를 드리기도 했어요. (…) 그

래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매년, 저희는 연맹으로부터 

저희의 활동과 재정에 대한 감사를 받아야 해요. 처음에는 정부

가 저희에게 준 돈 만을 보고했어요. 돈을 어디에 썼고, 정부가 

얼만큼 줬는지 보고하면 됐어요. 하지만, 제가 제안을 했죠. 비

록 돈이 정부로부터 오지는 않았지만, 투명해야 한다고 말이죠. 

정부가 우리의 연봉과 시설 관리비 등을 지원하지 않았지만, 올

림픽 솔리더리티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았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 

보고서에 이런 종류의 예산을 포함시켰고, 이러한 작은 변화가 

제 제안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죠(연구 참여자 B). 

 

거버넌스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비영리기구든, 영리기구든 

국제 스포츠 개발 측면에서 새로운 규정, 특히 거버넌스에 관련

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해요. 스포츠에 있어 굿 거버넌스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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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민주적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굿 거버넌스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DTM 프로그램에서 배

웠죠. (…) 따라서 본국에 돌아와서 제가 속한 기관에 대한 분

석을 시작했어요. 여러 잣대를 통해서 우리 기관이 굿 거버넌스

를 갖췄는지 확인했죠. 당연히 아니었어요. 언제 투표를 하고, 

누가 투표권을 행사하는지, 인터넷 페이지가 있는지 등의 요소

들을 점검했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어요(연구 참여자 H). 

 

4.3.2.2. 조직 네트워킹 증대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본인의 네트워킹 증대를 통해 조직의 네

트워킹 또한 향상되었고, 이 과정속에서도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는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여 다양한 파트너와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하고 이

해당사자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연

구 참여자들은 DTM을 통해 습득한 관계와 소통 역량을 통해 개인의 네

트워크에서 나아가 조직의 네트워크도 향상시키고 있던 것이다.  

저는 제 상사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의 반도핑 기구

와 연결하고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는 저에

게 그 기관 담당자의 연락처를 주었고 저는 그들과 미팅을 개

시했어요. 파트너사는 저희에게 그들의 경험을 공유했고, 저희

도 그들과 저희의 경험을 공유했죠. 그리고 그들과 매일 소통하

며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죠(연구 참여자 I). 

 

저희는 다른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기 시작했고, 상호 협정을 맺

기 시작했어요. 영국 축구협회와 장애인들을 어떻게 교육할 수 

있는지에 관한 협정을 맺고, 노르웨이 축구협회와도 맺었어요. 

(연구 참여자 D). 

 

제가 지닌 커넥션을 활용해서 다른 기업들과 연결되어 기금도 

조성할 수 있었어요. 이를 통해 프로그램도 지속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저의 역량을 통해 패럴림픽 위원회와 스페셜 올



 

 
105 

림픽, 그리고 정부 스포츠 부처와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었어요(연구 참여자 G). 

 

또한, DTM 수업을 통해 배운 브랜딩을 통해 조직의 네트워킹을 확

장시키고자 조직 전체를 리브랜딩하는 노력도 시도되었고, DTM이 보유

한 다양한 스포츠 조직 및 정부 부처와의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다른 기

관과도 협력함으로써 그들의 네트워킹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하였다.  

사람들은 브랜딩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DTM 수업 중에 브랜

딩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있어요. 저희 조직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외부 사람들이 저희를 잘 몰라요. 저희가 교육을 제공

하고 결국 그들이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조직의 리브

랜딩을 위해서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

죠. 더 나아가, 저희 조직이 조금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저

희의 네트워킹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 제 상사에게 우리도 프로 구단 상품 판매 업체와 이런 협

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저희는 그들에게 한 번도 접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저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

는 상황인데, 분명 함께 네트워킹을 만들어가면서 서로에게 줄 

수 있다고 했죠. 저희도 이런 것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제안해서 처음으로 된 거죠(연구 참여자 J). 

 

저는 이제 DTM뿐만 아니라, DTM과 연계된 다른 기관들에게

도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들에게 정

책을 공유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정책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

용되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나눌 수 있죠. 

DTM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DTM은 다양한 기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스

포츠 정부 부처와 연결시키거나 다른 교육 부처 와도 연결시켜

줄 수 있죠(연구 참여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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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조직 대외 영향력 증대 

앞선 조직의 운영방식의 변화와 네트워킹의 향상을 초래한 연구 참

여자들은, 다양한 매체에서 본인이 속한 조직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다양

한 수상의 영예도 누리며 본인의 직∙간접적인 기여를 통해 조직의 대외 

영향력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했다.  

저는 제가 속한 협회가 2017년에 올해의 연맹상을 수상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죠(연구 참여자 C). 

 

저희 협회는 대륙 협회에서도 더욱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 

곳에서 더 많은 상을 수여받고, 더 많은 업적을 쌓고 있죠(연구 

참여자 D). 

 

저의 주도로 처음 시행된 그 프로그램은 TV 뉴스에 나왔어요. 

부차관님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더욱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메인 뉴스에 나오게 되어서 더욱 놀랐죠. 

(…) 제가 속한 기관이 TV에 처음으로 출연했어요. 설립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처음이라는게 믿겨지시나요? 심지어 신문

에도 등장했죠(연구 참여자 J). 

 

이외에도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다양

한 업무를 순조롭게 처리하는 역량을 통해, 새로운 스폰서를 유치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귀빈 초청을 하는 등의 변화도 초래하며 대외적으로 비

춰지는 그들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  

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여했어요. 

시합을 하는데 있어서 선수들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도록 운

영했고, 실제 선수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비용을 확보해서 그

들에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연구 참여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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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속한 기관에서는 이전에 한번도 후원을 받아본 적이 없어

요. 하지만, 현재 가장 큰 재정적 지원을 후원을 통해서 받고 

있죠. 수업을 통해 후원을 얻기 위해 제안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고, 후원을 통해 서로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협약서에 넣고, 이러한 후원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함을 알게 되었어요(연구 참여자 B). 

 

이런 일들이 제가 제 조직에 가져오는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프로그램, 기금, 재정 평가, 협약 등을 포함하죠. 무엇보

다 영국에서 윌리엄 왕자가 내방했을 때, 그 분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제가 맡아서 했어요. 이러한 변화들이 제가 조직

에 가져온 변화라고 할 수 있죠(연구 참여자 D). 

 

4.3.3. 국가 및 제도의 변화 

국가 및 제도의 변화는 대중의 인식 변화, 스포츠 저변 확대, 스포

츠 정책 및 제도 개편으로 세분화될 수 있었다. 

4.3.3.1. 대중의 인식 변화 

다양한 측면에서 자국 변화를 선도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영향력은 주변 인사들과 자국 국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

다. 이전에는 다수의 대중이 수동적이고 원하는 바가 없었지만,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등장함으로써 대중은 기대가 높아졌고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의 변화를 바라며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적극

적으로 요청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인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유입으로도 이어졌다. 연구 참여자 D의 국가에

서는 여성이 스포츠 경기장에 방문하는 것이 억압된 사회 분위기가 존재

했는데, 그의 노력을 통해 현재는 이러한 문화에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랑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더 나은 것을 바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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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아이들은 더 많은 활동들을 바라죠. 학생들도 더 많은 수

업과 코칭 교육 그리고 프로그램을 바라며 그들의 스포츠 스킬

을 향상시키려고 해요. ‘프로그램 하나만 더 하면 안될까요? 다

른 것도 하면 안되나요? 다음에도 다시 돌아오실 거죠?’하며 저

희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기대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정말

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제 자원봉사자 커뮤니티도 마찬가

지에요. 그들은 제 도움을 기대하죠. 제가 DTM 프로그램을 이

수한 것과 제가 계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

서 더 나은 것을 소망해요. (…) 그리고 우리나라는 여성이 경

기장에 방문해서 관람하는 것에 다른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라

기보다는 문화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가족 단위로 이

러한 부분에 있어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를 받

아들이기 시작했죠(연구 참여자 D).  

 

우리나라는 자원봉사 문화가 흔하지 않았어요. 모든 일이 급여

를 받아야 하는 분위기고, 그래서 청년들이 잘 참여하지 않죠. 

제가 속한 조직은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DTM을 통해 배운 것을 활용하여 자원봉사 네트워킹을 

쌓고 있고, 이를 저희 위원회에서 시작하고 있죠. 39명의 청년

들이 와서 자원봉사자의 개념을 받아들이며, 벌써 기여하고 있

어요(연구 참여자 H). 

 

또한, DTM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

하게 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파급효과는 대중들로 하여금 스포

츠와 연관된 다른 측면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만들었다. 이전에는 

대중들이 부상 후의 재활과 치료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면, 연구 참여자

들의 개입을 통해 사전에 부상을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기를 원하며, 더 나

은 퍼포먼스를 위해 그들이 전략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였다.  

인식의 전환, 특히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죠. 특별히 

저희와 연계된 코치분들과 선수분들이 부상을 당한 후 치료하

는 것보다, 사전에 부상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를 통해 퍼포먼스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연구 참여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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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이 이제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에 

대해서도 다루기를 원하고 있어요. 매우 긍정적인 변화죠. 이는 

추후에 더 공식적이게 될 수 있죠. 큰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E). 

 

4.3.3.2. 스포츠 저변 확대 

DTM 과정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

은 대중의 인식을 바꾸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충분한 역량을 갖춘 

상태였으므로, 본국 스포츠 시스템 정비를 하고자 적극적으로 정부의 지

원을 요청하여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스포츠

를 배울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스포츠 관련 학과 및 대학원을 설립

하는 노력으로 이어졌고, 기존의 스포츠 관련 부서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연구소를 설립하는 변화로도 이어졌다.   

정부 스포츠 부처는 스포츠 이벤트 회사를 세웠어요. 우리나라

에서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고 조직하기 위함이죠. 또한, 

제가 정부에서 컨설턴트로 일할 때, 그들은 제게 스포츠 매니지

먼트 학과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했어요(연구 참여자 G). 

 

가장 큰 변화는 선수들을 지원하는 스포츠 과학 연구소를 하나

로 통합하여 설립했다는 점이에요. 제가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몇개의 클리닉 말고는 다른게 없었죠. 이제는 생리학, 의학, 역

학 등을 포함하는 센터가 있어요. 컨디셔닝 센터도 함께 있죠. 

연구도 하고, 지방을 개발하는 것도 실행 중인데, 이전에는 없

던 변화라고 할 수 있죠(연구 참여자 A). 

 

DTM을 통해 스포츠 이벤트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파급력을 인식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은 본국에 돌아가 정부에 스포츠 이벤트 개

최를 건의하였고, 다양한 스포츠 제반 시설이 정비될 필요성과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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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를 통한 레거시의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실제 이벤트 개최 시도를 

초래하였다. 연구 참여자 E는 DTM을 통해 습득한 다양한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전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스포츠 이벤트를 자국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제는 정부에게 가서 무언가를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이 있죠. 

센트럴 아메리카 대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스포츠가 가

져올 수 있는 가치를 그들도 보기 시작했어요. 아주 좋은 출발

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벤트를 개최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죠. 우리가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다면, 스포츠 인프라에 투

자를 하겠죠. 그리고 자원봉사자 양성과 다른 여러 분야의 교육

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거고요. 이를 통해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 스포츠 개발 측면에서 굉장한 유산을 남길 수 있어요

(연구 참여자 H). 

 

저의 뛰어난 커뮤니케이션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트

라이애슬론 시합을 개최할 수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참여하러 오기 시작했고, 더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요. 저는 다른 큰 이벤트들을 기획하고 실제로 운영한 경험이 

있어요. 현재 제 조직은 이벤트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

희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었고, 이러한 성장은 제가 DTM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죠(연구 참여자 E).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역할을 통해 기존 개발도상국 커뮤니티에서 

배제되었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났고, 이들

의 스포츠 참여 증대와 더불어 전반적인 스포츠 저변의 확대가 가시적으

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여성, 장애인, 노숙

자, 유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프로그램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그들은 다른 여러 기관과 소통하고 협업하여 파트너십을 맺어 기존의 프

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 D는 여성이 스포츠에 참여하

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본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여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된 점

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언급하였다.  



 

 
111 

우리나라에 있는 UN 학교에 축구를 소개하고 확장시키기 위해, 

스포츠 관련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했어요. 또한, 궁극적인 변화

는 축구가 여성들에게도 일반적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죠. 저

희 문화에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게 남자

가 우선되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는 여성들에게도 

도입되었고, 더 많은 여성들이 축구를 실제로 하고 있죠(연구 

참여자 D). 

 

저의 적극적인 의견을 통해 휠체어 스포츠 프로그램과 이벤트

를 도입했어요. 휠체어 코칭과 선수 등을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

램이 포함되어 있죠. 제가 제 위치에서 만들어 낸 좋은 변화라

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변화는 심지어 저희를 관할하는 정

부 부처나 국가 올림픽 위원회 등 그 누구도 만들지 않거든요. 

(…) 저는 또한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는 장애인

과 엘리트 선수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특

히 커리어 전환기를 겪고 있는 엘리트 선수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그들을 준비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몇명의 선

수들에게 개인적인 커리어 개발 훈련을 제공하고, 소정의 프로

젝트비를 주어 그들 스스로 프로젝트를 실행해볼 수 있도록 하

죠. DTM과 유사하게 일정 비율로 선수들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장학금도 지원하고 선수 커리어를 돕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연구 참여자 G). 

 

노르웨이 축구협회와 여성을 위한 축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도 

했고요, 영국 축구 협회와도 연계해서 장애인들과 지역 커뮤니

티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국제 적십자사와

도 협업해서 응급처치와 CPR 교육을 도입하기도 했어요. 이러

한 노력을 통해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스포츠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했어요. 영국의 NGO 등과도 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는

데, 한 기관은 저희를 도와 놀이터를 만들고 있어요(연구 참여

자 D). 

 

생활 스포츠를 증진시키기 위해 저희가 사람들에게 다가갈 필

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모든게 

공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죠. (…) 작년에는 한 NGO를 초대한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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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그 NGO는 집이 없이 길바닥에 나온 사람들과 매춘부 등 

신원이 불분명한 이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NGO와 협업하여 

저희 프로그램을 그분들에게 소개하고 도입했어요. (…) 사실 

DTM은 저에게 엘리트 체육부터, 생활 체육, 그리고 유소년 육

성, 장애인 체육 등에 대해 신경 쓸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시켜

줬어요(연구 참여자 J). 

 

연구 참여자 C의 경우, 본인의 노력을 통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여성 선수가 올림픽 출전권

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여하며 국가 전체의 큰 성취를 도모하기도 하였

다.  

다양한 모듈을 통해서 취약 계층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어

요. DTM에 다녀오면서 우리나라 스포츠, 특히 복싱계에 있어 

제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프로그램들을 디자인하

고 개발해서 지역 커뮤니티에 홍보하고 실행할 수 있었어요. 노

인들을 위해 복싱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했고, 여성만을 위한 

복싱 클럽을 열어서 운영하기도 했었죠. 제가 없었으면, 여성이 

복싱 할 일은 없었어요. 또한, 이를 통해 여성 복서들을 양성하

고 이들을 국제 무대에 세울 수 있었어요. 이러한 변화는 복싱

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죠. 그동안 매우 소수의 

여성 복서들이 올림픽에서 시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 DTM 프로그램의 영향은 제가 2016 리우 올림픽의 복싱 

팀을 이끌 때 더욱 현실로 다가왔죠. 저는 우리나라에서 선수와 

코칭으로서 복싱 올림픽 출전권을 얻은 건 처음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저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성취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복싱이 올림픽에 나간건 2000년 시드니 올

림픽 때였는데, 우리나라가 다시금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은 십

년 이상만이죠(연구 참여자 C). 

 

4.3.3.3. 스포츠 정책 및 제도 개편 

DTM 프로그램을 경험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은 프로그램 

속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선진 스포츠 사례들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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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국가의 스포츠 정책을 본국에서도 개발하며 선진 스포츠 제도를 자국

에서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속한 국가에서 선

수 육성, 팀 선발, 협회 및 연맹 조직 등과 관련된 스포츠 정책이 마련

되었고,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정립 및 자국 스포츠 정책 평가와 같이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정책 및 제도의 변화도 발생하였다.  

DTM 수업에서 배운 교수님들의 스포츠 선진 사례의 경험담을 

통해, 졸업 후 해외에서의 스포츠 정책들이 현실에서 적용되었

어요. 실제로 저희는 여전히 정책이 없어서, 해외 사례를 들여

와서 정책을 만들고, 체육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

어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스포츠 협회를 개발하는데 기

회가 생겼어요. 현재는 선진국들의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스포츠 

협회 및 연맹을 조직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죠(연구 참여

자 C). 

 

팀을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어요. 훈련 기

준, 평가 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죠. DTM에서 돌아오고 처음 

일을 시작하고나서 6개월만에 전부 바꿨어요. 해외 시합을 위

한 정책도 마련하기도 했어요(연구 참여자 E). 

 

저희 정책에는 선수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수 리더십 프로그램이나 선수들에게 혜

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스포츠 정책을 가져오게 되었죠. DTM 

후 저는 우리나라의 지적 장애인들을 위해 스포츠 정책도 만들

었어요 (…) 그리고 저는 스포츠 정책 실행 평가를 위한 자문

의 역할도 맡았죠. 이 자문은 5개월 정도 지속된 것 같아요. 저

는 그냥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온 젊은 여성일뿐

인데, 정부에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는게 말이 안되죠. 스포

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평가는 제가 처음이

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죠(연구 

참여자 G). 

 

특히 한 때 개발도상국이었던 한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스포츠

를 발전시킨 부분은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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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였다. 또한, 기존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정

이나 스포츠 선진국의 온라인 교육 영상을 번역하여 본국에 보급하는 시

도도 이루어지며 스포츠 제도의 전반적인 변화를 도모했다. 

ADEL이라는 반도핑 온라인 학습 플랫폼에서 도쿄올림픽을 앞

두고 선수들과 코치들을 위한 반도핑 교육의 첫번째 강좌가 처

음으로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도입되었어요. 이 프로그램도 

제가 번역 업무를 맡아 개시했죠(연구 참여자 I).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부분은 경기 규정을 영어에서 저희 모

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 규정이 모국어

로 번안이 된 34번째 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죠. 미국 협회에

서는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이를 제 상사에게도 보고했죠(연구 

참여자 J). 

 

그러나 긍정적인 개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

정가를 통한 조직과 국가 및 제도의 변화를 야기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

재했고,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DTM 과정 후에도 본인을 지원할 수 있

는 제도적인 지원과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 

종합 논의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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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종합 논의 

본 연구는 한국 스포츠 ODA 교육사업 중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

가 교육과정(DTM) 참여자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어떠한 역할을 인식

했고 어떠한 역량을 개발했으며 궁극적으로 본국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

험했는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4.4.1.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DTM) 참여 경험 후 

변화에 대한 종합 논의 

연구 참여자들은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DTM)에 참

여함으로써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확립하고 변화를 향한 꿈과 열정을 품

어 선구자의 역할로서 자국 변화를 이끌기 시작했다. 이는 1970년부터 

2000년대의 한국형 행정가의 역할에 관한 선행연구(이종범, 1994)에서 

제시된 행동형 행정가, 설득형 행정가, 차세대 행정가 모두에게 강조된 

비전 제시 및 사명자의 역할과 같은 대목이었다. 그 당시 한국도 개발도

상국으로서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 개발도상국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

았기에 행정가로서 비전과 사명의식의 역할은 중요했고, 본 연구 결과도 

유사한 요소를 도출하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

용하고 있었다. 또한, 본 연구 참여자들은 혁신적이고 기존과는 다른 문

제 해결 방식으로 본국 변화를 주도하며 DTM을 통해 본인이 갖춘 다양

한 역량을 활용하고 있었다. 변화 주체가 전통적이고 케케묵은 오래된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선입견 없는 새로운 사고와 운영방식을 주

도함으로써 변화가 발생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Lewin, 1951), 이

들이 가진 역량이 변화를 주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더욱이 중요했던 점은 본인의 역량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는 점이

다. 강지현과 권기성(2018)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연장자의 의견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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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하고 이에 맞서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보수적인 사회문화가 스포츠 

분야 발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DTM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을 얻

고 본인의 생각과 주장을 피력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였

고, 그들의 자신감 있고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개발도상국 스포츠 

및 사회 전반의 변화가 가능했음을 설명해준다.  

Hall과 Williams(1973)는 변화 주체를, 다른 개인, 조직 그리고 제

도에 건설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역할을 지닌 사회의 개인 및 조직으로, 

Phillips와 Schulenkorf(2017)는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 및 사회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촉진자(facilitator) 또는 

중재자(mediator)로 규정하는 가운데, 개발 목표 달성과 수원국의 주인

의식 강화를 위한 변화 주체의 학습 과정을 강조하는 역량개발 사업의 

목표에 따라(홍문숙, 2015),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은 DTM 프로

그램을 통해 자국 스포츠와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킬 주체로 변화하게 되

었다. 또한, 스포츠분야 발전에 있어 능동적 주체로서의 개인이 중요하

며 역량을 갖춘 인적자원에 대한 인정과 긍정적인 평가는 해당분야 발전

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선행 연구(강지현 & 권기성, 2018)에 따라,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선구자의 역할을 인식하여 변화를 선도한 

점은 본국 사회 전체의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궁극적으로, DTM 프로

그램을 통한 스포츠 행정가의 변화가 조직의 운영방식과 대중의 인식 변

화, 네트워킹 및 대외 영향력 증대 등 다양한 측면의 사회 변화로 확장

된 점은, 개인의 역할 및 역량(competency)을 통한 국가의 역량개발

(capacity development)이고, 역량개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어 개발도

상국 발전의 자생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스포츠 전문가의 역할 및 역량을 갖춰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

정가로서 전문성이 증대된 연구 참여자들은 본국에서 스포츠에 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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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지원 및 제도 개편을 요청하고, 하나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스포

츠 체계와 구조를 정비하며, 대중의 스포츠 참여 및 스포츠 저변 확대를 

주도하여 본국의 스포츠 생태계를 변화시켰다. 스포츠 선진국의 경우, 

스포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다양한 지원이 충분하며 많

은 우수한 인재들이 스포츠계에서 종사하지만, 개발도상국은 스포츠에 

대한 인식, 지원, 체계, 인력이 부족하고 스포츠에 우선순위가 부여되질 

않아 연구 참여자들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수학하고 스포츠 관련 전문성

을 보유한 스포츠 행정가들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사

회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동시에 관리하고 복잡다단한 

스포츠 생태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스포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인식

하고 스포츠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게 된 점은 개발도상국 스포츠 생태

계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스포츠를 통한 개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해당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스포츠 관련 역량보다 사회·문화적 역량과 공감 및 관계 역량이 중요하

게 여겨졌지만(Cohen & Peachy, 2015; Schulenkorf, 2010), 개발도상

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스포츠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스포츠 전문가

로서 다양한 스포츠를 동시에 관리하며 스포츠와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

를 활용하는 스포츠 전문가의 역할과 역량은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변화를 선도하

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요소는 스포츠 선진국인 한국에서의 스포츠 경영 

학위를 보유한 점이었다. 해외 석사학위 소지자가 드문 환경에서 개인의 

학력 및 해외 경험이 자국의 스포츠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

다는 선행의 연구결과(강지현 & 권기성, 2018)와 비교해볼 때, 개발도

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속해 있는 국가는 스포츠 경영 학위가 희소했고, 

연구 참여자들이 서울대학교에서 관련 학위를 받음을 통해 본국에서 스

포츠 행정가로서 전문성을 확보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역량과 전문성은 본국에서 주변의 인정과 



 

 
118 

신뢰를 쌓게 해주었고, 자연스럽게 직위가 변화하며 다양한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인적 네트워크도 확장되는 연쇄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 나아가, 스포츠 전문가이자 세계 유수 대학의 석사학위를 보유한 

행정가들은 자국의 환경을 잘 이해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분석 및 비교

할 수 있는 자국 전문가였으므로 본국 발전을 주도할 수 있었다. 선행연

구에서는 해외에서 파견되는 변화 주체의 지배적이고 가부장적인 태도나

(Botes & van Rensburg, 2000; Stiglitz, 2002), 신식민지주의적 접근 

방식(Coalter, 2010, 2013; Darnell & Hayhurst, 2011)에 대한 한계를 

언급하며, 자국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외부의 변화 주체가 스포츠 개발 

프로그램을 주도함으로써 그 지역 커뮤니티가 실제 중요시하고 가치 있

게 여기는 것을 놓치게 됨을 지적한다. Schulenkorf(2010, 2017)도 스

포츠를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해외 파견자들이 개발도상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해당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지원만을 단행하

는 경우를 지적하며, 개발도상국 사회의 맥락을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인

물을 통해서만 커뮤니티 전체와 깊이 유대하며 의미 있는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 참여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은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행정가이자 자국

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로서, 스포츠를 통해 본인이 속한 지역과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은 DTM 프로그램을 통해 선

행의 연구에서 밝혀진 다양한 업무, 조직, 예산, 시설, 이벤트, 자원 등의 

관리자(Morphet, 1993;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n.d; Toh & Jamieson, 

2000; Horch & Schütte, 2003), 엘리트 및 생활 스포츠 그리고 소외 

계층 지원자(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n.d; 진종순, 2009; Schulenkorf, 

2010; Phillips & Schulenkorf, 2017; Vandermeerschen & Scheerder, 

2017), 의사소통 및 네트워킹 하는 연결자(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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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tzberg, 1972; Morphet, 1993; Horch & Schütte, 2003)의 역할을 

인식하며, 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개발하였다. 선행의 행

정가·공무원 연구에서 도출된 역량과 비교해볼 때 큰 차이점은 없었지

만, 곳곳의 문제가 만연하며 미래를 쉽게 예상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환경에 따라, 문제 해결 역량,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기획 역량, 

급변하는 상황 속 대처 역량 등이 더욱 강조되었다.  

또한, 스포츠 및 경제 개발 수준에 있어 급격한 성장을 이룬 한국, 

특히 세계대학 상위권에 위치한 서울대학교에서 스포츠 석사학위를 수여 

받아 다양한 역량을 겸비한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의 높은 기대를 받으

며 자신의 기존 업무 외에도 다수의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감당하고 있

었고, 이는 개발도상국에 실력 있는 행정가들이 부재함에 따라 한국 공

무원 선행연구와 차별되어 DTM 프로그램을 경험한 본 연구 참여자들에

게만 나타난 현상이었다. 단적으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n.d)의 각 계

급 역할 및 역량 모델과 비교해볼 때,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은 5

급 공무원부터 고위 공무원의 역할을 동시에 인식하며 수행하고 있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행정가의 대다수가 본국에서 실제적인 상급 위치

가 아니었음에도, 일선에서 관리 및 기획 업무를 맡으며 다양한 이해관

계자와 소통하는 5급 공무원의 역할과 함께, 변화를 선도하고 소외계층

을 지원하는 고위공무원의 역할도 맡음으로써, 여러 계급 행정가의 역할

을 동시다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것이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과 실력 있는 행정가가 전무한 개발도상국에서 

일선에 위치한 실무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점은 선행 연구

와 일치하며(Kang & Svensson, 2019; Thorpe & Chawansky, 2017), 

이들은 개발도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짊어져

야 할 다양한 역할과 책임은 부담이 되어 변화 주도의 동력과 동기부여

를 저하시키기도 하였다(Shin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 더

해 개발도상국에서 공적지위를 확보한 엘리트 공무원이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에 근거해 볼 때(Kohli, 1994), DTM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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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통해 공적 지위를 얻어 개발도상국에서 다양한 역할을 동시다발적

으로 감당하는 행정가들의 역량을 더욱 개발할 수 있다면, 이들이 미치

는 변화의 속도와 영향력은 더욱 증폭되며, 그들이 속한 조직과 국가를 

향한 변화의 물결은 지속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개인의 변화와 영향력은 개발도상국 

곳곳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진 가운데, 한국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었다. 예컨대, DTM에서의 좋은 기억을 안고 본국으로 귀환한 연구 참

여자들은 한국 전반에 대해 우호적 감정이 형성되어 본국에서 친한 인사

로서 한국 문화를 공유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기

금 지원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국민체육진흥공단, 2020, 2021), 스포

츠 선진국으로서 글로벌 친한 인재 양성을 통해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 스포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였지만, 이에 관한 실증적인 자료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양성 과정을 졸업하고 본국으로 귀환한 연구 

참여자들이, 한국에서의 긍정적인 경험과 문화를 자발적으로 전파함으로

써 DTM과 한국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한 것은, 본 프로그램의 영향을 검

증하는 요소이자 친한 인사를 양성하고자 한 DTM의 목적이 달성되었음

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를 향한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친한 인사와의 관계를 견고히 구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개발도상국 전반에 걸친 변화와 더불어 한국과의 관계 

향상과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이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

사하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살펴봐야할 것이다. 

한편,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는 DTM 프로그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역할을 인식하기도 했지만, 기존부터 수행하던 관리자, 지원자, 

연결자 등의 역할이나 의사소통 및 관계 역량 등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강화되거나 한층 더 심층적이고 확장된 차원에서 개발되기도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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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DTM 프로그램 과정 중에 인식되지 않았던 역할이 본국에 돌

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츰 명확하게 인식되며 분명해지기도 하였다. 

이는 프로그램 과정에서 규명되지 않은 변화를 경험한 후, 본국에서 본

인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인식된 비순차적 변화라고 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DTM 프로그램을 통한 순차적이고 점진적인 역할 인식

이 일어나지만, 본국에서 경험한 역할에 관한 인식은 인식의 방향이 역

행되며 이미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득한 장기

적이고 심층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순차적이고 연속적인 

변화에 대한 복잡한 현상은 조금 더 세밀한 설계를 수반하는 후속 연구

를 통해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각 요소들은 앞으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갖춰야 할 역할과 역량의 요소라 할 수 있다. 본 연

구는 DTM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연구 참여자들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음

으로써, 프로그램 수혜자의 입장에서 본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역량을 인식하고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하였고, 본 연

구 결과를 통해 DTM 프로그램 공여자와 수혜자 간 좁혀지지 않던 인식

과 기대의 간극도 메울 수 있었다. 이들의 인식과 경험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는 DTM 프로그램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역량에 집중해서 개인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

구를 통해 도출된 역할과 역량의 각 요소둘이 앞으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역할과 역량(competency)강화를 위한 DTM 프로그램의 발전

적 지표로 사용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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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 과정(DTM) 발전방안을 위

한 제언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에 의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연

구참여자들은 본인이 속한 조직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다

양한 한계를 마주하고 있었다. 아래에서는 이들이 마주한 한계와, 그 한

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하며 수혜자 의견을 반영한 DTM 프로그램 발전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의지와 자원의 한계가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변화를 갈망하며 선구자가 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며, 본국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직업적 사명과 소명의식

은 사람마다 달리 나타났다. 몇몇의 연구 참여자들은 DTM의 직업 및 

구직 관련 컨설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본국 변화를 주도하기보다 자신이 갖춘 역량을 활

용하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찾고자 한 행정가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설령 

혼자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며 자신의 지역 커뮤니티와 대중을 설득하

려 고군분투했던 행정가들은 본인에게 할당된 자원과 재원의 한계로 추

동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는 DTM에 참여한 행정가 모두가 동일한 사명

을 갖고 본국 스포츠 및 사회 변화를 주도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며, 본 

프로그램의 공여자의 기대와 부합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이들

의 주도를 통해 가시적 변화와 성과가 도출되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를 제공함으로써 동기부여하고, 본인이 초래한 변화가 스스로에게도 유

익이 됨을 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DTM 졸업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주도한 변화에 대한 수기와 앞으로 주도할 변화에 대한 제안서 공모전을 

통해 상금을 제공하는 DTM Alumni(DTMA) Contest가 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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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센티브는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착수하

기에 매우 적은 규모이고, 일회성 상금 형식이기에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Shin 등(2020)에 의하면, 재정적 역량은 지속가능성

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현장의 전문가들에게 매우 중요했

으므로, 이에 지원금의 규모를 늘리고, 단순 상금뿐 아니라 실제 프로젝

트 착수 비용을 따로 할당하며, 사후에도 관련 프로젝트의 착수 및 개시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유지했을 시 추가 후

속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센티브의 보완

을 통해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의지와 자원의 한계의 벽을 허물어 

변화 주도의 동력이 꺼지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는 변화를 초래하고자 해도, 여전히 

각 위치에서 필요한 역량이 부족했고 DTM을 마친 후에도 실무 경험의 

부재로 변화를 선도하는데 한계를 직면하고 있었다. 따라서 DTM 프로

그램은 학위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프로그램의 비교과과정에서 

단순히 스포츠 시설과 조직을 방문하는 것을 넘어서서, 스포츠 기관 및 

조직의 내부 운영과 구성 방식을 배우고 본국에 어떤 요소를 적용시킬 

수 있을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턴십 제도 

역시 기회를 얻는 학생의 수를 늘려 그들이 현장에 복귀하기 전 실제 실

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확장해야 할 것이다.  

DTM 프로그램 졸업 후에도 개인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역량

개발 교육을 지속하는 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 DTMA Intensive 

Course는 사전에 선정된 제한된 인원이 본국 상사 및 동료와 함께 한국

으로 돌아와서 한국 스포츠 저변을 경험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최근 

코로나 19로 해외 여행이 불가해지면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게 되었

다. DTM 프로그램의 수업과 세계 각국 석학의 실제 사례가 스포츠 행

정가들에게 특히 더 영향을 미친 점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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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특강 형식으로 이뤄졌던 기존의 교육 기간을 확장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DTM 전 졸업생들에게도 본국에서 역량 개발을 지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의 석사과정

이 박사과정까지 연속적으로 이뤄지고, 유수 대학의 교수진들과 협업을 

통한 연구 및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스포츠 생태계 변화

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고위급 행정가로서 의견을 개진하

거나 정책을 실제로 입안 및 제정하는 위치에 있기 보다는 일선에 위치

한 실무급 행정가에 불과했다. 개발도상국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고위 관료들과 반

대되는 의견을 내기 쉽지 않았고, 실제로 낮은 위치에서 아이디어를 제

시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며, 본인의 영향력을 통해 자국 

변화를 선도하는데 사회적 지위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연장자

에게 반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 보수적인 사회문화가 

스포츠 분야 발전을 저해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강지현 & 권기성, 

2018)와 일치하며, 현재의 행정가들이 이러한 사회적 지위의 한계를 극

복하고 본국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과,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향후 상급 행정가의 위치에 올라섰을 때 

자국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시했다.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은 본인이 처한 국가의 사회적 분위기

와 문화로 인한 한계를 경험하며, 주변과 정부의 적극적 관심 및 지지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었고 DTM의 지원 또한 요청하고 있었다. 한국 정부

에서 본 사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그들이 속한 조직과 상급자에게 

DTM 프로그램의 강점과 연구 참여자들이 보유한 역량을 직접 홍보 및 

추천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를 지지하여 본국 변화의 추동

을 지속시키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타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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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올림픽위원회와의 적극적인 교류 및 홍보를 통해 각국 고위급 행정가 

추천을 받아 실제 본국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저가를 선

발하는 시도도 이뤄진다면,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로 하여금 사회

적 지위의 한계를 극복하여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명의식을 가진 채 변화를 갈망하던 개발도상국 스포

츠 행정가들도 본국에서 본인만큼의 의지를 갖고 변화하려는 행정가 동

료가 현저히 부족한 사실과 더불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역량을 갖춘 

이들이 부족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DTM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의사소통 및 관계 역량을 개발하여 네트

워킹을 확장했던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은, 여전히 홀로 고군분투

하며 외로운 싸움을 고독하게 견뎌내고 있었고, 유일하게 지원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는 DTM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의 부재로 이들은 DTM

의 확장된 네트워킹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었다. 

이에 DTM 포럼을 통한 인적 네트워킹 강화의 발전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현재 DTM 포럼은 DTM 선배들의 선진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발표를 하지 않거나 참여자에게 관심있

는 주제가 아닌 경우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며, 단순 정보를 교환하는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TM 포럼 시 각 지

역, 종목, 기관 등을 고려한 인사와의 의도적인 만남과 그룹별 세션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본국에서도 실제로 

도움을 주고받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킹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DTM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국가의 상황이 

비슷한 동료 참여자들의 사례를 통해서 많이 배웠으므로, 졸업후에도 서

로 연결되어 각자 보유한 기술과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분기별 정

책 및 의견 공유의 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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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M 포럼이 갖는 단발성 행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DTMA 네트워크는 졸업생에 국한하여 이뤄지며, 다른 정부 및 협회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스포츠 행정가 스스로 노력해야 했다. 따라서 

DTM이 맺은 세계 유수 대학 교수진 및 다양한 스포츠 조직과의 네트워

킹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DTM의 국제적 코디네이터를 통한 체계적

인 네트워킹 시스템을 제공한다면 현재의 DTMA 네트워킹이 가진 한계

를 보완하여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는 자신의 학위와 DTM을 통한 전문성을 

본국에서 인정받았을지라도,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짐의 무게를 혼자 감

당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여러 측면의 한계를 마주하며 본국 변화를 

선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역량개발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저해 요인이 되고 있었고, DTM 졸업생의 사후관리를 위한 

현재의 DTMA 프로그램도 개선될 여지가 많아 보였다. 앞서 제시한 

DTMA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후 관리 지원 방

안을 통해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역할과 역량이 더욱 강화되어 개

발도상국 사회 및 스포츠의 변화가 자생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

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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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5.1.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스포츠 ODA 교육사업 중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드림투게더마스터(DTM)라는 브랜드로 운영되는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

정가 교육과정 사례를 중심으로, 수혜자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본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인식한 역할과 개발한 역량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본국에서의 변화가 어떠했는지 탐색하고자 했다.  

질적 연구 중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총 10명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은 반구

조화(semi-structured interview)된 면담방식을 활용하였고, 연구 참여

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어 이후 전사된 면담 자료만을 보관하고 녹음

본은 폐기하였다. 면담의 내용은 귀납적 범주화 및 항목화 과정을 통해 

분석되었고, 연구 결과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높이기 위해 다양

한 자료 수집 과정을 통해 연구 결과를 검증하며, 연구 참여자 확인과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확인을 받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가지 연구 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

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DTM) 참

여 경험을 통해 인식한 역할은 선구자, 기획자, 전문가, 관리자, 지원자, 

연결자의 역할 총 6가지 항목으로 도출되었고, 두 번째 연구 문제인 개

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DTM) 참여 경험을 통해 개발한 역량

은 문제해결, 기획 및 혁신, 상황 대처, 스포츠 전문 지식, 의사소통, 관

계 역량으로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었으며, 마지막 연구 문제인 개

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DTM) 참여 경험 후 인식한 역할과 

개발한 역량을 통해 본국에서 경험한 변화로 개인, 조직, 국가 및 제도

의 3가지 변화가 도출되었다. 개인의 변화는 삶의 관점 및 태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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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변화 선도, 스포츠 행정가로서 전문성 증대, 주변의 인정 및 신뢰, 

직위의 변화 및 기회의 증가, 인적 네트워크 증대,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 형성으로, 조직의 변화는 운영방식의 변화, 조직 네트워킹 증대, 조

직 대외 영향력 증대로, 국가 및 제도의 변화는 대중의 인식 변화, 스포

츠 저변 확대, 스포츠 정책 및 제도 개편으로 세분화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논의로는 첫째,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는 

DTM 프로그램을 통해 선구자의 역할을 인식하여 변화주체로서 자국변

화를 선도했고,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개발(capacity 

development)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발판을 마련함을 확인하였다. 둘째, 

스포츠 체계, 지원,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에서 DTM을 통해 스포츠 전

문지식과 경영 석사학위를 갖춰 전문성을 보유하게 된 개발도상국 스포

츠 행정가는, 스포츠 생태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자국의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로서 본국 스포츠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

다. 셋째,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환경과 실력 있는 행정가의 부재로 

DTM에 참여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는 주변의 높은 기대를 받으며 

다양한 역할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는데, 다양한 역할과 책임

을 맡은 이들을 통한 변화의 물결이 확장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의 필

요성을 촉구하였다. 넷째,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는 DTM 이후 한국

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형성되어 친한 인사로서 한국 문화를 공유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추후 이들을 향한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이

들이 한국 관계와 국제 스포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

지 살펴봐야함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는 

DTM에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역할과 역량의 강화, 확장, 비순차적 변화

를 경험하였고, 이를 통해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후속 연구

의 필요성과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역할 및 역량 요소를 통한 

DTM 프로그램 발전 지표를 제시하였다. 

앞서 제시한 DTMA 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

후 관리 지원 방안은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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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화하여 개발도상국 역량개발과 거시 스포츠 생태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사례가 될 수 있다.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 플랫

폼이 활성화됨에 따라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앞으로 이들을 향한 지속적이고 적극

적인 지원과 네트워킹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스포츠 및 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국제스포츠 네트워크가 강화되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의 학문적 의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량개발

담론을 스포츠 ODA 교육사업 중,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

(DTM)사례에 적용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ODA 교육사업의 목적

이 인적 자원의 역량(competency)을 통한 개발도상국 역량 개발

(capacity development)이었음에도, 본 관점을 차용한 연구는 전무했으

므로, 본 연구는 이를 보충하며 스포츠 ODA 교육사업을 통한 역량개발

의 방향과 접근방식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

가 교육과정(DTM)의 단일 사례를 연구의 범위로 제한하고, 프로그램 

수혜 대상의 관점이 배제되었던 기존의 연구를 보충했다는데 학문적 의

의가 있다. DTM 프로그램으로 범위를 한정하며 수혜자의 의견을 유일

하게 청취했던 강지현과 권기성(2018)의 선행 연구로부터, 4년이 지나 

연구 참여자의 출신 대륙과 기관을 확장 및 세분화하여 수혜자의 내면의 

이야기를 고찰함으로써 더욱 심층적인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실무적으로는 스포츠 ODA 교육사업 참여 수혜자의 인식과 경험을 

통해 배양의 필요성을 느끼는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역할 및 역

량’의 구체적 요소를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

가 교육과정(DTM)에 대한 수혜자 중심의 판단기준과 평가지표를 통한 

발전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포츠 ODA 교육사업 참여 

후에도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자국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마주한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DTM Alumni를 보완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개발도상국 스포츠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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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5.2.1. 연구의 제한점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들이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DTM) 참여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개발한 역할과 역량의 요소를 도출하였으나, 역할과 역량이 서로 어떻게 

대칭을 이루는지 파악하지는 못했다. 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구별할 수 있다면 본 프로그램이 어떠한 역량에 주안을 두어야 

하는지 세부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 수와 특성을 확장하여 선행연구를 보

완하고 더욱 포괄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했지만, 행정가의 출신 대륙 

및 기관별 특성에 따른 변화 양상의 차이를 고려하지는 못했다. 각 연구 

참여자의 배경과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인식과 경험의 차이를 나타내기

에, 본 연구 결과는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DTM) 참여자 

전체의 경험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5.2.2.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과 시간적 간격을 확장한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앞

선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DTM) 졸업생 대

상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일선에 위치한 현재의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

정가들이 시간이 지나 본국에서 상급자의 위치로 올라가면서 어떠한 변

화를 경험하는지 파악하는 종단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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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순차적이고 연속적인 변화의 프로세스와 인과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이 촉구된다.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의 프로그램 

참여 전, 중, 후 그리고 본국에서의 인식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연구 

설계나,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 스포츠 행정가 교육과정(DTM)의 어떤 

요소가 변화를 유발한 지점(trigger point)이 되었는지 규명하는 세분화

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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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through 

roles and competencies developed by sports administrator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the Korean 

Spor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education program,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Dream Together Master(DTM) 

benefic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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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 First, what role did 

participants recognize through the Dream Together Master? Second, 

what competencies did participants develop through the Dream 

Together Master? Third, what changes did participants experience 

in their home country after developing their roles and competencies 

through the Dream Together Master? 

This study used the case study method among qualitative 

studies based on constructivism. Semi-structured interviews (n = 

10) were conducted and each interviewee who represent the 

perspective of DTM participants was selected through purposeful 

sampling and the criterions are as follows: 1) admission year, 2) 

region of origin, 3) gender, 4) current institution, 5) experience as 

a sports administrator.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via inductive 

category analysis. Triangulation, members check, and peer 

debriefing were used to increase the trustworthiness of the study, 

and research ethics were observed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oles perceived by sports 

administrator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the DTM were categorized into six items: pioneer, planner, 

specialist, manager, helper, and networker role. Second, the 

competencies developed by sports administrator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the DTM were divided into 

six categories: problem-solving, planning and innovation, flexibility, 

sports expertise, communication, and relationship competency. 

Third, the changes experienced by sports administrators in 

developing countries through their roles and competencies 

developed after participating in the DTM were categorized as 

individual, organizational, and national and institutional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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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vidual changes include changes in perspectives and attitudes of 

life, pioneering changes in home country, increased expertise as a 

sports administrator, increased recognition and trust, increased 

opportunities and positions changed, expansion of networking, and 

formed friendly feelings for Korea. Organizational changes include 

changes in operation methods, increased organizational networking, 

and increased organizational external influence. National and 

institutional changes are subdivided into changes in public 

perception, expansion of sports system, and reorganization of 

sports policies and institutions. 

Based on finding and research participants’ suggestions, the 

researcher could discuss that, as a change agent, sports 

administrators in developing countries enabled various changes in 

their home country through their roles and competencies developed 

by the DTM and achieved capacity development and foothol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sports administrators in 

developing countries faced various limitations of 1) will and 

resources, 2) competencies, 3) social status, 4) networking, even 

after participating in the DTM to pioneer changes in home country. 

Thus, 1) expansion of incentives for the DTM Alumni Contest, 2) 

expansion of internships and education program, 3) selection of 

high-level administrators as a participant, 4) improvement of the 

DTM Forum and promotion of DTM Alumni networking were 

suggested to further develop the DTM program. 

The academic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by 

applying the capacity development discourse to the DTM case, the 

direction and approach of capacity development through the sports 

ODA education program are presented. Second, the scope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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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was focused on to a single case of the DTM program, and this 

study supplemented previous studies in which the perspective of 

the program beneficiaries was excluded. Practically, first, it has 

implication in deriving development plans for DTM program through 

beneficiary-centered criteria and evaluation indicators, by 

exploring specific elements of role and competency of the sports 

administrators in developing countries. Second, this study is 

meaningful to present the need for systematic follow-up support 

that complements DTM Alumni program by examining the 

limitations faced by the change agent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not 

possible to grasp what roles and competencies were symmetrical to 

each other. Second, the difference in the pattern of chang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and institution of the 

sport administrator was not considered. Third, the experience of 

the entire DTM program participants was not represented in this 

study. Based on the findings, discuss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further research could be proposed. First, a 

study that expands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time interval of 

the DTM program should be conducted. Second, follow-up studies 

on the causal relationships and the process of non-sequential and 

continuous change through the DTM program can be conducted. 

 

Keywords : Sport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Dream 

Together Master(DTM), Capacity Development, Sports 

Administrator, Change Agent,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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