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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심판이 실패체험을 통해 어떻게 학습하고 성

장해가는지 이해하는 데 있다. 치열한 입시와 학벌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우리 사회는 실패를 용인하는 데 인색하다. 그러나 성인들의 일상생활과

일의 맥락 안에 무수히 많은 실패경험과 학습이 실재한다. 이 연구는 스

포츠 심판을 대상으로 성인들이 일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실

패체험의 양상을 오심체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실패체험이 어떻게 실패

학습으로 이행되는지 그 과정과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

해 실패를 학습으로 연결 짓는 데 필요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실

패학습 연구 확장에 기여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열 종목(농구,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수구, 조정, 탁구,

태권도, 피겨스케이트, 핸드볼)의 국제심판 열두 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현상학적 방법에 기반하여 자료 수집과 결과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

여자 확인법, 동료 검토법, 외부 감사를 시행하고, IRB 심의 및 규정을

준수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국제심판의 오심체험을 행위의

주체별로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기술함으로써, 연구참여자가 체험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양상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 ‘다른 마음’, ‘안 들림,

안 보임’, ‘혼동과 착각’, ‘안 한 오심, 한 오심’이라는 네 개의 주제로 구

분해 각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동기, 지각, 판단, 실행 상황이 다른 오

심체험의 구체성과 다양성을 볼 수 있다.

둘째로, 오심체험의 사실적 측면들을 체험한 주체의 관점과 체험한

몸, 시간, 관계, 맥락, 원인이라는 여섯 가지 체험의 구조 안에서 주제화

하였다. 먼저 오심을 체험한 주체는 ‘오심 총알받이 공정 수호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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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지니고 있었고, ‘가슴 뜀, 힘 빠짐, 입맛을 잃은 몸’의 신체성이

드러났다. 오심 체험은 ‘순간 다가와 길게 머물다 오래 남는 시간’이자,

‘항의와 비난을 견뎌야 하는 속앓이 관계’로 주제화되었다. 오심 체험의

맥락은 ‘나, 우리, 여기 지속하는 문제들’로써 ‘심판 경험, 집중력과 체력’

이라는 개인의 요소, ‘성과 지상주의, 권위와 압력행사’라는 분야의 요

소, ‘체계적 교육 지원 부족, 규정 미비와 혼선, 경기 운영의 지원 부족’

이라는 영역의 요소가 있었다. 지각, 판단, 동기, 실행은 ‘심판이 연주하

는 네 선율’이 되는 오심 체험의 원인이며 이를 ‘퍼 잼 모델(PER JAM

model)’이라는 실패의 4요인 모형으로 제안하여, 오심체험으로 드러난

연구결과를 다른 상황 및 대상에 적용할 수 있게 재맥락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패학습의 전개 양상은 실패학습의 촉발 요소, 실패학습

의 전략, 실패학습의 활동, 실패학습의 결과 및 확산으로 구조화되었다.

학습 출발선에서 실패로 느끼는 부정정서, 실패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

도, 실패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학습 의지가 실패학습 촉발 요소로 확인

되었다. 참여자들은 신체집중, 동기전환, 인지해석, 정서초점, 정서회피

대처라는 정서조절 전략을 활용해 부정정서를 조절하고, 성찰 전략을 통

해 체험을 분석하고 대안을 탐색하였다. 실패학습의 활동으로 ‘복기와 모

니터링’을 하여 장면을 만들고, ‘규정 다시 보기’ 활동으로 지식을 조직화

하고, 기억을 돕기 위해 ‘메모’하며, ‘회의와 토론’으로 서로의 관점과 의

견을 공유하는 네 가지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실패학습의 결과로

는 심판 수행과 정서 측면에 변화가 생겼다. 자신만의 기준점을 확립하

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정확한 타이밍과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갖게 되며,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과 행동의 힘을 얻는 변화를 통해 전문성이 높

아지는 수행의 변화 양상이 포착되었다. 정서적 측면에서 일에 대한 각

오와 책임감이 커지고, 동료애와 상대에 대한 고마움, 다른 심판에 대한

공감의 정서가 생겨나고, 자만하지 말자는 겸손의 태도를 지니게 되어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졌다. 실패학습의 결과는 개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

고, 공동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확산적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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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토대로 실패학습에서 성찰과 정서조절의 역할에 관해 논하

고 실패학습이 인지와 정서가 교차하는 겸허의 학습임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스포

츠 심판의 오심체험의 사실적 측면을 체험의 구조 안에서 현상학적으로

해명하였다. 둘째, 실패의 원인과 실패학습의 전개 양상을 밝혀 성인학습

의 실천적 교육자료를 제공하였다. 셋째, 실패학습을 학술용어로 제안하

고, 실패학습의 과정과 의미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여, 실패학습 담

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어: 실패학습, 현상학적 연구, 심판, 체험, 오심

학 번: 2013-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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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치열한 입시와 학벌주의로 특징지어지는 우리 사회는 실패를 용인하는

데 인색하다. 실패는 두려운 것이나 지양해야 할 것으로 여겨져 실패의

학습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다(서미옥, 2019). 수

세기 동안 누적된 학습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도 성공 위주의 학습을 설

명하는 데 집중해 왔다(Ellis et al., 2014). 성공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

거나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의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성공

이 학습의 표본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산업 현장에서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배움의 기

회로 인식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실패로부터

배우는 데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곳으로 손꼽힌다. 실리콘밸리에

서 2009년 탄생한 행사 ‘페일콘(FailCon)’은 창업가와 투자자, 개발자, 디

자이너 등이 모여 실패경험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실패를 자세히 들여다

보고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토론을 벌인다. 심리학자이

자 혁신 연구가인 Samuel West는 지난 2017년 스웨덴에 ‘실패박물관

(Museum of Failure)’을 열었다. 그곳에는 출시 후 판매 중단제품인 초

록색 케첩이나 무지방 감자칩, 구글이 개발했으나 호평받지 못한 구글

글래스 등 100개 이상의 사례들이 전시되었다. 실패박물관의 설립 목적

에 대해 그는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프로젝트로부터 통찰력을 얻

고 배울 수 있고 발전을 위해 실패는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

다(박수호, 김기진, 2019).

교육심리 분야에서도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습실패1)(Academic Failure)

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추세이다(김종백,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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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16; 김현욱, 2020; 서미옥, 2019; 이성원, 김종백, 2019; 현승훈, 신

종호, 2020; Kapur, 2008). 학습실패(Academic Failure)란 학습자가 자신

이 상정한 학습목표 성취를 위해서 인지적, 정의적 노력을 투여했으나

의도한 학습결과를 얻지 못한 상황을 말한다(김종백, 2010). 즉, 학습상황

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정체되어있는 실패상황을 학습실패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

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나 학습상황이 단순한 사실이나 정보를 습

득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내용의 이해와 실행에 관련되

어 있다면 난관이나 실패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이때 실패의 교육적 의

미는 더욱 중요해진다.

실패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실패는 개인의

지각과 판단, 수행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오류(error), 착오(slips), 실수

(mistake)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패를 정의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특정 상황을 실패로 정의하는 데에 주체의 주관적 판단과 인식이 중요하

게 작용한다. 실패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개인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

렵다는 점과 실패를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해 온 경향은 실패학습 연구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의 실패에 관한 연구들은 실패가 학습에

긍정적인지 혹은 부정적인지에 관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실패가 지닌 학습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들은 실패로부터 학습,

실패에 의한 학습, 실패를 통한 학습, 실패 기반 학습 등 맥락에 따라 다

양한 표현들로 실패 이후 학습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 서로 다른 수식어

구로 표현하고 있으나, 실패가 학습에 지니는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들의 유사성을 하나의 범주로 통합하여, 실패경험에서 이루어

1) 국내 연구에서 ‘Academic Failure’의 번역으로 ‘학업적 실패’, ‘학업실패’, ‘학습실패’ 등

이 혼용된다. 교육학에서 학습실패 연구는 주로 학령기 대상이 학업 상황에서 경험하

는 실패에 관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며, 학업실패는 학습실패에 포섭되는 연구라 할

수 있다. 다수의 ‘학습실패’ 연구를 수행한 김종백(2010)의 정의에 따라 이 연구에서

‘Academic Failure’를 ‘학습실패’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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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학습을 이 글에서는 ‘실패학습(Failure Learning)’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학습실패(Academic Failure)가 학업에서 실패하는 상

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실패학습(Failure Learning)은 실패 이후에 실

패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정리하

면 학습실패는 ‘학습에서 실패’하는 것이고, 실패학습은 ‘실패에서 학습’

하는 것이다.

일찍이 Dewey가 인간의 성장에서 핵심이 되는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

한 이래, 많은 연구자들이 학습자의 교육적 경험에 주목해왔다. Dewey

에 의하면 학습은 ‘끊임없이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가치

있는 경험은 현재 경험과 미래 경험 사이에 활발한 상호작용을 불러일으

켜, 선행 경험이 후속 경험의 문제해결로 이어지게 한다(Dewey, 2002).

실패라는 경험이 후속되는 경험과 상호작용하며 성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러한 실패경험은 가치 있는 경험으로 역할 하게 된다. 이

러한 실패경험은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경험이며, 비단

학생들의 학습장면뿐 아니라, 성인들의 일상생활과 일터 현장,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성장과 관련해 무수히 많은 실패경험과 학습은 실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패경험과 학습에 대한 논의가 하나의

틀로 구조화되지 못했다. 학습의 각 장면에서 일어나는 실패경험과 학습

에 대한 논의가 합의된 개념과 구심점이 없이 흩어져 있는 셈이다. 이런

까닭에 이 연구에서는 ‘실패학습’을 학술적 개념으로 제안함과 동시에,

실패경험이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학습’이라는 성장 경험으로

연결되고 지속되는 과정을 ‘실패학습’으로 바라보고 탐색해 보고자 한다.

실패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대표하는 이론으로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 이론이 있다(Seligman, 1975). 반복된 실패경험은

학습자가 실패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여, 학습자의 동기,

태도, 행동,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통제 가능

한 상황이 오더라도 학습자가 불쾌한 자극을 피하려고 반응하지 않고 무

기력한 상황이 계속되게 되는데 이를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 반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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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실패를 경험하면 실패를 내적인 원인으로 귀인하고 미래에도 실패할

것으로 생각하여 동기가 저하된다는 점에서 실패가 학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설명하고 있다(Abramson et al., 1978; Seligman, 1975).

다른 한편으로 학습된 무기력이 모든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

판이 제기되었다(Clifford et al., 1988). 모든 실패경험이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부정

적 감정을 극복하고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이처럼 실패 이후 긍정적 반응에 주목한 Clifford(1984)는 건설적

인 실패(constructive failure)를 처음 제안하였다. Clifford는 실패에 건설적

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을 실패내성(failure

tolerance)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실패에 대해 비교적 건설

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실패내성이라고 한다(김아영, 주지은,

1999; Kim & Clifford, 1988).

실패내성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면서, 실패에 도전하고 극복하

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지적성장을 이루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Kapur, 2008). 이들 연구는 실패

가 학습자의 현재 지식수준과 이해상황을 알 수 있게 하고, 과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려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Loibl

& Rummel, 2014). 또한, 현재의 지식 구조를 재구조화하거나 수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Kalish et al., 2005)에서 실패의 유용성을 뒷

받침해 주었다.

교육심리학 연구에서 개념화된 실패내성은 실패 이후 나타나는 학습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패학습 범주에 속하는 주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국내 실패학습 연구는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된 연

구들이 다수를 이룬다(고홍월, 2012; 김영빈, 2011; 김은하, 신종호, 2018;

안태영, 양수진, 2020; 조한익, 조윤희, 2011; 황매향 외, 2007). 학업적 실

패내성 연구는 실패내성이라는 개인의 특성을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동기, 귀인 등 개인의 다른 심리적 요인과 관련지어 탐색한



- 5 -

연구들(고홍월, 2012; 박상희, 2009; 신영회, 김아영, 2005; 황매향 외,

2007)이 주류를 이루며, 일부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부모, 교사,

친구의 지지와 같은 사회적 요인(김종운, 김유진, 2009; 전수현, 여태철,

2018; 조규판, 2016)과 관련성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실패학습을 다룬 기존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가 있

다. 첫째는 개념적 측면이다. 실패에 관한 연구에서 실패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서 언급된 학업적 실패내성 연구들

(고홍월, 2012; 안태영, 양수진, 2020; 조한익, 조윤희, 2011)을 살펴보면,

실패내성의 초기 연구들(김아영, 1997; Clifford, 1984; Clifford et al.,

1988)에서 정의한 실패내성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을 뿐 실패나

실패학습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 건설

적 실패이론이 정의하는 ‘수행결과와 목표의 비율이 1보다 작은 것’이라

는 실패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학업실패를 변인으로서 조작적으로 정의

하는 정도이다(김은하, 신종호, 2018). Catalano 등(2018)도 기존 연구물

들이 실패라는 용어를 유용성 측면에서 연구에 도입해 활용한 측면이 강

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실패학습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패와 실패학습

에 대한 학술적 개념화 논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패의

요소나 특징을 포함해 실패의 개념을 학술적으로 탐색하고 구조화하여

학습 현상으로서 실패학습에 대한 합치된 정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연구

들로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실패학습 과정에 대한 학문적 논의가 부족하다. 학술적으로 실패

학습의 과정이나 속성의 면면이 입체적으로 밝혀지지 못했고, 이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수의 실패학습 연구는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개인의 특성에 관심을 기울여왔고, 실패내성과 같은 개인적 특

성 및 이와 관련된 변인들을 탐색해 왔다(김아영, 주지은, 1999; 이선영,

김선일, 2005; 이아라, 2006; 정윤경, 2007; 채고은, 2005; Clifford, 1984;

Kim & Clifford, 1988; Miller et al., 1975; Shrauger & Sorman,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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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통해 ‘누가’ 학습하는가에 관한 관심이 있었으나, ‘어떻게’ 학습하

는가에 대해 밝혀진 바는 많지 않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실패학습을

개인 내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귀결 짓는 것보다, 실패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학습으로 연결되는지, 이를 통해 무엇을 학습하는지, 그 과정에 대

한 탐색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실패를 학습으로 연결 짓는 교육적

시사점을 얻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실패내성을 변인으로 탐색하는 연구들이 지닌 제한점은 현실 맥락에

발생하는 실패의 원인이나 그 과정에 대해 알려주는 바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실험설계 절차에 따라 학습의 성공과 실패를 결과적으로 규정하

는 연구 맥락에서는 실패의 원인이나 과정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기 어

렵다. 주어진 과제의 해결 여부로 실패와 성공이 구분되고, 자기 보고식

척도로 실패를 극복하는 경향성을 찾아내는 방식은 학습자들에게 실패가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패를 학습으로 연결 짓는지

실패학습의 구체적 양상을 그려내지 못한다.

실패체험을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적 시사

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실 맥락에서 벌어지는 실패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자들이 실패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패를

학습으로 연결 짓는지와 같이 학습자들이 체험하는 현실적인 상황과 맥

락에서 실패체험의 구조와 실패학습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탐색은 평생교육 맥락에서 성인 학습자들에게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의 생태학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유용한 접근이

라 할 수 있다.

교육학 분야에서 탐구해 온 실패학습 대상은 주로 아동 및 청소년에

국한되어 왔다. 실패가 지니는 교육적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다루어진 실패학습 연구는 주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습장면에서 이루어지는 실패에 관해 제한적

으로 다루어졌다. 학교학습이나 교수자 중심의 학습은 대개 구조화된 형

태로 제시되기 때문에,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성인학습 상황과는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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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있다. 성인들이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학습

은 제도화된 형식적 학습으로 이뤄지기보다 무형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가 더 많다(김혜영, 이희수, 2009).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실패학습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생활세계의 비구조화된 현실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인들의 실패학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생활세계에서 체험

하는 실패학습의 과정과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을

스포츠 국제심판으로 특정하여 실패학습에 대한 성인학습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심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심판이라는 일의 속성이 직무 현실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실패학습 상황을 드러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예측하기 어려운 경

기 전개와 순간적으로 빠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심판의 판단과

행위의 실패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스포츠 경기 중 심판의 판정과

그에 따른 행위들은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실패학습 상황을 포착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다년간 경험을 통해 전문적 자격을 취득한 국제심판들은

심판 입문기부터 시작해 잠재적 실패상황에 수년간 노출되었던 대상이기

때문에 실패학습 경험을 탐색하기 적합한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 심판의 오심체험은 생활세계의 맥락에서 유사한 실패를

경험한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기에 적합한 체험이다. 실패는 주관적인 판

단에 따라 인식되는 것이지만, 심판이 경험하는 오심은 그 판단 준거가

비교적 분명해서, 오심체험의 당사자와 관찰자 모두에게 오심은 실패라

는 공통된 인식을 하게 한다.

한편, 심판은 경기의 과정과 결과에 이르기까지 경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스포츠 분야에서 심

판에 관한 연구는 협소하게 이뤄졌다. 스포츠 분야에서 실패학습에 관

한 최근 연구로 빙상선수들이 지각한 통제적 코칭행동, 실패내성 및 중

도포기 의도의 관계(김윤만, 2020), 무도수련자의 마음가짐(mindset)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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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연습의 관계에서 실패내성의 매개효과(현종환 외, 2020), 과제

성공･실패 경험이 태권도 수행에 미치는 영향(김상덕, 이한우, 2018)을 다

룬 연구가 있다. 이보다 앞서, 김연자, 박기현, 이동수(2013)는 낙관성 및

자기효능감이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드민턴 선수를 대상으로 살

펴보았고, 성창훈, 박상혁(2012, 2013)은 중·고·대학생 선수들을 대상으

로 스포츠 실패내성 정도가 훈련행동과 경기력을 예측한다는 연구결과

를 발표하였다. 실패학습과 관련된 이들 연구는 모두 선수를 연구 대상

으로 삼고 있으며, 심판을 대상으로 한 실패학습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심판 대상 실패 관련 연구로 판정 및 오심에 관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오심과 같은 실패를 부정적 측면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오심을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한경임 외, 2011;

Taylar et al., 1990) 이러한 경험이 학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심판의

학습적 측면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실패와 성공 경험 모두 학습의

재료가 될 수 있으며 심판의 오심은 실패학습의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

다. 심판이 오심을 포함한 실패상황을 거쳐 무엇을 학습해 나가는지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유용성과 긍정성을 인정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지 실패학습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스포츠 분야의 연구물 대다수는

선수나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류이다. 석춘희(2008)는 스포츠

상황에서 심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양한 종목

심판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윤영길,

전재연(2016)도 스포츠 심리학에서 선수, 팀, 지도자에 주목해 심판에 관

한 관심과 연구 노력은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하면서, 심판도 스포츠 내의

구성원이고, 심판판정이 경기결과와 선수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해 심판의 심리적 경험에 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심판

의 심리적 경험에 관한 이해는 심판의 판정 전문성 향상뿐 아니라 판정

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자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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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심판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요컨대 실패학습이 지니는 교육적 의미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해당 연

구의 대상과 범주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스포츠 상황에서 심판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심판의 경험을 다룬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

로, 심판을 대상으로 한 실패학습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심판의

실패학습 경험에 관한 본 연구를 토대로 심판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잘못

된 판정이나 실책의 잠재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성

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심판으로서 최고 수준의 역량을 갖

춘 국제심판을 대상으로 한 실패학습 연구는 평생교육 분야에서 성인학

습의 실제적이고 학문적인 지평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실패를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에 반대하는 시각에

서 출발하였다. 대체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수나 실패를 회

피하거나 배울 것이 없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Schoemaker &

Gunther, 2006). 첫째로, 사람들은 종종 자만해지며 전문성의 한계를 인

식하지 못한다. 둘째로,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며, 자존심을 강

하게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로,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지하는

데이터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 종종 다른 대안을 보지 못한다. 넷째로,

피드백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경우도 흔하지만, 사람들은 피드백이 신뢰

할 만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맥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수행을 성

공 프레임으로 해석할 뿐 실패를 인정하거나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이들의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미래학자 Toffler(2006)는 21세기의 비문해자란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과 재학습, 쓸모가 없는 지식을 버리는 폐기학습

(unlearning)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버려야 할 것들을 빨리

찾아내고 그것을 버리는 것 또한 학습의 일부이다. 그리고 실패학습은

버리는 것에 관한 학습이기도 하다. 실패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실패는 무조건 회피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왔던 낡은 신념 역시 폐기되어

야 한다. 실패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져 더 많은 창조적 도전을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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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고,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

해서는 실패를 학습으로 수용하고 긍정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실패학습의 개념을 제안하고 그 과정과

의미를 탐구하였다. 궁극적으로 서로 흩어져 있던 실패와 학습에 관한

연구들을 관련짓고 실패학습이 하나의 학습 담론으로 확장될 수 있는 출

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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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 심판이 실패경험을 통해 어떻게 학습하고 성

장해가는지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오심을 통해 드

러나는 심판들의 실패체험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실패를

통해 일어나는 학습의 전개 양상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실패가

학습에 지니는 의미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기반하여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스포츠 심판은 오심에서 어떠한 체험을 하는가?

직무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패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스포츠 심판이 직무 현장에서 겪은 오심체험을 행위의

주체별로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재구성하여, 실패체험의 구체적 양상

을 개인이 처한 맥락 안에서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오심체험의 구체성과

다양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2. 스포츠 심판의 오심체험의 구조는 어떠한가?

스포츠 심판의 구체적인 오심체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맥락을 관통해 실재하는 오심체험의 구조를 밝히고, 스포츠 심판이 경험

하는 실패체험의 사실적 특징들을 해명하고자 한다.

3. 스포츠 심판의 실패학습의 전개 양상은 어떠한가?

실패를 학습으로 연결 짓는데 필요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

록 실패학습의 촉발 요소, 실패학습의 전략, 실패학습의 과정, 실패학습

의 결과 및 영향을 다각도로 탐색하여, 실패가 어떻게 학습으로 연결되

는지 실패학습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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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어의 정의

실패(failure)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실패는 개인의 지각과

판단, 수행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오류(error), 착오(slips), 실수(mistake)

등을 포함하며, 직무상 관련된 사람과 대화에서 벌어지는 오해

(misunderstanding)나 갈등(conflict)과 같이 개인 외적 관계 사이에서 나

타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심판의 실패는, 심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

기 위해 행하는 활동과 관련되며, 생활세계에서 나타나는 실패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심판의 오심(誤審: bad call)을 실패로 규정하였다. 심판의

실패를 정의함에 있어 의도한 목적이란 공정한 판정이며, 공정한 판정을

하지 못한 상태로서 오심은 실패로 간주한다.

학습(learning)

학습은 경험의 결과에 의한 정신적 표상이나 연합에서의 장기적인 변

화이다(Ormrod, 2016). 학습의 개념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경

험의 결과이다. 성숙이나 치매와 같은 발병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 아닌

경험의 결과로 생기는 변화이다. 둘째, 기술이나 지식의 습득뿐 아니라

가치, 태도, 정서적 반응과 신체운동적 기능의 변화를 포함하는 인지적,

정의적, 신체운동적 능력의 변화이다. 셋째, 관찰 가능한 행동의 변화에

국한하지 않으며, 행동으로 관찰되지 않는 정신과정을 포함한다. 넷째,

학습은 약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비교적 지

속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적인 변화이다.

실패학습(failure learning)

실패학습은 실패체험을 기반으로 한 학습이다. 실패체험에 관한 이해

와 구성작용을 포함하며, 실패체험이 ‘하나의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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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분야의 성장 경험으로 연결되고 지속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학습

이다. 학습실패가 ‘학습에서 실패’함을 의미한다면, 실패학습은 ‘실패에서

학습’함을 의미한다.

체험(lived experience)

체험은 직접 겪은 것이며, 경험 가운데 의식의 구성작용 이전의 보다

근원적인 것을 지칭한다. 경험과는 달리 지성ㆍ언어ㆍ습관에 의한 구성

이 섞이지 않은 근원적인 것 또는 주관과 객관으로 나누기 전의 주관 속

에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생생한 의식 과정이나 내용을 뜻한다(국립국

어원, 2015c). 체험은 경험의 한 형태로, 개인이 직접 겪은 경험 가운데

주로 개인의 주관적이고 생생한 의식 과정이나 내용을 강조할 때 경험과

구분하여 쓰인다. 실패체험(lived experience of failure)은 개인이 몸소

겪은 실패를 인식하는 대로의 경험을 말한다.

경험(experience)

경험은 체험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용어이며, 체험의 축적이다(Van

Manen, 1990: 177). 경험이란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 봄 또는 거

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객관적 대상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 작용에 의

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을 뜻한다(국립국어원, 2015a). 실패경험(failure

experience)은 실패체험에 대한 감각과 지각, 이해와 판단, 반성적 성찰

작용을 아우르며, 실패체험으로 얻은 깨달음, 지식, 기능을 포괄한다. 실

패경험은 실패와 관련된 체험의 축적이자, 의미 있는 체험의 연결망이라

할 수 있으며, 실패로부터 일어나는 학습은 실패경험의 한 형태이다.

이 연구결과에서 ‘체험’은 연구참여자가 느낀 대로 충실히 그 의식의

흐름을 구조화하여 제2절에서 오심체험의 구조로 기술하였고, ‘경험’은

연구참여자의 이해와 성찰의 과정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제3절에서 실패학습 경험으로 구분하여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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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emotion)

정서는 세 가지 분명히 구분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밀접하게 연결된 반

응들로 구성되어 있다. 생리적 반응(심장박동 발한수준 호흡 등의 변화),

뚜렷한 행동(표정, 목소리, 자세 변화 등), 의식적인 느낌(슬픔, 행복감

같은 주관적인 경험)이 그것이다(Gluck et al., 2011). 그리고 정서의 의

식적 느낌은 인지평가와 결부된다(Plutchik, 1982). 종합하면, 정서는 자

극에 대한 추론된 복합적인 반응들의 연쇄로서 주관적 느낌, 인지적 평

가, 자율체계 및 신경세포의 각성, 행동 충동성 그리고 복합적인 연쇄를

유발시킨 자극에 영향을 주도록 고안된 행동을 포함한다(Kalat &

Shiot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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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학습

1. 전통적 학습이론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과학적인 탐구는 19세기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출발하였다. 1913년

Watson은 의식의 내용 분석에 치중하는 전통적 심리학을 비판하면서,

심리학이 과학적인 학문이 되려면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을 대상

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행동주의의 시초라 할 수 있다. 그는 객

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관찰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측

정 가능한 두 가지, 자극과 반응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정

모 외, 2003). 그 이후 많은 심리학자들이 주로 자극-반응 관계 분석을

통해 학습과 행동을 묘사하고 이해하려고 시도해 왔고 이들의 학습이론

을 행동주의라 부른다.

행동주의자들은 학습을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관찰이 가능한 행동의

변화로 규정한다. 이들은 학습을 외부 자극과 반응 간의 연합으로 설명

하는데, 자극이란 학습자가 환경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 반응

은 자극의 결과로 나타나는 인간의 행동을 말한다.

행동주의 학습이론의 핵심은 인간 행동을 주어진 환경 속에서 외부

자극과 반응의 연합으로 나타난 결과로 본다. 즉 누군가가 배운다는 것

은 학습을 일으킬 목적으로 환경 속에서 주어진 특정한 자극에 대해 반

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적 정신적 과정

이나 정서적 반응이 아닌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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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 2018).

행동주의 학습이론을 대표하는 두 이론은 고전적 조건형성 이론과 조

작적 조건형성 이론이다. Pavlov는 개의 타액 분비 실험을 통해, 개에게

먹이를 주기 전에 종을 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한 결과 종소리만 들어도

개가 침을 흘린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처음에는 그 자체만으로 타액을

분비할 수 없었던 종소리(중립 자극)가 먹이(무조건 자극)라는 조건과

결합하면 종소리만으로 타액을 분비하는데 이것은 학습의 결과이며, 먹

이를 보고 침을 흘리는 반응이 무조건반사, 종소리를 듣고 타액을 분비

하는 반응을 조건반사라고 명명하여 고전적 조건형성이론을 성립하였다.

종소리라는 조건자극에 의해 침을 흘리는 반응인 조건반사가 결합하는

것을 조건화 형성이라고 하며, 시험 불안이나, 동물에 대한 공포와 같이

특정 환경 자극에 관한 학습자의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설명하는데 다

양하게 활용된다.

Pavlov의 고전적 조건화는 어떤 환경에서 단순히 자극에 반응하는 현

상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이론적 틀이라면, 조작적 조건화 이론은 보다

의식적인 인간의 행동의 변화나 학습에 응용하는 이론으로 활용된다. 특

히, 강화란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Baliey & Mazur, 1990). 행동주의에서 강화, 소거,

벌이라는 세 가지 원리는 특정 행동의 반응 빈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

키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중요 요소이다.

그리고 Thorndike는 효과의 법칙(Law of effect)이라는 학습원리를 창

안하였다. 이 학습원리는 동물의 문제상자 실험 결과로 만들어졌다. 배고

픈 동물을 문제상자라 불리는 작은 상자에 넣고, 동물이 우연적으로 어

떤 반응을 할 때 문이 열려 밖에 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게 설치해 두었

다. 줄 당기기나 레버 누르기 같은 단순 반응으로 문이 열리는데, 처음에

우연에 의해 문이 열리다가, 경험의 결과, 점차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

어, 시행이 거듭될수록 처음보다 문을 열고 탈출하는 데 시간이 점차 감

소되었다. 이를 통해 ‘만족이 뒤따르는 반응은 강화되고 불만족이 뒤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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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응은 약화된다’는 것을 효과의 법칙이라고 명명하였다(Ormrod,

2016). ‘사태의 만족스러운 상태’는 강화물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

며, 효과의 법칙은 정적 강화의 원리로 학습이론의 중요 개념이 되었다.

이후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학습자의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

한 종류의 자극과 사태를 탐구하였다. 어떤 자극을 제공하여 행동을 증

가시키는 것이 정적 강화(positive reinforcement)라면, 혐오스럽거나 불

쾌한 자극의 제거를 통해 반응을 증가시키는 것을 부적 강화(negative

reinforcement)라고 한다. 상이나 선물과 같은 물질적 강화물뿐 아니라

긍정적 피드백이나, 자부심이나 해방감 같은 내적 만족감도 정적 강화물

이 될 수 있다. 한편 소거는 반응이 더 이상 강화를 받지 않아서 반응의

빈도가 감소할 때 일어나며, 반응의 빈도를 감소시키는 요소로는 벌이

활용된다.

아동이 새로운 행동을 습득하는 학습을 설명하는데 행동주의 학습이론

은 매우 강력하다. 심지어 Watson은 갓난아기를 보내 주면 원하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든 다 훈련시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조작

적 조건형성이론을 발전시킨 Skinner 역시, 대부분 행동이 그 결과를 검

토하면 설명될 수 있고, 신중하게 통제된 행동 결과는 개인이나 사회 전

체를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었다(Ormrod, 2016).

학습이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행동주의와 조건화 원

리가 매우 유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성인학습을 설명하기에는 다음

과 같은 점에서 제한이 따른다.

행동주의에 관한 가장 큰 비판은 인간을 자극을 수용하고 반응하는 수

동적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행동주의에서 학습은 자극과 반응, 전달

과 수용으로 규정된다. 이들에게 학습은 전달된 자극이나 정보를 일방적

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작은 부분을 단계적으로 습득하고, 정보들을 점차

적으로 누적시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성인 학습자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자기 주도적인 속성을 지닌 유기체이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

어도 학습은 이루어지며, 성인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과 환경에 대해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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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 나갈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행동주의 접근만

으로는 성인 학습자들의 학습 현상을 설명하기에 부적절하다. 둘째로, 행

동주의 접근은 교수 방법에 초점을 둘 뿐 가르칠 내용의 가치에 대해서

는 초점을 두지 않는다. 성인은 왜 배우는지 학습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성인학습은 구조화된 형식적 학습이 아닌 비형식학

습이나 무형식학습의 형태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습자 특성

과 학습 맥락을 감안하면 성인학습에서 행동주의의 교수 방법은 그 적절

성과 효용성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행동주의 학습이론은 성인이 경험

하는 실패경험을 통한 학습 현상에 관해 설명의 틀을 제공해주지 못한

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실패경험이 인간에게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수용된다. 그러나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목표 성취에 오롯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실패의 과정은 학습

현상에서 배제되었다. 따라서 실패를 통한 학습 현상을 설명해주지 못한

다. 성인들은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학습하고

성장한다. 실패를 통한 학습은 실재하는 현상이므로 향후 실패라는 경험

에서 학습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 이론을 생성해 나가는 연

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2. 성인 학습이론

앞 절에서 살펴본 행동주의 학습이론은 주로 학령기 아동을 그 대상으

로 한다는 점에서 ‘페다고지(pedagogy)’의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교육학

의 서구적 표현인 페다고지(pedagogy)는 그리스어 ‘아동(paid)’과 ‘지도

(agogus)’의 합성어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예술이자 과학을 뜻한다.

이와 대비시켜 성인학습을 ‘안드라고지(andragogy)’라고 한다. 안드라고

지는 그리스어의 ‘성인(aner)’과 ‘지도(agogus)’의 합성어이다(Knowles &

Swans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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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학습자 특성에 관한 가

정에 있다. Knowles와 Swanson(2012)이 제시한 성인 학습자의 특성 여

섯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학습자는 어떤 것을 배우는

데 왜 배우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 둘째, 성인 학습자는 스스로 독립적

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 경향을 지닌다. 셋째, 성인 학습자는 많은 삶의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그것은 풍부한 학습 자원이다. 넷째, 성인 학습자

는 더 효과적으로 실제 삶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학습할 준비가 되어있다. 특히 여러 가지

의 발달과업(예; 성인 초기의 취업, 노년기의 은퇴 등) 및 사회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섯째, 성인 학습자는 현재

당면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 중심 학습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여

섯째, 일부 외적인 동기 유발 요소들에 반응하기도 하지만 강력한 동기

유발은 내적인 욕구이다. 이러한 여섯 가지 학습자 특성에 관한 가정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 패러다임은 학습의 필요성,

학습자의 자아개념, 경험의 역할, 학습 준비성, 학습에 관한 지향성, 동기

측면에서 학습자에 관한 서로 다른 가정을 갖고 있다.

안드라고지를 페다고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할 때, 두 가지 다른

관점이 공존한다. 하나는 아동과 성인은 생물학적 연령, 심리적 발달 단

계, 처한 상황과 환경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동과 성인의 학습을

설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논리와 가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다른 하

나는 성인학습과 아동학습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므로 아동과 성인의

학습활동을 설명하는 다른 논리와 가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관점이다. 이

에 관한 논쟁 이후 페다고지와 안드라고지를 양극단에서 서로 이어지는

연속선으로 이해하고,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연속성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점이 제안되었다. 즉 성인들도 어떤 주제에 대해 지식이 전혀

없다면 교수자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한 학습이 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

있고, 아동이 어떤 주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지닌 학습자라면 충분히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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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최윤정, 2018).

이상의 논의는 학습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전통적인

학습이론과 성인 학습이론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앞

절에서 행동주의로 대표되는 전통적 학습이론을 개관해 보았다. 다음으

로는 성인 학습이론 가운데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경험학습이론과 전환

학습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험학습이론

성인 학습자가 아동·청소년과 가장 크게 구분되는 점은 다양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경험학습 이론가 Kolb(2015)는

학습을 ‘경험의 변형을 통해 지식이 창조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경험

에서 출발하는 학습의 특징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은 결과의 관점이 아니라 과정으로 볼 때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스키너의 자극-반응 이론과 같은 행동주의 학습이론은 의도한

결과를 얻었느냐는 관점에서 학습을 이해하지만, 경험학습에서 학습의

결과는 학습의 과정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다. 둘째, 학습은 경험에 기초한 지속적인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험학습은 반복학습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셋째, 경험학습 과정은 세계

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대립적인 양식 사이의 갈등 해소가 요구된다.

Piaget는 새로운 경험으로 인지도식의 평형이 깨지면, 동화와 조절에 의

해 다시 평형상태로 나아간다고 설명한 것처럼 경험학습의 다양한 양상

에서도 이 둘 사이 갈등이 존재하며, 그 갈등의 해소가 학습 과정이다.

넷째, 학습은 세계에 적응하는 인간의 총체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에는

인간의 사고, 감정, 지각, 행동 등이 모두 관여되며, 학교의 교실 장면뿐

아니라 삶의 전 국면,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은 일어난다. 다섯째, 학습은

개인과 환경 간의 교섭작용을 포함한다. 학습을 개인 내적과정으로 이해

하고, 책, 교사, 교실 환경을 학습 내적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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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고려하는 학습이론가들이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인간의 경

험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

러한 복잡성을 표현하기 위해 경험학습이론에서는 개인과 환경 간 상호

작용과 두 독립체의 변화 가능성을 포괄하여 교섭작용이라는 표현을 사

용한다. 여섯째, 학습은 지식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학습의 과정에서 개

인의 지식과 사회적 지식 간에, 또 주관적 지식과 객관적 지식 간에 교

섭작용이 일어나며 그 결과, 지식이 생성된다(김신일 외, 2019).

Kolb는 이러한 경험학습의 특징에 바탕 해, 학습의 과정을 네 단계로

설명하였다. 학습은 구체적 경험, 성찰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

험이라는 네 단계가 순환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네 개의 학습

과정을 통해 발산적 지식, 적응적 지식, 수렴적 지식, 병합적 지식이 생

성된다고 하였다(Merriam & Baumgartner, 2020).

학습자가 구체적 경험을 포착해, 파악(apprehension)이나 이해

(comprehension)와 같은 정신 작용으로 경험을 개념화하고 지식을 생성

해나간다는 학습 과정에 관한 Kolb의 설명은, 성인 학습자의 특징에 기

반해 학습의 출발점을 경험에 두고 성인학습이론을 구축해낸 점에서 의

미가 있다. 그러나 학습을 개인 심리적 현상으로 국한한 점, 학습에서 신

체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 구체적 경험이 어떻게 학습으로

연결되는지 실증하지 못한 점 등에서 비판을 받았다(김신일 외, 2019).

Kolb의 경험학습이론은 Jarvis(2006)에 의해서 구체화 되었다. 그는

Kolb의 학습 사이클이 인간학습의 복잡한 사회적 과정을 반영하기에 너

무 단순하며 사회적 맥락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습에 관한

정의와 학습의 과정에 인간과 사회와의 상호작용 맥락을 더 구체화해 개

념화하였다.

Jarvis에 의하면 학습이란 우리가 육체(유전적·육체적·생물적)와 마음

(지식·기술·태도·가치·신념·감정·감각)으로 구성되는 전인(whole person)

으로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경험하는 사건에 대해 인지적·정서적·행동

기능적 과정을 통해 경험에 참여하고 이러한 경험을 자신의 삶 속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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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시켜 더 많은 경험을 쌓은 변화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이다(Jarvis &

Parker, 2005). 모든 학습은 경험에서 시작된다는 개념에 기초하여, 개인

이 대처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문제 사건과 같은 경험과 자신이 살아오면

서 경험한 삶과의 간극이 생길 때 학습의 과정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

전의 학습이 더 이상 현재 상황을 대처할 수 없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

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게 되고 새로

운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의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데 더 이상 이전의 학습경험이 새로운 상황에 적용되지 않을 때, 학습의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최윤정, 2018).

Kolb의 이론을 발전시킨 Jarvis는 학습 과정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성격이 강한 형식적 맥락뿐만 아니라 무형식적 차원에서도 행해지기 때

문에 학습은 일상생활까지 확대된다고 하였다. 경험학습은 새로운 지식·

기술·태도를 단순히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아를 형성하고 재구성하

는 과정이다. 그리고 경험은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는 것이므로 학습

또한 사회적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이때 사회적 상황 안에서 의

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개인이다. 이러한 관점은 지식이 환경과 능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성주의자들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경험학습이론은 형식적 제도 밖에 존재하는 학습, 즉 성인들이 일터에

서 경험하는 무수히 많은 무형식학습에 관한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

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학습을 형식학습과 비형식학습 또는 무형식학습으

로 구분한다고 할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학습에서 형

식학습의 비중은 극히 적다. 처음 심판 자격을 취득할 때 형식학습이 이

루어지고 나면 심판 학습의 대부분은 직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무형식학습이나, 선배들의 조언이나 동료들

간 토론과 같은 비형식학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험학습이론은 성인

들의 직업 생활에서 이뤄지는 비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을 이해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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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며, 심판의 무형식학습을 학습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이해

의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경험학습이론의 학습모형에는 경험의 역동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경험학습이론은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학습의 출발점으

로 삼고 있으나, 그 모형을 설명함에 있어서 경험이 지닌 속성의 차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Kolb에 비해 학습과정을 보다 복잡하게 모형화한

Jarvis의 학습모형도 모든 경험에 관한 학습 프로세스가 동일한 과정으로

도식화되어 있다. 심판의 실패를 통한 학습을 이해하고자 할 때, 즉 경험

의 범주에 들어가는 에피소드가 실패라는 맥락일 때 그것이 학습자들의

인지·정서·행동 기능의 과정에 어떻게 작용하고, 학습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지, 그러한 경험은 자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

지 등을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지 못하다.

경험학습에서는 학습의 총체성을 지지한다. 학습은 세계에 적응하는

인간의 총체적인 과정이며 이 과정에는 인간의 지각, 사고, 감정, 행동

등이 모두 관여되고, 삶의 전 국면, 전 생애에 걸쳐 학습이 일어난다

(Kolb, 2015; Merriam & Baumgartner, 2020)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경험학습에서 도식화한 학습 단계는 인지 과정으로 파악될 뿐이라

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경험의 속성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양

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실제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

렵다. 인간의 삶 속에는 매우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성공

적 경험뿐 아니라, 그와 반대로 매우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불러일으키

는 실패경험까지 다양한 경험의 층위가 존재한다. 이질적이고 상이한 경

험이 동일한 과정으로 학습이 전개되고, 유사한 방식으로 자아를 재구조

화한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경험학습이론에서 강조하는 전인으로서 경험

하는 사회적 맥락을 학습의 과정으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공 맥

락과 담론에서 눈을 돌려 우리 삶과 일터에 존재하는 실패를 통한 학습

과정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전인적 발달로서 학습의 양상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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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환학습이론

성인학습 이론에 관한 연구와 실천에서 전환학습이론은 한 축을 담당

한다. 전환학습이론은 Habermas의 비판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학습의 중

심에 ‘관점의 전환’이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Mezirow, 1989). 다시 말해

전환학습은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을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하고,

전환을 통해 학습자 또는 학습자의 의식을 사회적 왜곡과 권력의 영향력

에서 해방시키는 학습을 의미한다(최윤정, 2018). 무비판적으로 흡수되고

내면화된 가정, 신념, 그리고 가치를 학습자의 비평적 의식 속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는 것이 전환학습의 핵심 내용이다(Brookfield, 2009). 따라서

전환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비판적 성찰’의 과정이다.

<표 2-1> 관점 전환 과정

1단계 기존의 의미관점으로 해결이 안 되는 딜레마 상황

2단계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수반된 자기 검토

3단계 인식론적·사회문화적·심리적 전제에 대한 비판적 평가

4단계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전환의 과정은 중첩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

도 유사한 변화를 겪었다는 사실의 인식

5단계 새로운 역할·관계·행동의 선택지들에 대한 탐색

6단계 새로운 행동의 절차를 계획하기

7단계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8단계 새로운 역할을 예비적으로 시행해 보기

9단계 새로운 역할과 관계에서 역량과 자기확신 구축하기

10단계 새로운 관점에 입각한 조건들에 기초해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기

출처: 김신일 외(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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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학습을 주창한 Mezirow는 학습을 ‘미래의 행동을 안내하기 위해

개인이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에 이전 경험을 사용하는 과

정’으로 정의하였다(Merriam & Baumgartner, 2020). 그는 고등교육을

다시 선택한 성인 여성의 학습을 연구하면서 관점전환 이론을 구축했다.

초기 연구에서 학습은 관점전환을 통해 자신의 일상 경험이 지닌 의미들

을 새롭게 해석하고 미래의 행동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정

의하였다. 지속적인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관점전환의

과정을 ‘경험-비판적 성찰-성찰적 대화-행동’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네

가지 핵심 요소를 다시 세분화시켜 성인 학습자가 관점전환을 경험할 때

거치는 과정을 <표 2-1>과 같이 10단계로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전환학습이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성찰’을 Mezirow는 내용 성찰,

과정 성찰, 전제 성찰로 구분하였다. 내용 성찰은 무엇을 인지하고, 생각

하고, 느끼고, 행동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과정 성찰은 어떻게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가와 관련된다. 전제 성찰은 왜 지금처럼 인

지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가를 되묻는 것이다. 내용과 과정 성

찰은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국한된 것이라면, 전제 성찰

은 왜 무엇이 이것을 문제로 만드는가에 관련된 성찰이다. 전제 성찰은

세 가지 성찰 중에서 관점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Mezirow는 전환학습에서 전제 성찰을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전환학습 연구는 개인으로부터, 교실, 조직, 일터, 공동체에 이르는 다

양한 배경에서 권장되고 연구되었다(Merriam & Baumgartner, 2020). 이

가운데 일터와 관련된 논의로 Brookfield(2009)는 일터에서 비판적 성찰

의 실천을 장려하는 것이 때로는 실패로 보이게 한다고 하였다. 비판적

성찰의 과정은 고용인으로서 역할과 일터 그 자체와 연관된 심각한 과제

이므로 쉽지 않지만, 직장 내 경직된 문화나 엄격함, 불평등과 억압적 관

습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고용인 자신이 이러한 관습들을 유지

하는 자신의 역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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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학습이론에서 어떤 경험이나 결과가 실패로 인식될 수 있음을 가

정하면서도 비판적 성찰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을

학습의 과정으로 연계시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기존의

어떤 학습이론도 실패가 예측되거나 실패와 관련된 과정을 학습의 중요

한 과정으로 이론 안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전제 성찰을 포함한 비판

적 성찰이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행동해 오던 것들을 실패라는 맥락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비판적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성인학습에 관한 진일보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

험에 관련된 ‘인지’적 측면뿐 아니라, ‘역할과 관계’에 관한 성찰을 학습

의 과정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심리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는 학습이론이다.

하지만 전환학습은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을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하고 전환을 통해 학습자를 사회적 왜곡과 권력의 영향력에서 해방

시키는 학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일상적으로 일터에서 경험하는 다수의

학습 현상에 그대로 적용하는 이론적 틀로는 부적합하다. 직무 수행과정

에서 겪는 실패경험을 내용 성찰이나 과정 성찰을 거쳐 학습하게 된다면

이는 전환학습이론에서 규정하는 의미 있는 학습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일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도전적인 과업 실행 과정에서 느끼는

실패감을 해방적 학습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개인이 경험하는 실패의 층위는 다양하다. 전환학습에서 논의될 수 있

는 실패는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과 삶의 전반에 관한 의미부여와

관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심판이 일이라는 맥락 안에서

경험하는 실패를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미세한 층위의 실패경험을 해석

할 수 있는 학습이론의 틀이 필요하다.

인간의 학습은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다. 행

동주의, 경험학습, 관점전환학습 등 각각의 학습이론들은 각기 고유한 학

습지도를 만들었고, 각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인간학습을 이해하는 길로

우리를 안내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지도 안에 새로 발견한 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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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길이 덧그려질 수도 있다. 어떤 지도가 새롭게 수정되고 정교해지

는 것은 마치 다양한 연구물이 축적되어 하나의 이론이 더욱 정교해지는

것과 같다.

한편, 인구분포도, 기후도, 항해에 사용하는 해도, 운전에 쓰이는 도로

도 등등 사용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지도가 존재한다. 우

리의 필요에 따라 전에 없던 맛집 탐방 지도같이 새로운 지도가 생겨나

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론과 다른 새로운 이론이 등장한다면,

우리는 학습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장의 지도를 갖게 되는 셈이다.

단 한 장의 지도로 현실세계의 지형을 완벽히 재현할 수는 없다. 지도

는 지형과는 다르다. 다만 각각의 지도는 그 나름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

를 드러내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수 세기 동안 우리가 그려왔던 지도가

아동의 학습지도이자 성공지도였다면 이제는 더 많은 학습 연구자들이

성인의 실패지도를 정교하게 그려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

각한다. 성인의 실패지도는 평생학습사회에서 인간의 학습을 이해하는

또 다른 안내도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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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실패와 학습

1. 실패의 개념

실패란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국립국어원,

2015b)을 뜻한다. 실패는 성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실수를 저

지르거나 낮은 수행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성공이 수행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면 실패는 수행목표보다 낮은 비율을 달성하는 것이다. 실패에 관

한 학자들의 정의는 세 관점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결과적 상태로 정의하는 입장이다. 실패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한 상태(김명섭, 2014; 홍동희, 류영수, 2002; Murray, 1985;

Norman, 1988)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실패를 목표와 결과 사이의 차이

로 정의한 학자들이 있다. Cannon과 Edmondson(2001)은 실패가 기대하

는, 원하는 결과와 차이라고 하였고, Clifford는 1 미만의 성과-목표 비율

(performance-goal ratio)(F=P/G<1) 또는 목표가 성과를 초과하는 사건

이라고 정의하였다. 반면 성공은 1이나 1보다 큰 성과-목표 비율

(S=P/G>1) 또는 목표가 달성되거나 목표를 초과하는 사건을 뜻한다. 마

지막으로 다차원적 요소를 포괄하는 견해이다. Abramson, Seligman, &

Teasdale(1978)은 실패를 ‘나쁜 결과를 포함한 통제 불가능한 하위집합’

으로 정의하였다. 실패를 목표의 달성 혹은 미성취와 같은 정태적 단일

차원이 아니라 과정과 결과에 나타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포괄한 것

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 글에서 실패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하는 입장을 취한다.

실패를 학업 맥락에서 정의하기도 한다. 학습자가 주어진 과제 또는

학습 과정에서 기대하는 목표와는 다른 이해를 구성하거나 더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를 학습실패(Academic Failure)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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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2020; 이성원, 2018). 그리고 김종백(2010)은 학습자가 자신이

상정한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해서 인지적, 정의적 노력을 투여했으나 의

도한 학습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그것을 학습실패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실수는 학습자의 의도성이 개입되지 않은 부정적 결과이며 실패는 학습

자가 의도했지만, 그 의도가 잘못된 이해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일어

난 부정적 결과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 밖에 실패와 관련된 개념으로 성실실패(honorable failure)라는 용

어가 있다. 성실실패는 자연과학, 과학기술, IT 등 실패 가능성이 큰 연

구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연구 성과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연구자의

성실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제재를 면해 주는 제도에서 도입된 용어이

다. 연구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연구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일정한 수준의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말한다(김정연, 2018; 이정수, 길부종, 전희성, 2013). 앞서 살펴본 학습

실패는 실패를 부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두어 개념화하고 있다면 성실실

패는 실패에 이르는 과정에 주목하여 실패의 긍정적 일면을 개념화한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실패에 관한 오랜 연구들은 재난, 재해, 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

및 군사 항공 등 조직학 연구에서 활발하게 수행됐다(송은영, 장용석,

2007; Fourtune & Peter, 1995). 이들 전문가는 수십 년 동안 자료를 수

집하여, 실패로부터 관리 및 학습을 위한 프로세스를 탐구하였다(Reason,

2016). 이들의 연구에서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실패로 보고 조직학습 측

면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실패라는 용어를 유용성 측면에서 연구에 활용

한 측면이 강하다. 일례로, 비즈니스 분야에서 결함(fault)과 실패(failure)

는 합쳐질 수 있다(Catalano et al., 2018).

비즈니스 환경에서 실패를 긍정적으로 개념화한 것으로 고의적인 실수

(deliberate errors)라는 개념이 있다. Schoemaker와 Gunther(2006)는 고

의적인 실수(deliberate errors)라는 개념을 빠르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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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서

는 현재까지의 접근이 더는 작용하지 않을 수 있고, 조직은 부주의한 실

수를 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고의적인 실수(deliberate errors)가 오히려

더 빨리 기업이 배울 수 있게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고의적인 실수를 하

면, 더 빠르게 대안을 탐색하고 나타날 위협을 인지할 수 있다. 숙련된

사람은 기존에 하던 방식에 따라 수행할 뿐 의미 있게 향상시킬 다른 방

법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들이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지식의 한계를 테스트하는 고의적인 실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패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이며, 실패는 일반적으로 학

습장면에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자연과학 분야에서 사

용하는 ‘성실실패’, 비즈니스 분야에서 제안하는 ‘고의적인 실수’라는 개

념들은 실패가 지닌 학습의 가능성과 가치를 재인식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처 : Catalano et al., 2018: 587에서 재구성

[그림 2-1] 스위스 치즈 모델(Reason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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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Reasons(2000)는 실패가 발생하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그는 복잡

한 시스템에서 사고 원인의 인적 오류를 ‘스위스 치즈 모델’로 시각화하

였다(Catalano et al., 2018). 실패가 나타나기까지는 복잡한 시스템 상에서

연속적인 방어층(예: 자동 종료, 인력 교육 및 프로토콜)이 실패를 막아

주기도 하지만 ‘활성 및 잠재 오류, 위반, 실수 또는 불리한 시스템 조건’

과 같은 ‘구멍’들이 특정 상황에서 정렬되면서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패가 발현되게 하는 특정 상황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오류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이 모델은 실패와 관련된 다양한 잠재적 요

소들이 존재하며, 또한 실패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요소들이 특정 조합을 형성하면서 실패가 발현된다는 것을

도식화함으로써 실패가 지닌 다층적 측면을 이해하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Edmondson, 2011: 50에서 재구성

[그림 2-2] 실패의 이유 스펙트럼

탓할 만한 실패이유

(Blameworthy)

칭찬할 만한 실패이유

(praiseworthy)

이탈 (Deviance)

부주의 (Inattention)

능력부족 (Lack of ability)

절차적 부적절 (Process inadequacy)

도전적 과제 (Task challenge)

절차의 복잡성 (Process complexity)

불확실성 (Uncertainty)

가설검증 (Hypothesis testing)

탐색적 테스트 (Exploratory t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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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를 다르게 접근한 연구로 Edmondson(2011)의 연구는 눈여겨볼 만

하다. 그는 실패의 이유를 스펙트럼으로 표현하였다. 이 스펙트럼의 양극

에 탓할 만한 실패와 칭찬할 만한 실패를 두어, 실패를 부정적 측면으로

만 보지 않고 긍정적 측면으로까지 확장하여 개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순화된 접근과 구분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실패의 개념, 그리고 실패의 원인이나 실패 유발 상황에 관

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학습이론에서 논의되는 실패 혹은 실패

를 학습과 연결 지은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2. 실패학습 선행연구

실패는 종종 삶에서 피해야 할 경험으로 인식되거나, 학습에서 바람직

하지 않은 상태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의 과정 혹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크고 작은 실패에 부딪힐 수 있고 이러한 실패 상

황에서 학습이 발생할 수 있다. 실패는 단지 정보의 불충분성, 즉 무지

로 인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분야에 식견이 있고, 경험이 많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누구나 실수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이론들은 성인들이 평생학습 장면에서 어떻게 실패

를 경험하고, 그 오류를 수정해나가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학습이 일어

나는지 등에 대해 명쾌하고 충분하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실패학습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은 까닭

에, 이 글에서는 기존의 학습이론과 개념 가운데 실패와 연결 지을 수

있는 교육심리학, 인지과학, 일터학습에서 논의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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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학습에 관한 논의로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을 빼놓을 수 없다. 교

육심리학에서 주요하게 언급되는 그의 이론 중 인지적 불균형은 실패와

관련지어 논의될 수 있다. Piaget는 현재 인지적 평형상태이던 것이 불

균형에서 재균형으로 이어져 다시 균형에 이르면서 학습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인지적 불균형이 학습의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자신의

현재 스키마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불충분할 때, 새로운 길을

확장하여 스키마를 변화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불균형이 학습의 핵심 요

소가 된다(Renner et al., 1976).

실패는 인지적 불균형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Piaget의 학습은

아동의 ‘습득’으로서 학습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지만, 한 분야에 전문가

수준에 이른 성인의 실패학습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이론과 개념을

익히고 충분한 정보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성인일지라도, 일터 상황에서

실수와 실패는 발생한다. 성인들의 일터 맥락에서 발생하는 실패가 인지

적 불균형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실패와 관련된 학습이론에는 교착학습이론(impass-driven

learning theory)를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잘 구조화된 상황에서 멘탈

모델을 재구성하는 학습을 설명하는 이론이다(VanLehn, 1988). 이 이론

은 Piaget의 논의를 확장해서, 의도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는 구조화된 학습상황을 제공한 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는지

를 살펴본다. 교착상황이란 오류를 수정하거나 학습과제를 해결하는 동

안 불확실성에 처할 때 나타나는 것으로, 교착학습이론에 의하면 교착은

학습자들이 문제해결과 관련된 특정한 지식에 관한 완전한 이해가 부족

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교착상태를 해결하려면 더 깊이 있는 질문에 대

한 동기가 발생하고, 심사숙고하며, 현재의 멘탈 모델을 재수정하게 된

다. 그 결과 미래에 유사한 교착이 이루어질 때 더 효과적으로 이를 다

루거나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잘 구조화된 교착상황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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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것이 학습에 유용하다는 것을 이 이론은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지과학 이론 가운데 실패에 관한 이론으로 실패 주도 기억

(failure-driven memory)이 있다(Schank, 1999). 이는 사례기반 추론

(case-based reasoning: CBR)의 프레임 안에서 제시된 학습 모델이다.

CBR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경험이 이루어질 때, 개인은 문제해결전략의

일반화를 가능하게 하는 스크립트 형태로 강력한 기억의 구조를 발달시

킨다. 성공사례는 기존 스크립트를 강화하고 순조롭게 처리되는 데 반해,

실패경험을 마주했을 때 그 스크립트는 수정하기 위해 활성화된다는 것

이다. 실패에 마주하면, 과정에 적용할 높은 수준의 지식구조를 찾는 노

력을 제일 먼저 하게 되고, 만일 실패를 수용할 대안을 메모리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메모리에서 새로운 길이 생성되어, 앞으로 일어날 문제

해결의 새로운 토대로 공헌하게 된다고 한다.

네거티브지식(negative knowledge: Gartmeier et al., 2010)은 최근 들

어 실패를 일터학습에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며 회자되는 개념이다.

네거티브지식은 특히 직장에서의 실패경험이 미래의 오류를 피하기 위

해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직장 전략의 분석 및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고 강조한다. 실패는 일터학습의 중심이 되는데 이유는 개인의 인지구

조를 수정하는 멘탈 경고로 작용하기 때문이다(Cope, 2011; Ellis et al.,

2006).

Gartmeier 등(2010)은 배움의 기회로서 실패경험의 결과를 네거티브

지식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다고 주장하였다. 네거티브지식이 갖

는 장점으로 다음의 세 가지 주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행

동의 확실성을 높여준다. 둘째로 행동하는 데 있어 효과성을 증대시킨

다. 네거티브지식은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행동의 확실

성을 높여주고, 잠재적으로 피해야 할 것이 분명해지므로, 미래에 더 효

과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준다. 셋째로, 성찰의 질을 향상하게 한다.

네거티브지식은 행위 중 반성(reflection on action)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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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실패가 학습자의 현재 정신 모델에 대한 도전

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현재 지닌 지식구조 안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만, 실패는 이에 대한 도전을 받는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신과정에 진입하게 된다. 결국, 이들 이론은 잘 정의된 문제

(VanLehn 1988), 의사결정 문제(Tawfik & Jonassen, 2013), 또는 잘 구

조화되지 않은 문제(Gartmeier et al. 2010; Kapur 2012)에서 실패가 도

움이 된다는 것을 밝혔다.

실패를 통한 학습 양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이론으로 건설적 실패이

론을 들 수 있다. Clifford는 건설적 실패이론을 통해 실패 이후의 노력

과 건설적 반응에 관한 긍정성을 환기시켰다. 그는 모든 실패경험이 부

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연구결과가 학습된 무기력 분

야의 연구결과들에서 발견되며, 오히려 실패경험이 후속적인 과제 수행

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김아영,

1997).

건설적 실패(Constructive failure)란 목표달성에 실패한 이후에도 과제

지속성, 과제 흥미, 과제 선호도, 과제 시작 및 재개, 과제에 쏟는 시간

(persistence, task interest, task preference, task initiation, task

resumption, free time devoted to task)이 증가하여 결국 수행 수준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상태를 말한다. 목표가 도전하기 적당하고

대상자에게 의미 있을수록, 목표 인식도가 높고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자

기의 의지에 따라 하는 경우일수록, 평가가 분명하고 유용성이 높고 자

세할수록 실패 이후에 건설적인 반응을 할 가능성이 크다. 실패와 성공

은 ‘목표, 목표 인식, 수행, 수행의 측정, 수행의 평가(a goal, goal

awareness on the pan of the judge(s), performance, the assessment of

performance, and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 다섯 요소에 따라 결

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각 요소와 그에 대응하는 효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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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실패 요소와 예상되는 실패의 효과

실패 요소들 실패의 효과

긍정 효과 부정 효과

목표

최적의 도전적인━━━━ 최적화 되지 않은 도전

고유한 ━━━━━━━━━━━━ 고유하지 않은

의미있는 ━━━━━━━━━━━━━ 의미없는

목표 인식
높은 ━━━━━━━━━━━━━━━━━ 낮은

구체적 ━━━━━━━━━━━━━━━ 추상적

수행
자기 주도적인 ━━━━━━━━━ 타인에 의한

고유한 전략들 ━━━━━ 고유하지 않은 전략들

측정과 평가

분명한 ━━━━━━━━━━━━━━━ 모호한

유용성이 높은 ━━━━━━━━ 유용성이 낮은

매우 자세한 ━━━━━━━━━ 자세하지 않은

출처: Clifford(1984)

Clifford의 건설적 실패이론을 바탕으로 학업적 실패내성 연구가 활발

히 수행되었다. 학업적 실패내성이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 상황에서

실패경험에 대해 건설적인 태도로 반응하는 경향성(Clifford, 1984; Kim

& Clifford, 1988)을 말한다. 이는 개인이 실패경험 후에 보이는 감정적

반응과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행동

적 반응, 그리고 실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는 경

향성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김아영, 주지은, 1999). 즉 실패내성은 실

패경험이 오히려 후속 수행을 촉진하는 심리적 반작용이라 할 수 있으

며, 개인이 자신의 자유·힘·능력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면 오히려 적극

적인 노력으로 그 상황에 대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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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경험은 항상 무기력을 학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주

장하였고,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된 개인차 변인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학업적 실패내성은 학습된 무기력과 부적 상관을 이루고(김

아영, 주지은, 1999), 학업 우수학생들이 일반 학생보다 실패내성이 높다

(이아라, 2006)는 결과를 얻었고, 자기효능감 및 통제 소재와 높은 상관

이 있음(이영희, 2007)이 밝혀졌다.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채고은, 2005). 학업적 실패내성은

내적 동기와 학업성취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Kim & Clifford, 1988)

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실패 이후 건설적 반응을 나타내는 개인 특성 변인으로 높은 자

아존중감(Shrauger & Sorman, 1977), 성공에 관한 높은 기대(Miller et

al., 1975), 수행목표성향과 학습목표성향(정윤경, 2007), 지각된 유능감이

높은 경우(이선영, 김성일, 2005) 등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실패

효과를 결정하는 것으로 예견되는 요소들에 관한 Clifford의 연구와 일치

된 견해를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Kapur(2008)는 생산적 실패(Productive failure)라는 개

념을 제안하였다. 그는 피아제의 인지적 불균형의 관점을 수용하고, 교착

학습이론에서 더 나아가 구조화된 과제와 비구조화된 과제 양 측면에서

문제해결 과정에서 에러의 역할을 조사하여 생산적 실패라는 개념을 발

전시켰다. Kapur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개념을 학습하기 전에 문

제해결에 도전하였고 스스로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데 실패하였는데, 성

공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도전하고 실패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효

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도 그 과제에서의 성공 여

부와 관계없이 실패를 많이 경험한 집단이 지식의 분화를 일으키며 다른

상황에서 더 높은 문제 해결력을 보여준다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Kapur et al., 2012).

Kapur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한 문제를 개념 제시 전에 제공하여,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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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문제와 해결방법을 탐구하며 다양한 구조를 시도하고 실패하는 과

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생산적 실패 활동은 효과적

인 해결책을 불러오지 않더라도 지식의 분화를 일으켰고, 학생들이 내용

과 방법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였다. 그는 생산적 실패집단을 실험집단

으로, 전통적 강의집단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고 수업과정을 변인으로

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의 논의과정을 코딩하여 분석

하고 학습결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적 실패를 경험한 학생들이 더 많은

실패를 하였고, 어려워하였지만 사후 평가에서 비교집단보다 훨씬 더 높

은 성적을 보였다. 그리고 생산적 실패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이 핵심 아

이디어와 개념, 관계를 더 잘 이해하였다(Kapur, 2011).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산업 분야에서 이뤄진 실패와 학습에 관한 탐구

이다. 실패가 큰 손실로 이어지는 산업 분야에서 실패는 중요한 탐구 대

상이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조직학습 측면에서 다루어졌는데, 조직은 성

공뿐만 아니라 실패로부터도 학습하고 성공보다는 실패경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학습하게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박은경, 한병섭, 2020;

Ariño & Torre, 1998; Desai, 2016).

성공적인 관행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성공학습과 달리 실패

학습의 경우에는 특정 관행이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또는 원하는 방

향으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를 교정하여 이전의 것과는 다른 형태의

행동이나 관행을 실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자들은 현재 지식기

반에서의 갭(gap)을 찾아내고 잘못된 현재 전략을 재평가함과 동시에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전략이나 해결책을 모색한다(Haleblian, Kim,

& Rajagopalan, 2006; Jackson et al., 2021). 그리고 이종 산업에 속한

조직의 실패학습을 통해서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Kim & Miner,

2007).

Madsen과 Desai(2010)는 실패경험과 성공경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

패학습이 더욱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큰 실패일수록 더 많은

학습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동일 분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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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람들의 경험, 특히 실패를 관찰하면서 획득하는 대리경험을 통해

학습 효과를 얻는다(Francis & Zheng, 2010; Terlaak & Gong, 2008)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적 결론은 실패로부터 학습이 분명

발생하고 조직이 실패로부터의 학습을 후속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해당 전략 실행의 성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Haleblian et al., 2006).

그뿐만 아니라 개인학습 측면에서도 기업가들의 실패경험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다수의 연구는 창업가들이 사업 활동

을 하는 동안 경험하는 예상치 못한 사건 가운데, 문제 발생, 위기, 역경,

실패와 같은 부정적 경험이 창업가들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Cannon & Edmondson, 2001; Cope, 2011; Politis &

Gabrielsson, 2009; Scott & Lewis, 1984).

Cope(2011)는 총 8명의 기업가를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를 실시하였

다. 이 연구에서 실패를 중심에 두고 학습의 시간 프레임에 따라 세 국

면으로 결과분석이 이루어졌다. 세 단계는 실패에 따른 큰 비용

(aftermath), 재조정(recovery-rehabilitation)을 촉진하는 학습 과정, 실패

로부터 얻는 독특한 학습의 결과물(re-emergence)로 구분된다. 이 연구

는 학습 과정에서 재정적·감정적인 회복과 관계적 차원의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 밖에 사업가의 실패가 개인적 측면에서

정체성 탐색에 도움을 주고 보다 나은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발달적 경

험이며(Scott & Lewis, 1984), 실패는 인지과정을 강화하는 연료로서 행

동과 해석의 방식, 인지적 준거틀을 변화시키고(Ellis et al., 2006), 실패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것이 이후의 사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Cope, 2011)는 주장들이 있다.

생산적 실패, 실패주도기억이론 등은 실패경험들이 미래 문제를 해결

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다수의 연구를 통

해 개인의 학습 측면에서 실수, 위기, 실패, 역경 등 부정적인 경험이 학

습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실패에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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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이 있다는 것이 당연히 예측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실패를 통

한 학습에 대해 견고하게 잘 관찰된 저작들은 학계에 그다지 많이 발견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박은경, 한병섭, 2020; Baumard & Starbuck,

2005; Cope, 2011)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성공보다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

들이 평균적으로 더 적지만, 모든 개인들이 그렇지 않고 어떤 참가자는

실패에 더 주목하여 많은 것들을 배운다는 연구(Eskreis-Winkler &

Fishbach, 2019, 2020; Harrell & Eskreis-Winkler, 2020) 또한 실패학습

연구의 지향점에 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패로부터 학습은 작은 실수, 큰 좌절 두 측면 모두에게서 온다

(Cannon & Edmondson, 2001). 그리고 성공으로부터 학습이나 실패로부

터 학습이 다른 것들을 제공할지 몰라도, 그들이 주는 교훈은 동등하게

가치가 있으며, 실패에 직면해서 그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것은 저평가되고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Catalano et

al., 2018). 실패와 학습이라는 중요한 두 측면 사이에 존재하는 많은 부

분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 가운데 중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는

실패 상황에서 학습자의 정의적 측면에 관한 탐구이다. 전통적인 학습이

론들은 지식 습득의 인지 과정에 학습이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

다. 그러나 동기와 정서는 잘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해결 전략이 전이되

는데 중요한 이슈로 언급되고 있어(Henry et al., 2012; Hung, 2011), 실

패 상황에서 학습에 미치는 정서의 영향이나 그 이점 등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더 많은 경험 연구들을 통해 그동안 학습

에서 저평가되어 온 실패의 가치가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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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심판

1. 심판의 개념

심판이란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잘잘못을

밝히며, 경기 또는 대회 등에서 규칙의 적부, 경기의 우열이나 승부를 판

정,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김미숙, 2016). 심판은 선수와 지

도자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의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정하고

경기를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경기의 흐름과 결과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지영, 정영수, 2019). 즉, 승부의 최종 결

정권자라 할 수 있는 심판은 대회의 승패는 물론 원활한 대회를 이끄는

데 주축이 되며, 스포츠 경기의 3대 축(선수·지도자·심판)을 이룬다(김미

숙, 2016).

심판의 권한과 책무는 해당 종목의 국제연맹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국

제 연맹에서 정한 규정은 각 국가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 규정은 세계배드민턴연맹에서 규정을 정해서 공

표하면 아시아 연맹이 수용하여 소속된 국가에 전달하고, 우리나라 배드

민턴 협회에 전달이 되는 방식으로, 같은 종목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동

일한 규정이 통용된다. 스포츠가 하나의 국제 언어인 셈이다. 스포츠 경

기는 종목마다 경기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에서는 심판에

관한 기본사항만 명시하고 있고, 세부적인 심판의 권한과 책무는 종목별

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심판의 판정과 권한에 대한 사

항은 <표 2-3>과 같다. 이어서 스포츠 용어사전에 정리된 심판의 권한

과 임무는 <표 2-4>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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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대한체육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５장 심판평가 및 배정

제23조(심판판정)

①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해당 단체의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

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②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

는다.

③ 심판은 경기종료 후 공식 경기기록 등을 기록원과 확인하며, 해당 단체

양식에 따라 경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원종목단체는 국내종합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시 비디오 재판독과 최

소 3년 이상 영상보관의 의무를 대회요강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고는 국제연맹 및 해당 단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출처: 대한체육회(2021)

심판의 역할을 부심과 주심으로 구분하여, 심판의 개념이나 역할을 ‘주

심’이라는 용어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하다.

주심(referee, 主審): 룰에 따라 경기의 진행을 담당하고 경기 진행에

대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가진 심판을 말한다. 경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주심의 판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하지만 경기가 재개되기 전이나

경기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판정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거나 부심의 조언에 따라 판정을 바꿀 수 있다. (두산백과, 연도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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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심판의 권한과 임무

출처: 두산백과(연도미상)

1. 경기 규칙을 시행한다.

2. 부심, 대기심과 적절히 협조하여 경기를 관리한다.

3. 볼(ball)이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4. 선수의 장비가 규칙에 적합한지 확인한다.

5. 경기를 기록하고 계시(計時)하는 역할을 한다.

6. 경기 규칙 위반에 대하여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한이 있다.

7. 어떤 유형의 외부 방해를 이유로 경기를 중지, 일시 중단, 종료시킬 권

한이 있다.

8. 선수가 심한 부상을 입었을 때 경기장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기를 중지시킨다(경기장 밖으로 나간 선수는 경기가 재개된 이후에 경기

장 안에 들어올 수 있다).

9. 선수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볼이 아웃오브플레이(out of play)

될 때까지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10. 선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피를 흘릴 때는 경기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반드시 부상 선수의 출혈이 멈추었는지를 확인한 다음 경기장 안으로 들어

오도록 허락한다.

11. 어드밴티지 룰을 적용했다가, 그 팀에 예상했던 이득이 실현되지 않았

을 때는 최초의 반칙으로 처벌할 수 있다.

12. 선수가 동시에 한 가지 이상의 반칙을 범했을 경우에는 더 심한 반칙

으로 처벌한다.

13. 경고와 퇴장 반칙을 저지른 선수에 대하여 그 즉시 징계 조치를 취하

지 않아도 되나 다음 아웃오브플레이 때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4. 스스로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팀 임원들에 대하여 경기장

이나 그 주변에서 즉시 추방시킬 재량권이 있다.

15. 자신이 목격하지 못한 사건을 부심의 조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6.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경기장 입장을 불허한다.

17. 경기를 중단 후 재개시킬 수 있다.

18. 경기 전, 경기 도중, 경기 후에 발생한 기타 사건들과 선수 및 임원에

대하여 어떤 징계 조치를 했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경기보고서를 해

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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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지칭하는 국제 용어도 종목별로 차이가 있다. Referee2)(레프리:

농구, 배구, 축구, 태권도 등)라는 명칭이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고,

Umpire(엄파이어: 배드민턴, 야구, 탁구 등)라는 명칭도 많이 사용한다.

그 밖에 Commissarie(커미서리: 사이클), Judge(저지: 아티스틱 스위밍,

프리스타일스키, 피겨스케이트 등), Jury(저리: 조정) 등으로 칭하기도 한

다. 일부 종목(예: 탁구, 배드민턴)에서 Referee는 심판위원장을 뜻하는

것으로서, 심판 자격을 지니고 일반 심판들을 배정하거나 심판운영에 관

한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종목마다 다른 국제 용어로 심판을 지칭하고 있는 현상은 심판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 쉽지 않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 분야의 학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용어의 이질성은

연구자들이 유사한 개념에 접근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용어의 상이성은 심판에 대한 학술적 개념 정의가 국제적으로 합치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심판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종목별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목을 아

우르는 포괄적 시각으로 공통적인 심판의 특성에 관한 일반론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심판은 대한체육회에 소속된 각 경기단체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격조건을 부여받은 자이다. 우리나라 심판 현황을 살펴보면, 2016

년 56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등록 심판은 총 120,754명이고, 이 중

국내심판은 117,028명, 국제심판은 3,726명이다(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6). 2018년 기준, 국내심판은 153,592명, 국제심판은 3,763명으로 집계된

다(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8). 최근 집계된 심판 수를 비교해보면, 2년

동안 국내심판이 수는 약 3만 6천여 명이 증가(31.2%)하였다. 국내심판의

증가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 심판의 저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

2) 연구 참가자의 2/3가 Referee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농구, 바이애슬론, 배구, 수구,

태권도, 핸드볼), 이 연구의 영어 제목과 초록에 심판을 Referee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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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우리나라 국내 및 국제심판 현황(2007년～2018년)

(단위: 명)

구분 2007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6년 2018년

국내

심판
51,047 51,317 62,888 66,056 77,157 117,028 153,592

1급 4,981 - 4,971 5,455 6,321 - -

2급 7,566 - 9,164 9,272 10,967 - -

3급 34,778 - 46,662 49,028 57,077 - -

기타 3,712 - 2,091 2,295 2,837 - -

국제

심판
3,959 4,012 2,839 3,012 2,901 3,726 3,763

계 55,006 55,319 65,727 69,068 80,103 120,754 157,355

출처: 김미숙(2014),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2016, 2018)

그런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제심판의 수는 우리나라 전체 심판의

2.39%에 불과하다. <표 2-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내심판은

2007년 이후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고, 갈수록 그 증가 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과 달리 국제심판의 경우 그 수가 감소하거나 소폭의 증가세를

보인다. 2016년에 비해 2018년 국제심판은 27명이 증가해 1% 미만의 증

가율로 정체 수준이어서, 국내심판의 증가추세와 비교해 볼 때 국제심판

은 오히려 확연한 감소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국내심판의 수적 증가와 국제심판의 감소추세는 심판의 재교육

과 전문성 심화 교육 및 국제심판 양성 교육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을 나

타내는 것이다. 국제심판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 수준에

이르러야 가능하므로, 국제심판이 경험을 통해 갖게 된 심판으로서 암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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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을 발굴해 심판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심판 교육 분야에 의

미 있는 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심판들이 심판으로

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국제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적 자질을 훈

련할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을 위해서 역량 있는 국제심판들의 경험을 공

유하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발간한 「국제심판 양성 방안」(김미숙,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정부나 유관단체, 가맹단체별로 국제심판 양성을

위해 노력과 지원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심판 수는 감소추

세임을 지적하였다. 스포츠에 관한 관심과 생활체육인의 참여 확대로 국

내심판 수는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심판 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

유 중 하나로 심판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체계 부족을 그 원인으

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축구를 제외한 가맹단체는 국제심판 업무를 고

정적으로 하는 담당 부서가 대부분 없다고 밝히고 있다. 국제심판 자격

취득은 시간-재정-어학-시험 및 현장체험 등 국내심판취득보다 어려운

과정이지만 현재까지 국제심판 자격취득은 개인의 능력 및 노력에 전적

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개인이 직접 국제가맹단체에 정

보를 습득해서 국제심판 승급 자격을 취득하고 있을 뿐, 심판에 관한 이

해나, 심판 교육을 위한 구체적 교육과 제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 다

시 말해 심판들에 관한 교육과 지원체계가 부족한 현실에서, 심판은 오

심이나 판정 실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오로지 개인이 감당해야 할 뿐

아니라, 국제심판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 수준도 높기 때문에, 다수

의 심판들은 중도에 그만 두거나, 높은 수준으로 역량을 계발하지 못하

여 국제심판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나 유관단체의 추진 방

향대로 더 많은 국제심판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심판의 학습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국제심판양성에 필요한 학습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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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판의 학습

심판의 판정은 선수들의 수행과 경기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어, 선수나 지도자와 같이 경기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이해 당사자들

뿐 아니라,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에 이르기까지 심판의 역량에 대한 기

대 수준이 높다. 그런 점에서 심판은 고도의 전문적 숙련이 요구된다.

그러나 프로 스포츠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대다수 종목에서 심판의 계

속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심판이라

는 직무 자체가 정규직으로 고용되거나 정기적으로 근무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경기라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그에 필요한 심판이 초대되거나 충

원되어 간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심판 전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형식교육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구조이다. 이

런 구조적 특성이 있는 심판의 학습은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적합하다. 평생학습 연구는 인간의 학습이 제도적인 틀을 갖춘 형

식교육 장면에 한정된다고 보지 않는다(강대중, 2009). 또한, 형식학습 이

외에 비형식학습이나 무형식학습을 중요한 학습의 유형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평생학습 연구의 중요한 차별점이다. 이 때문에 형식학습에 해당하

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심판의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다수 심판들은 경기 현장에서 무형식학습의 형태로 스스로 역

량을 개발해 나간다. 심판의 학습은 형식적인 것보다는 심판 활동 경험

가운데 무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심판의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형식학습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형식학습(informal learning)이라는 개념은 Knowles(1950)의

『Informal Adult Education』에서 처음 등장하였고, Dewey(1916)가 ‘우

연적 교육’을 언급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한다(김혜영, 이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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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Dewey, 2007). Knowles의 무형식학습 개념이 Dewey에서 출발한

경험학습과 맥을 같이한다고도 볼 수 있으나, 경험학습은 구조화되고 제

도화된 형식 학습상황의 경험을 포괄하는 데 반해, 무형식학습은 일상적

이고 비구조화된 상황에서 일어나는 학습에 주안점을 둔다는 데 차이가

있다. 현재 평생교육 담론에서 무형식학습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졸업장이나 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형식교육에 참여하거나, 자격증

이나 이수증 취득을 위해 교육기관에서 강사가 진행하는 비형식 교육

을 수강하지 않고, 학습자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학습을 무

형식 학습이라고 칭한다. 학습자가 실패경험의 필요에 따라 자기주도적

으로 진행하거나 우연한 활동이나 참여를 통해 무엇인가를 습득하는

것도 무형식 학습이라 할 수 있다. (김신일 외, 2019: 94)

일터에서 이루어지는 무형식학습의 중요성은 누차 강조되어 왔다. 무

형식학습은 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학습을 하는 것으로, 학습의 효율

성과 효과성이 높다고 밝혀져 왔다. 실제로 업무 관련 지식의 70%가 무

형식학습을 통해 습득되고(Dobbs, 2000), 형식화되고 구조화된 학습에서

20% 정도만 업무와 관련된 학습일 뿐 실제 업무에 필요한 지식 습득이

나 조직 내 문화 습득 과정의 대부분은 무형식학습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이 밝혀졌다(김신일 외, 2019; 김혜영, 이희수, 2009; Dobbs, 2000;

Marsick & Watkins, 1990). 그리고 전문직 지식은 실제 현장의 암묵적·

실제적 지식이 강조된다는 점에서도 일터학습에서 무형식학습에 관한 연

구는 중요하다(김혜영, 이희수, 2009).

형식학습이 전통적으로 제도적 형태로 이루어진 교실 기반 활동으로서

구조화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라면, 무형식학습은 제도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이다. 무형식학

습의 특징을 형식학습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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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형식학습과 무형식학습 비교

출처: : Malcolm et al., 2003, 이윤하, 이기성, 2010: 94에서 재인용

무형식학습의 공통된 특징으로 중요하게 언급되는 것은 자기 주도성이

다. 무형식학습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의도적으로 학습을 수행하고, 학습

방식을 찾아낸다(한숭희, 1997; Malcolm et al., 2003; Merriam et al.,

2007). 또한 무형식학습의 중요한 특징은 일상성과 우연성이다. 무형식학

습은 일상생활과 통합되며, 내부 또는 외부 자극으로 촉진되고, 의식적이

지 않으며, 우연적 특성을 가진다(Marsick & Volpe, 1999).

Eraut(2004)은 무형식학습을 암묵적 학습, 반응적 학습, 의도적 학습으

로 구분하였다. 암묵적 학습은 학습자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무의식적

으로 습득하는 것이다. 반응적 학습은 의식적이지만 비체계적인 상황에

서 발생하는 학습을 말한다. 의도적 학습은 과거 경험과 행동을 성찰하

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이다. 그리고 Eraut은 일터의 맥락에서 개인

의 무형식학습이 발생하는 활동을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일터에서 무형

식학습은 집단적 활동에의 참여, 다른 동료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 활동

형식학습 무형식학습

학습과정

교사가 주도 및 통제

산업강사 또는 훈련받은 멘토

를 통해 학습

일상 활동에서 우연히 발생

학생이 주도, 친구나 동료를 통

해서 학습

학습장소

준비상황

교실과 같은 공간

학습시간, 커리큘럼, 학습목표,

특정 자격증을 목표로 함

직장, 지역사회, 가정 등 생활공간

학습시간 제한 없음

구체화된 커리큘럼 없음

학습목적
학습 자체가 학습활동의 목표

학습자 결심으로 학습 시작

목표는 일터 내 성과 향상

영향력 있는 타인에 의해 학습

시작

학습내용

이미 만들어진 전문지식 습득

및 이해, 관행 이해

만들어진 지식 습득

새로운 것 개발이 목적

역량 증진을 위한 매일의 실천

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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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찰, 도전적인 과제의 해결 노력, 외부 관련자와의 교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제시하였다. 이들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효과적인 문제해

결에 필요한 적절한 외부 자원을 탐색하고 획득할 뿐 아니라, 새로운 아

이디어나 관점을 접함으로써 자신의 업무 수행 행위나 기존에 가지고 있

던 절차적, 명시적 지식들의 적절성을 비교하고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보다 상황적이고 고차원적인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숙련된 업무 수행 수준을 보일 뿐만 아니라 변화된 태도를 내

면화할 수 있다(김한별, 2019: 139).

한편, 무형식학습을 통해 실패에 대해 학습한다는 점을 밝힌 국내 한

연구는 무형식학습과 실패학습의 관련성을 입증하고 있다(이윤하, 이기

성, 2010). 연구자는 무역 업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을 질적으로 접근하

여, 학습자들이 무형식학습을 통해 무엇을 학습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학습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실패에

관한 간접경험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무형식학습을 통해, 과거에 어떻게

일을 해왔고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왔고 어떠한

성공을 이루어왔는지를 학습하였다. 그리고 이 학습은 주로 과거 문서자

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들은 과거 문서자료를 통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나 무역을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

해 간접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판이 오심과 같은 자신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학습하는 일련의 과정

은 무형식학습에 해당한다. 실패는 대개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연적

으로 발생하지만, 그 경험을 성찰하는 과정은 의도적인 학습 과정이다.

실패를 마주하고 실패를 해결할 대안들을 모색하는 경험들을 축적하며

심판으로서 역량을 증진해 나간다. 최상위 수준의 수행을 보이는 국제심

판들이 무형식학습을 통해 스스로 축적한 암묵적 지식은 그들의 심판 역

량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심판들의 무형식학습이나 실패학습은

지금까지 학문적 연구 범위 바깥에 존재했다. 심판들의 암묵적 지식을

형식지로 드러내서 다수의 심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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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심판의 실패경험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어

떤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심판의 무형식학습 과정에서 생성된 암묵지를

드러내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심판의 실패학습을 탐색하고 정

리하는 작업은 초심자 심판들이 실패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학습자

료를 생성해나가는 기초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3. 심판 선행연구

심판은 선수와 지도자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의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정하고 경기를 진행하는 역할을 감당하므로, 경기의 흐름과

결과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김지영, 정영수, 2019).

심판의 규칙적용 및 전반적인 경기 운영 등은 선수들의 경기 수행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행의 기저가 되는 심리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Bloß et al., 2020).

스포츠 경기에서 차지하는 심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심

판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다. 교육학, 체육학 혹은 체육교육학 등 사회과

학연구에서 스포츠에 대한 연구 대상은 주로 선수나 지도자에게 집중되

어왔다. 심판과 관련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나 심판의 학습을

다룬 논문은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찾아보기 어렵다.

심판을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들은 심판의 의사결정(decision making)

과 관련된 연구가 비교적 다수이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맥락들을

유형화하면 정보처리과정과 같은 인지적 측면을 다룬 연구(Bloß et al.,

2020; Rafiee & Vaez Mousavi, 2015), 스트레스나 번아웃과 같이 정서적

측면의 연구들(Neil et al., 2013; Rainey, 1999), 선수나 지도자, 관중과

같은 외부 요소의 영향을 다룬 연구들(Dawson & Dobson, 2009;

Downward & Jones, 2007; Folkesson et al., 2002; Kellett & Shilbury,

2007; Nevill et al., 2002)로 구분되며 각 요소를 독립적으로 다루거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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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관련성을 같이 다루기도 한다. 대체로 심판의 정의적 측면의 연구들

은 관중과 같은 외부 요소의 영향과 관련지어 언급된다.

먼저 지각(perception)이나 시각(visual)을 통한 인지처리과정이 의사결

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보 심판보다 숙련된 심

판은 시각처리의 속도나 효율이 높고, 신체적인 부담은 의사 결정에서

인지적 수행을 감퇴시키는 것으로 보인다(Rafiee et al., 2015). 그런데 지

각인지과정을 다룬 후속 연구에서, Bloß와 동료들은 11편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부담을 측정하는 변수들과 심판의 의사결정 사이에

대부분 상관이 없거나, 부적상관이 나타나고, 소수 결과에서 긍정적 상관

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잠재적인 교란 변수들을 제어한 체계적인 접근으

로 현장연구나 실험연구가 더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Bloß

et al., 2020).

그리고 심판의 의사결정을 의사소통 측면에서 다루기도 한다. 의사결

정과 의사소통을 심판의 핵심 기술로 보고, 국제럭비연맹 심판을 대상으

로 인터뷰하여 그 과정이나 기술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Cunningham,

Mellick, & Mascarenhas, 2012). 심판의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기술은

공공의 공연(corporate theatre), 게임 전 준비와 게임 후 분석(pre-game

preparation and post-game analysis), 심판의 철학과 접근(refereeing

philosophy and approach), 경기 중 심리적 기술(within-game

psychological skills)의 네 개 핵심 주제로 구분되었다. 공공의 공연

(corporate theatre) 측면은 심판의 의사소통은 사적인 것이 아니며, 경기

를 보는 관중 누구에게나 명확한 전달이 되도록 의사결정을 해야 함을

나타내며, 심판의 철학과 접근 측면에서는 공정함과 같은 심판의 철학이

전달되는 의사소통 기술이 중요함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심판의 정서적 측면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Neil과 동료들(2013)은 스트레스와 감정이 심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

향을 탐색하기 위해, 다른 레벨에 있는 영국 축구 심판을 인터뷰하여 심

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규명하였다. 관중,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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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선수나 지도자 등 관계자들과 대립상황, 심판에 대해 나쁜 평판을

갖고 있는 선수, 심판 수행을 평가하는 어세서들이 심판의 스트레스 요

인들로 밝혀졌다. 결국 이러한 스트레스가 심판의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Taylor와 동료들(1990)은 축구심판의 반응을 분석하여 5가지의 스트레

스 요인을 규명하고 축구 심판 스트레스 측정도구(SOSS: Soccer

Official's Stress Survey)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를 토대로 영국의 럭비

협회 심판 68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요인분석을 한 결과, 심판

스트레스의 요인을 실패에 대한 두려움(Fear of Failure), 신체적 상해에

대한 두려움(Fear of Physical Harm), 사람들과의 충돌(Interpersonal

Conflict), 시간적 압박(Time Pressure)의 4가지로 도출하였다(Rainey &

Hardy, 1999). 이 외에도 사회적 압력, 인간 관계의 갈등, 수행에 대한

걱정 등 다양한 요인들이 심판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Dawson & Dobson, 2009; Rainey, 1999).

심판의 스트레스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생각해보면 심판

에게 행해지는 위협이나 공격의 문제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영국 축구 심판 10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Folkesson et al., 2002)에서,

참여자 대다수(72.9%)는 선수, 지도자, 관중으로부터 위협이나 공격에 노

출된 적이 있었고(experience of threat and aggression), 언어폭력이 대

부분이었으나 15%는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위협

이나 공격이 심판에게 경기 전 걱정과 집중력, 심판 수행과 동기에 영향

을 미쳤다. 이 연구의 특징은 나이가 어린 집단(M=27.57 years)과 많은

집단(M=48.30 years)으로 구분하고, 심판들의 삶에 대한 지향성을 비관

적 성향(pessimistic orientation)과 낙관적 성향(optimistic orientation)으

로 구분하여 설문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나이가 어린 심판들은 공격이

나 위협에 가장 쉽게 노출되었고, 비관적인 성향일 경우 동기부여가 덜

되고, 좋지 않은 수행이 나타났다. 낙관적 성향을 지닌 심판들은 관중으

로부터 공격적 행동에 잘 대처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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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도 심판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로, 22명의 호주 축구 심판을 인터뷰한 한

연구에서(Kellett & Shilbury, 2007) 연구자들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양적

연구로 수행돼 심판들이 겪은 경험을 포착하는 데 실패하였다는 선행연

구들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한 뒤, 폭언과 같은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왜 심판을 계속해왔는지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였

다. 그리고 심판들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의 결과로, 심판은 다양한 대

상(관중, 선수, 부모, 코치)으로부터 받는 욕설을 심판활동의 일부로 여겨

참아내고, 관중이 푯값으로 누리는 일종의 용어(terminology)처럼 여기면

서 그런 욕설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데, 이런 반응은 자연적이라기보다

학습된 반응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많은 심판이 심판을 계속하

는 이유는 사회적 상호작용(동료애, 친구 같은 분위기) 때문이라고 결론

에서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심판을 계속하는 이유를 현상학적으로

밝힌 다른 연구에서, 심판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

(행정적 배려나 지원의 부족, 보수의 불평등, 심판 간의 경쟁 등)을 제시

함과 동시에, 심판을 계속하는 이유로 스포츠에 대한 애정과 같은 ‘공동

의 이익’에 관한 고려가 심판을 유지하도록 공헌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Kellett & Warner, 2011).

심판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들을 좀 더 살펴보면 7명의 축구 심

판들이 겪은 위협이나 공격적인 체험에 관한 연구(Friman et al., 2004),

심판 활동을 그만둔 8명의 여성 농구 심판들의 체험에 관한 연구(Tingle

et al., 2014), 15명의 럭비 코치들이 심판에게 폭언한 체험연구(Jacobs et

al., 2020), 14명의 청소년 야구와 라크로스 심판이 경험한 심판 활동의

제약요소와 기여요소에 관한 체험연구(Ridinger, 2015)가 있다.

이들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살아있는 체험을 심층적으로 바라보고 그

체험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면에서 현상학적 연구라고 밝히고 있다. 체험

을 기술하는 연구방법 측면에서 자유변경이나 태도변경 같은 현상학적

방법을 언급하거나 연구에 활용된 현상학적 방법을 자세히 기술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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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해당 연구가 현상학적 연구임을 간략히 밝히고, 연구참여자들의 체

험을 의미 단위나 주제로 범주화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에는 공통으로 심판활동의 어려움이 사실 그대로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심판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의 개략적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축구 심판에 관한 현상학 연구(Friman et al., 2004)에서

는 모든 참여자에게 두 개의 질문3)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한

뒤, 30개의 의미 단위를 추출하고, 이들을 ‘위협과 공격의 원인에 관한

인식, 위협에 대한 반응, 스트레스 상황의 조절, 심판을 하는 동기’ 네 개

의 주제로 정리하였다. 30개의 의미 단위는 흥미, 판정, 지식부족, 고발,

존경, 여행, 훈련, 학부모, 정신력, 조절, 위협, 만남, 마지막으로 여성심판

(interest, Judging, Lack of Knowledge, Accusations, Respect, Travel,

Training, Parents, Mentality, Managing Threats, Meet People, Women

as referees) 등이 있으며 의미 관계나 구조 없이 펼쳐 보여, 심판활동과

관련된 많은 키워드를 나열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여성심판들이 심판을 그만둔 이유를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Tingle et al., 2014). ‘심판 간 상호존중 부족(코트 안과 밖에

서 일어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배제되는 불편한

환경을 경험)’, ‘제도적 불평등에 관한 인식(일터의 업무 배분이나 관리

절차에서 불평등을 경험)’이 심판을 그만둔 이유로 면담에서 드러났다.

여자라서 승진할 수 없는 남성들만의 단단한 장벽을 ‘good old boy

network’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승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더 경

험이 많은 여성심판의 멘토링이나 모델링 역할이 부재’한 점도 심판을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성보다 ‘성차별적 폭언

(gendered abuse)’을 많이 경험하였고 이것이 중단의 원인이 되었다. 이

연구는 스포츠 공동체의 사회적 평등을 위해 여성심판의 역할에 관한 이

해와 존중이 필요함을 드러내 주고 있다.

3) (1) Tell me how you experience the referee situation, (2) What feelings and

thoughts do you experience when jud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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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Jacobs와 동료들(2020)의 연구는 심판에 관한 폭언(referee

abuse)을 심판의 관점이 아닌 지도자의 관점에서 그려낸 점에서 색다르

다. 대학 럭비 코치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의도적으로 심판을 향해 폭언

(abuse)한 체험을 묻고 그들의 인식을 탐구하였다. 먼저, 심판은 스포츠

경기를 적법하게 이끄는 공헌자이지만, 심판들이 맞서야 하는 욕설과 같

은 장애물들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욕설이나 학대는 심판을 그만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심판에게 폭언(abuse)

하는 주된 대상은 지도자로 주목되어 왔다고 밝힌다. 15명의 대학 럭비

코치들에게 그들이 직접 심판에게 했던 폭언(referee abuse)에 대해 전화

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폭언에 관련된 요소로 다섯 가지

가 도출되었다. ‘코치의 철학과 성격’과 ‘심판과의 관계’가 폭언에 영향을

미치고,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코치들은 인지하고 있었다. 여기서 사

회적 영향력이란 코치들의 행동이 선수나 관중에게 반영되면서, 심판에

대해 폭언과 같은 행동이 적절하고 수용될 만하고 참을 만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게 해서, 자신의 심판에 관한 행위가 선수나 관중에게 도미노

효과를 줄 수 있음 의미한다. 한편, 코치가 심판에게 폭언(abuse)하는 경

우는 대체로 심판이 공정성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하므로, ‘조직의 기

대’를 심판에 대한 폭언의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문화’도 그 원인으로 주

목하였는데 럭비 코치들은 자신들의 종목이 축구보다는 심판을 더 존중

하는 문화라고 인식하고 있었다(Jacobs et al., 2020).

한편, 심판이 심판활동에 참여하는 데 작용하는 요인을 제한요소

(constraints)와 공헌요소(contributors) 두 측면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

(Ridinger, 2015). 심판 참여 제한요소(constraints)는 개인 내적 제한요소

(intrapersonal constraints: 경험이 적은 심판의 경우 판정의 확신이 부

족하거나 불안한 심리상태, 오심할 때 자신을 향해 누군가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와, 개인 외적 제한요소(interpersonal constraints:

지원 부족, 지도자나 선수, 학부모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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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부족 등), 구조적 제한요소(structural constraints: 심판 교육이나

출장으로 시간 소모, 가족들의 요구, 일이나 학업 스케줄과 상충)들로 구

분되었다. 반면 심판에 참여하도록 도움이 되는 요인들로 연결

(connection), 지원(support), 공동체(community), 쾌락적 가치(hedonic

value: 스포츠에 대한 사랑, 열정, 즐거움, 수입 등), 상징적 가치

(symbolic value: 심판 참여에 의미부여, 공정성 수호의 소명), 중심성

(centrality: 심판을 삶에 중심에 둠)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소년 야구와

소녀 라크로스라는 잘 구축된 영역과 생성단계인 영역을 구분하여 연구

대상을 표집하여 지원이나 제약 요소들이 종목 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국내의 심판 논문을 개관해 보면 심판 및 심판양성 및 제도(김미숙,

전상완, 2019; 장연환, 박정근, 2016; 조지음, 신재휴, 2014), 심판 스트레

스(심영균, 김지태, 이석준, 2019; 안근아 외, 2013; 안창규, 2017), 여성심

판(곽정현, 이선희, 2020; 이정래, 권기남, 2020; 전난희, 2017; 홍은아, 함

정혜, 2013; 황은지 외, 2015), 심판과 윤리(김지영, 정영수, 2019; 정근영,

2016) 등의 주제들이 다루어졌다. 심판에 관한 논문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지는 것은 심판의 공정성이며, 이와 관련해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연

구 주제는 심판판정 및 오심이다.

<표 2-7> 심판판정 및 오심 주제 국내 선행연구(2001～2018년)

연도 제목 저자명

2001 태권도 경기 심판판정 개선 연구 박현섭

올바른 심판 판정을 위한 스포츠 심리학 장덕선

2002 유도경기상황의 심판의식 및 판단장애 김관현

2003 태권도 경기의 심판판정 공정성 연구 김하성

유도경기 심판들의 판단 및 의식 김규수

한국 축구심판들의 판정실책 원인분석 박해용

2004 한국 프로농구의 심판문제 및 그 개선방안 방열

태권도 경기 심판 판정 개선 연구 김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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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태권도 국제심판의 심판판정 공정성 김신호

2006 심판오심과 도덕적 책임 이학준

스포츠현장에서의 '오심'논쟁읽기 구강본, 김영갑

잃어버린 금메달 : 2004 아테네올림픽 체조경기

오심에 대한 미디어 텍스트 분석

박보현, 임번장

댄스스포츠심판의 판정문화 연구 조미호

축구 심판들의 판정실책 요인에 관한 심층적 분석 석춘희

2010 택견 경기의 심판판정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김광현, 장경태,

김영진, 김태균

농구경기 심판판정에 대한 대학선수들의 인식 조사 유인영, 모창배

2011 축구심판의 승부조작에 따른 책임 남기연

심판의 불법행위책임 최경진

2012 한국 프로농구 심판들의 오심경험에 관한 윤리적

해석연구

김동현,이광호,

류상호

2013 스포츠승부조작과 해결방안 이문성

2014 헌법상 스포츠 심판판정 공정성 확보 김상겸

국내 대학배구 심판의 무심과 오심 안진규

오심올림픽: 올림픽을 통해 본 오심 문제와 해결

방안

한상구, 채승일,

김진후, 이호근

올림픽에서 발생한 심판의 오심행위에 대한 유형

정의와 민사법리 적용

김지태, 정태린,

권일권, 박상규

심판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실천 방안 서경화

2015 스포츠심판 편파성의 원인 및 개선방안 전영천

2016 스포츠심판 편파판정과 개선방안 탐색 김혁, 최성주,

김종호

심판의 오심 판정과 스포츠 정의 박현우

K리그심판의 오심 자각 직후 심리적 경험과 대처

방안

윤영길, 전재연

스포츠심판 편파파정과 개선방안 탐색 김혁, 최성주,

김종호

스쿼시 선수들의 심판판정 인식에 대한 귀납적

내용 분석

이병혁, 이소미

2018 심판판정과 비디오판독 도입에 관한 윤리적 쟁점

연구

박성주

심판판정 효능감 한국어 척도 타당도 검증 손원일, 황승현,

송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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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업무의 핵심은 ‘판정’에 있다. 판정은 심판활동의 핵이며 특히나

판정의 잘못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수, 지도자, 관중까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으로 기록되어 심판 활동에서 가장 큰 이슈

가 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심판과 관련된 논문 주제로 심판판정 및

오심에 관련된 논문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이라 하겠다. <표 2-7>은 2000년대에 발표된 심판판정 및 오심에 관한

국내 논문들을 정리한 것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오심은 항상 존재해왔다. 오심이 스포츠 경기의 뜨거

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오심은 없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인간

의 스포츠 안에 언제나 오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준 높은 경기 진행

을 위한 심판의 노력이나,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과 이에 순간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심판의

오심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석춘희(2008)의 진술은 이런

오심의 실제를 잘 대변해 준다.

그리고 체조심판의 스트레스 요인과 교육방안에 관한 국내 한 연구는

오심의 원인이 심판의 개인적 요인에도 있지만, 심판이 외부의 여건에 의

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일련의 연구들을 제시하였다. 즉 심판은

판정에 있어서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주위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한경임 외, 2011).

이학준(2006)은 「심판의 오심과 도덕적 책임」이라는 논문에서 심판의

오심을 인간적 실수에 의한 오심과 의도된 오심(편파판정)으로 분류하고,

특히 후자의 도덕적 책임을 다루었다. 오심의 개인적 원인은 심판의 도덕

적 책임감의 결여이고, 사회적 원인은 심판의 생존권 확보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관계 등이 있다고 하면서, 오심 해결방법으로 개인의 도덕

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책임 윤리 교육과 강제력을 이용해 오심을 견제하

는 제도적 장치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심판에게 요구되는 자질로 심판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적 책임이라 할 수 있는 책임 윤리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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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춘희(2008)는 국내 축구심판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지(open-ended

question)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로 축구심판들의 심판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판정 실책 요인을 크게 신체 및 체력 요인, 심리적 요인, 환경

요인, 경기규칙 요인의 네 가지로 요약 제시하였다. 심판 수행의 부담이

나 긴장감에서 유발되는 판정 실책은 심리적 요인에 해당한다. “감독, 코

치의 거친 항의가 있을 때”, “동료 심판과의 판정 불일치 및 호흡이 맞

지 않을 때”, “학부모 및 관중의 야유와 욕설이 있을 때”, “예선 탈락이

확정된 경기에서 심판판정을 할 때”, “철저한 경기준비가 되어있지 않을

때” 등의 내용은 환경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경기규칙 요인으로는 “경기

규칙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 “추측이나 예측으로 판정하였을

때”, “새로운 경기규칙을 숙지하지 못했을 때” 등이 있다. 그리고 김동현

등(2012)은 심판으로서 가장 전문적인 수준에 이른 대상이라 할 수 있는

한국 프로농구 심판들의 오심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심판들이 인지하는

오심의 원인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첫째는 체력적 부담으로 인한

실수들, 둘째,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감의 상실로 인한 실

수들, 셋째, 감각과 지각능력의 한계로 인한 실수들이라고 하였다.

안진규(2014)는 오심의 원인이 첫째, 심판의 전문성과 도덕성, 둘째, 심

판들의 유기체적인 관계 부족, 셋째, 잘못된 고정관념, 넷째, 간섭과 외압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심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는 교육을 통해 심판

의 자질(전문성과 도덕성)과 함께 주장의 역할이나 선수의 규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과 매 경기 심판의 능력을 평가해 인센티브와 패널티

를 주는 방안, 지도자가 심판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절대 제공하지 못하도

록 하는 시스템 마련을 주장하였다.

논문 대다수가 오심을 줄이기 위해 심판 개인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전

문성이나 도덕성, 책임감과 같은 인지적, 정의적 측면을 강조한 것과 달

리 서경화(2014)는 신체적 측면을 부각하였다. 즉, 오심을 최소화하기 위

해 윤리적 반성 이외에 신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

능하고 오심 확률을 최소화하는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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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앎의 단계를 넘어 사유 없이도 몸이 능동적으로 행위 할 수 있는 체

화된 신체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체화된 행위는 우리의 의식이 명

령하기에 앞서 몸이 먼저 일정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조광제, 2004)이

며, 심판의 판정은 감각에 의존하여 신속히 수행되는 지적 판단의 행위

이므로, 심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무윤리에 근거한 덕 중심의

반성 외에도 감각 향상을 위한 신체성을 획득하는 데 끊임없는 노력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심판들에게 판정은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박해용(2000,

2003)은 열두 종목의 심판을 대상으로 스포츠 심판에 관한 스트레스 질

문지를 개발하고 심판의 스트레스 요인을 판정 항의, 판정 실책, 심판

선․후배 부정적 피드백, 불리한 배정, 심판위원 언행, 정신적 부담, 신체

적 부담, 심판 매수, 가정생활 불충실 등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처럼 심판의 오심은 심판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스트레

스가 다시 심판의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심판들이 오심으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

는 심리적 지원은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심판의 오심을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극단적 입장을 취하는 쪽에

서는 오심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 심판의 역할을 기계가 대신

하도록 하고, 심판은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심판의 존재를 위협하기

도 한다. 실제로 심판의 오심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들어 비디오 판독이

나 호크아이(Hawk-eye)와 같은 테크놀로지가 스포츠 경기에 활발히 도

입되는 추세이다. 일각에서는 궁극적으로 심판을 로봇 심판으로 대체할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고도의 기술을 이용해 인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정할

기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기에 오류나 결함이 전혀 없다고 장담

할 수 없다. 측정에는 항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기계적 결함이

없어 보이는 장비라고 하더라도 호크아이를 포함한 RTP(re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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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device)나 의사결정 기술들(decision-aid technologies)은 정확도에

서 통계적으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Josephson, 2019). 이 때문에 전

자판독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도입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Collins, 2010). 기계가 인간의 판단을 위한 완벽한 대체물로 간

주 되어서는 안 된다(Collins et al., 2016).

이와 관련해 심판 존재론에 관한 김지영, 정영수(2019)의 논의는 주목

할 만하다. 이들은 「심판없는 경기장에 관한 스포츠 윤리적 고찰」에서,

스포츠를 통해 인간의 신체적 기능과 성숙된 도덕성이 겸비되어 발휘될

수 있다면 이는 가치 있는 인간의 행위라고 강조한다. 좋은 스포츠는 단

지 선수가 발휘하는 신체적 기량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지닌

내면의 도덕성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스포츠가 지닌 가치를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심판이 없는 경기장을 실험적으로

시도해 본 결과, 심판 없는 경기장에서 수행은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

는 비윤리적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심판 없는 경기

장에서는 심판과 선수 간 무언의 의사소통을 통한 심리적 혹은 존중 관

계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수들은 기계의 모든 판정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채 경기만을 수행해내야 한다. 경기규칙을

판단하는 기계와 이를 절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선수들 사이에 심리적

능력은 배제되어, 선수들은 마치 자동화된 경기기술능력을 보여주는 존

재로 전락하고 만다. 이러한 스포츠의 수행과정은 선수의 경기력을 위해

정확성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선수들의 기량을 기계화시켜 반복 수행하게 하는 즉, 스포츠가 도구화되

는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뿐이라는 것이다.

심판은 선수들이 경험하는 미묘한 심리를 파악하고 전체 경기의 흐름

을 관장하며 공정성이라는 윤리적 가치를 스포츠를 통해 실현하는 데 중

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존재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인간 심판의 오심이

존재한다고 해서 로봇 심판이 답이 될 수 없다. 현재의 과학기술로 인간

의 감정과 감성은 어떤 기계장치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인간의 감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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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성은 과학기술의 지배 범위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의

오심을 배제하기 위해 심판의 역할을 기계로 대체하는 근시안적 접근을

취할 것이 아니라, 심판이 겪는 실패과정을 탐색하여 오심이 학습으로

기능하는 긍정적 가치를 탐색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오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스포츠의 공정성과 인간의 스포츠

가 지닌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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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절차와 방법

제 1 절 연구 설계

1. 현상학적 연구방법

이 연구는 스포츠 심판이 오심체험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고 어

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되었다. 오심이라는 체험은

여러 심판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다. 현상학적 연구는 여러 개인

이 공통적으로 체험(lived experience)하는 현상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가운데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연구의 틀로 삼았다.

현상학(phenomenology)은 참여자들의 살아있는 체험의 본질이나 의미

또는 그것이 의식에 나타나는 지식의 본질이나 의미를 발견하고 기술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Hays & Singh, 2012). 그것은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 경험에 대한 이해이며, 우리가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능동적으로 생

각하는가에 관한 이해에 바탕한다(Patton, 2002).

현상(phenomenon)의 어원인 ‘phaino’는 그리스어로, ‘밝은 곳에 두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다’라는 뜻이다(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

별, 2021). 어원의 의미가 나타내듯 현상학은 생활세계의 인간의 경험을

‘사태 자체로’ 바라볼 것을 강조한다. 『논리연구』(1900)로 현상학의 초

석을 놓은 Husserl은, 『유럽 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현상학적

철학 입문』(1936)을 통해, 유럽이 정신적 위기를 겪게 된 것은 ‘생활세

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관찰, 실험, 측정, 수량화와 같은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대상을 인식하려는 실증주의를 비판하며, 자연과학

적 인과관계나 법칙으로 설명되기 이전의 세계, 판단 이전의 세계, 생활

세계의 ‘사태 그 자체로(Zu den Sachen selbst)’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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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림 외, 2004: Husserl, 1997). 현상학에서는 생활세계에서 경험한 개

인의 생생한 체험을 있는 그대로 탐구함으로써 인간 실존의 회복을 도모

하고자 한다. Husserl의 현상학은 이후 Heiddegger, Merleau-Ponty,

Sartre, Giorgi, van Kaam, Colaizzi, Van Manen 등에 이르기까지 현대

철학과 탐구 방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Husserl(1997)은 초기와 중기 연구를 통해 순수 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어떤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을 ‘현상학적 환원’, ‘태도변경’, ‘판단중지’, ‘선

이해’, ‘자유변경’ 등의 용어로 설명하였다. 현상학의 모토인 ‘사태 그 자

체로’ 돌아간다는 것은 현상을 기존에 밝혀진 어떤 이론이나 법칙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직관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를 현상학 용어로 재진술해 보면, 연구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선이

해’를 ‘괄호치기’하고, 객관적 학문의 이론으로 보려는 태도에서 ‘판단중

지’하여 ‘현상학적 환원’이 이루어질 때, 사태를 그 자체로 바라봄으로써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 여기서 ‘선이해’란 연구자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상

식, 과학적 지식, 그에 바탕한 추측이나 가정 등을 말한다. ‘괄호치기’한다

는 것은 연구자가 현상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한쪽으로 치워놓는 것이

다. ‘판단중지’는 하나의 태도로 대상을 ‘옳다’ 혹은 ‘그르다’와 같은 판단

을 중지하여 사태의 고유한 특성을 바라보는 것이며, 판단중지를 통해

‘현상학적 환원’이 이루어진다. ‘환원’이란, 태도변경을 뜻하는 것인데, 대

상을 물리적으로 측정하려는 자연과학적 태도에서 판단중지하고, 현상학

적 태도로 변경하면 현상학적 환원이 이루어진다. ‘자유변경’이란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인간의 사유방식으로, 임의의 대상에 대해 자유로운 상상

을 통해 결국 탐구의 대상이 ‘그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을 찾아가는 방식

이다. 현상학에서 철학적 사유의 방식으로서 자유변경은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핵심이 된다. “본질(essence)이란 그 어떤 대상들을 바로 그

러그러한 의미를 지닌 대상들로 존재할 수 있게 해 주는 어떤 것”을 말

한다(정상원, 김영천, 2014).

그런데 현상학적 연구에 관하여 하기 쉬운 오해는 현상학의 핵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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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본질’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이해한 나머지, 현상학적 연구방법

역시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근

거이론, 사례연구, 문화기술지, 내러티브연구 등과 더불어 현상적 연구

를 연구방법의 한 유형으로 소개하는 다수의 질적 연구서들(김영천,

2018; 유기웅 외, 2021; Cresswell, 2013; Van Manen, 1990; Yin, 2013)

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는 현상학적 연구의 일면을 마치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전체로

여기게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인간의 체험을 탐구 대상으로 하는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research)는 철학적 현상학(philosophical

phenomenology)과는 다르다(Van Manen, 2016).

체험을 탐구 대상으로 하는 현상학적 연구는 목적에 따라 본질적 체험

연구와 사실적(또는 경험적) 체험연구로 구분하기도 한다4)(이남인,

2014). 본질적 체험연구는 자유변경을 통해 탐구 대상이 그 대상이게 하

는 체험의 공통된 본질 구조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어 자

유변경이라는 현상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모든 심판이 경험할 수 있는 오

심체험의 공통된 본질 구조를 밝혀낸다면, 그것은 오심체험의 본질 연구

에 해당한다.

한편 사실적(또는 경험적) 체험연구는, 생활세계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

악된 체험을 하나의 경험적 사실로 간주하고, 그 사실적 구조의 해명을

목표로 하는 연구이다(이남인, 2014). 본질 연구가 다수가 경험하는 동일

한 체험의 본질적 구조를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사실적

체험연구에서는 주체가 경험하는 체험의 사실적 측면을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모든 심판에게 동일하다고 가정할 수 없으나, 한

정된 연구 대상자들이 체험한 오심체험에 대해 연구자가 자신의 선입견

을 판단중지하고, 체험 주체들이 경험한 사실적 측면과 주체들이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면 이는 사실 연구라 할 수 있다.

4) 다양한 현상학적 연구 유형에 관한 설명은 『현상학과 질적연구』(이남인, 2014),

「현상학적 질적연구 심사자를 위한 “현상학과 질적연구”」(이남인, 2019)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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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으로 본질 연구와 사실 연구가 위와 같이 구분되지만, 하나의

현상학적 체험연구 안에서 본질 구조와 사실 구조는 중첩되기도 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에서 본질 구조를 드러내는 체험은 그

자체로 사실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풍 체험을 생각해보자. 소풍

날 느낀 ‘감정’은 체험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 소풍 체험을 하면서 감정

을 갖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 감정은 체험한 사람마다 다르다.

기쁨, 설렘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불안이나 걱정 같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므로, 감정이라는 체험의 본질 요소 안에 있는

서로 다른 감정들은 체험의 사실적 요소로 구조화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오심체험의 사실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 본질 구조가 일

종의 등대 역할을 하였다. 가설을 세우는 양적 연구와 달리, 오심체험의

사실 구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연구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선

행연구를 참고하고 자유변경의 사유과정을 거쳐 오심체험의 본질요소를

도출하고 그것에 기반해 질문을 만들어, 질문으로 수집된 사실적 체험을

구조화하였다. 이 연구는 오심체험의 본질 구조를 드러내는 것이 주목적

이 아니라 학습 현상을 탐구하는데 필요한 체험의 사실적 측면을 살피는

것이 주요한 관심이었다. 특히나 오심체험이 학습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모든 심판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학습으로 이어지지

않는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대가능성을 자유변경으로 사유

할 수 있는 ‘학습 현상’은 오심체험의 본질 구조라기보다 사실 구조와 관

련되는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12명의 스포츠 심판을 대상으로 학습에

초점을 두어 자료가 수집되었기 때문에, 12명의 체험에 대한 분석이 모든

심판이 체험하는 오심의 본질 구조 전체를 규명한 것이라고 확언하기 어

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사실적 현상학적 체험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사실적 현상학적 체험연구로서 본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단계, 연구자의 지향적 관심이 되는 체험을 선택한다. 2단계, 자유변경

을 통해 해당 체험의 본질 구조를 규명한다. 체험의 본질 구조 도출에

선행연구를 참고한다. 3단계, 본질 구조에 대응하는 질문을 도출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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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체험을 수집하는 데 필요한 질문지를 작성한다. 여기서 본질 구조

및 질문은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선택하여 조정한다. 4단계, 연구자의 선

입견을 판단중지하고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다. 5단계, 수집된 자료를

주제화하고 해석의 순환적 과정을 거쳐 분석한다. 6단계, 체험의 사실적

구조가 해명된다. 7단계, 일화의 형태로 자료를 재구성한다.

이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를 체험의 본질에 관한 연구로 한정하지 않고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체험의 사실적 측면에 관해 탐구하였음

을 앞서 설명하였다. Husserl은 실증과학에 맞서, 대상의 본질을 탐구하

는 의식의 지향성을 중시하며 현상학을 제창하였고, 초기 저작에서 본질

을 탐구하기 위한 현상학적 방법을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그

의 후기 저작들은 현상학이 생활세계의 사실적 측면을 해명하는 연구임

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사태 자체를 중시하는 본질적 현상학에서 출발

하여, 후기에는 생활세계의 해명을 중시하는 생활세계적 현상학으로 논

의를 진전시켰다. 그의 초기 현상학이 순수의식의 탐구를 중심으로 하는

선험적 현상학의 성격이라면, 신체적 주관이 직접 체험하는 생활세계에

서 인식의 명증성을 찾고자 하는 후기 경향을 생활세계적 현상학이라 칭

하기도 한다(신경림 외, 2004).

생활세계적 현상학 연구를 수행하려면 객관적 학문으로 세계를 보고자

하는 태도를 변경하고, 이론이나 선입견으로부터 판단중지를 해야한다.

기존의 이론적 관점을 유보하고 오로지 생활세계에 관심을 돌리는 생활

세계적 환원을 통해 사실적 체험을 탐구하면 이는 현상학적 사실 연구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Merleau-Ponty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Husserl

이 제창한 현상학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첫째, 후설의 현상학은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또한 주어진 사

실성에서 출발한다. (중략) 마지막으로, 현상학은 우리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려고 노력하지만, 후설 후기의 작품에서 구성적 현상학이

언급된다(신경림 외, 20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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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leau-Ponty가 언급한 첫 번째 현상학의 특징은 실존주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20세기 실존주의의 등장은 철학의 관심을 이념적인 것에서

실재적인 것으로 전환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실존주의에서 추구하는 실

존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인간이라는 현실 존재이다. 이는 ‘사태 그 자

체로’ 대상을 바라봄을 강조하는 현상학과 맥을 같이 한다. 생활세계는

우리의 일상적 세계이다. 생활세계는 자연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해 세계

를 보는 것보다 앞서있는 근원적 세계이며, 모든 학문의 기반이 되는 세

계이다. 학문의 기반이 되는 생활세계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후설의

생활세계적 현상학이다. Merleau-Ponty도 현상학의 본질은 인간 체험의

세계, 즉 생활세계에 대한 이해로부터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현상학의 두 번째 특징인 ‘구성’의 의미를 살펴

보고자 한다. Husserl은 사태 자체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가 경험하는 매

일의 사태에서 한 발 떨어져 반성적으로 탐색하고, 사태 내부에 관심을

가지며 대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상학의 주된 관심은 ‘보이는 것’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드

러내는 데 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 보이지

않게 된 것들과 그 이면의 잊혀진 의도 혹은 감추어진 사유를 들추어내

고자 한다(류의근, 2016; 이남인, 2013; Merleau-Ponty, 2004).

모든 현실은 해석된 것으로서 이해는 필연적으로 그 주체의 해석을 거

친다. 해석만이 특정한 현실을 존재하게 하며, 해석되지 않은 현실은 존

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은 해석적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인간의 체험과 의식에 대한 연구는 해석적 연구로

귀결된다고 본다.

Van Manen(1990)은 Husserl의 현상학을 토대로 자신의 교육적 관심

을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진전시켰다. 해석학적 현상학에 대한 Van

Manen의 철학과 방법론은 『Researching Lived Experience』(1990)에

잘 드러나 있다. 그는 현상학과 해석학이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현상학은 한편으로 체험의 체험적 성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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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술이며, 다른 한편으로 체험의 표현들에 대한 의미 기술이라고

하였다. 체험을 현상학적으로 기술하는 순간 그것은 궁극적으로 해석이

며, 현상학적 기술의 의미는 그것의 해석에 있다는 것이다. Van Manen

이 추구하는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험의 의미

를 찾아내는 것이다.

질적 연구는 연구참여자가 해석한 경험을 다시 연구자의 관점에 근거

해 해석하여 이해하는 일종의 이중 작업이다. 연구자가 ‘사태 그 자체로’

현상을 이해한다고 할 때, 현상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 소통을 통해 구

성되는 실재라 할 수 있다. 다만, 연구자 자신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근

거해 참여자의 목소리를 예단하지 않고, 참여자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으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사태 그 자체로’ 현상에 바탕한 이해에 다다

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상학은 구성주의 접근과도 맞닿아 있다.

“우리의 의식이 이미 앞서 주어진 낮은 단계의 대상적 의미로부터 더

높은 단계의 대상적 의미를 향해 초월해가는 과정”이 구성작용이다(이남

인, 2014). 구성은 실제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사념하는 것이며,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용이다.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고 그

가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타인의 신

체적 표현을 보며 나의 의식은 그 표현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을 초월해 타인의 심리상태까지도 파악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더

높은 단계로 대상의 의미를 초월해가는 과정이 구성이고 해석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공동 작업으로서의 구성, 대상에 대한

의미 부여로서의 구성이라는 사유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구성작용은 현

상에 대한 ‘해석’과 동일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심판의 오심이라는

실패체험을 ‘사태 그 자체로’ 드러내 기술하고, 실패를 통한 학습의 의미

를 연구자가 해석의 과정을 거쳐 구성해 나가는 본 연구는 실존주의와

구성주의, 해석학적 전통을 수용하고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논리에 따라

수행한 현상학적 체험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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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수행 절차

본 연구는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현상을 드러내고자 한 연구이다. 이

러한 연구 관심은 양적 연구처럼 연구 가설과 결과가 예상되는 것이 아

니다. 현상에 대해 사전 지식이 없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현상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할 때, 질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조용환, 1999). 때

문에, 이 연구는 질적 연구로 수행하였고, 질적 연구 가운데 어떤 질적

연구 패러다임이 가장 적합할지가 연구의 첫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

한 문제였다.

지금까지 학습연구에서 실패체험이 지닌 학습의 의미는 그다지 드러나

지 않았다. 대개 실패체험은 은밀하게 가려져 있고, 드러난 큰 실패는 단

지 실패로 각인된다. 심판의 오심이 그러하다.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심판의 오심은 완벽한 실패이며 비난의 대상이 된다. 불명예스러운 사건

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실패를 직접 체험한 심판들에게도 실패는 가치

없는 경험일까? 그 경험이 심판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 실패를 성

장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에 관한 탐구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심판의 실패학습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에서 이

는 다분히 모험적인 시도였다. 연구의 대상자들은 실패체험을 떠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고, 자기 보호 심리로 실패체험을 솔직하게 언

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더욱이 실패를 학습에 가치 있는 체험으로 기

억하고 있을지 연구의 시작 단계에서 확신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다행스럽게도 모든 연구참여자가 실패를 의미 있는 체험

으로 기억하였고, 그 의미의 핵심에는 바로 학습이 자리하고 있었다. 인

간은 실패체험도 자신의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존재라는 연구

자의 믿음이 연구에서 확인된 셈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이

연구의 시작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발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 연

구의 출발점처럼 모호함의 가운데에서 연구의 시작점을 찾고 있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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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한 걸음 동행하는 마음으로 본 연구의 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

고자 한다.

1) 계획 단계

이 연구의 수행단계는 계획, 준비, 실행, 정리 단계로 구분된다. 계획

단계는 연구자가 생활세계에서 갖고 있던 희미한 문제의식을 연구로 발

전시키기 위해 학술 언어로 기록된 연구물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되었

다. 계획 단계에서 시작한 문헌 분석은 이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심판과 실패라는 중요한 두

주제의 연구물들이 단단한 연구 영역을 구축하고 있지 않아, 흩어져 있

는 지류들을 살피고 정리하기 위해 보고서가 정리되는 시점까지 문헌연

구 작업을 지속하였다.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현상

학은 우리가 직접 겪은 대로의 세계, 생활세계를 해명한다는 점, 사실적

체험의 구조와 체험이 갖는 의미를 탐구한다는 점 등에서, 심판이 현장

에서 직접 겪는 오심체험과 그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지향

점과 잘 맞았다. 그러나 연구방법에 대한 고민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에도 계속되었다. 연구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데 첫째 이유는

현상학을 심층적으로 다룬 강의를 접해보지 않아 현상학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고, 둘째 이유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다

수의 개론서나 학술서들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

는 연구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상학과 관련된 학술서적과 논문들을

근거이론과 같은 다른 질적 연구 학술서적과 비교하며 탐독하면서, 방법

론을 정립하였다. Glaser(1978), Strauss와 Cobin(1996), Charmaz(2013)

등이 추구하는 각기 다른 방식의 근거이론과 현상학 연구방법의 차이를

이해하는 접근이 본 연구문제와 적합한 연구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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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질적 연구 전문가들에게 수강한 구술사, 문화인류학 연구, 생애

사, 사례연구 등 질적 연구방법들도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울러 대학에서 제공하는 현상학 특강 수업을 선택해

이론과 실전 수업에 참여하여 연구방법의 기틀을 다졌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폭넓은 탐색의 결과로 두 번째 문제가 자

연스럽게 해결되었다. 현상학이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현상학적 연구를 인간의 사실적 체험에 관한 탐구라는 개념으

로 확장하며 연구방법과 절차를 스스로 정당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관점의 확장에 Van Manen(1990)의 『Researching Lived

Experience』와 『현상학과 질적 연구』(이남인, 2014) 두 저서가 큰 도

움이 되었다. 이에 관한 논의는 앞서 ‘연구방법’ 부분에 언급한 바 있다.

연구의 계획 이전에 연구방법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추는 것이

연구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는 기본 자질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들은 논문을 작성하면서 해당 연구방법

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도 현상학에 관한 부족

한 이해에서 출발하였으나 문헌연구와 대학 강의 및 특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과 연구방법 전문가에게 외부 감사를 받는 과정을 병행하

면서 방법론을 단련해나간 연구임을 밝힌다. 계획 단계와 준비 단계에서

연구방법에 관한 탐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2) 준비 단계

준비 단계에서 사전 면담, 설문지 수정, 연구참여자 선정기준 검토 등

을 통해 연구 설계 검토 및 수정이 이루어졌다. 준비 단계에서 사전 면

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 IRB 심의를 받았다. 2020년 10월

IRB 승인과정에 착수하여, 2020년 11월 서울대학교연구윤리위원회 심의

를 득하였다(승인번호: IRB No. 2011/003-009). IRB 승인을 얻은 직후

사전 면담을 실시하여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를 최우선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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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연구 설계 검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였다. 2020년 12월 사전

면담 참여 대상자를 섭외하고, 2021년 1월 첫 번째 사전 면담을 실시하

였다. 본격적인 연구 수행 이전에 사전 면담을 하여 설문지 내용의 적절

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연구 설계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확인

해 보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본격적인 연구 실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잠

재적인 취약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사전 면담 질문에서 마주친 연구자의 고민은 실패라는 현상을 어떻게

결과로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본 연구의 핵심을 질문으로

표현하면 ‘당신은 실패를 통해 무엇을 학습했습니까?, 어떻게 학습했습니

까?’ 혹은 ‘실패학습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바로 던지면 참여자는 답변하기 곤혹스러워하였다. 실패는 계획된 것도

아니고, 명시적인 학습 과정으로써 학습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학습도

아니기 때문이다. 학습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과정이 은연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간명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다5). 오심이 배

움에 중요한 체험인 점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오심체험과 학습을

잘 드러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어려운 과제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의식에 나타나는 대로의 현상을 해명한다. Van

Manen(1990)은 의식에 나타나는 것이 상상적이든, 현실적이든, 주관적으

로 느껴진 것이든, 측정할 수 있든,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현상

학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상상이나 사유와 같이 눈에 보

이지 않는 것을 현상학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내되

어 있지 않다.

오심체험을 사건으로서 그 현상을 기술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실패

체험 뒤에 내재하는 학습을 현상으로 바라보고 기술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체험을 한 당사자도 그 체험으로 어떻게 학습하였는

지를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이라는 현상이 시작과

5)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어서 고맙고 좋았다는 연구참여자의 반응이 있었다. 연

구참여자들이 면담을 계기로 실패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발견한 점에서 이 연구는 연

구자와 참여자 모두에게 교육적 경험이 되는 교육연구의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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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고, 머리와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심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자 자신도 그것을 언어로 명료하게 표현

하기는 쉽지 않다.

Van Manen의 이론적 접근에 따르면 학습이라는 의식적 현상도 현상

학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연구자의 실제적 접근에서 그것을 기

술하는 방법은 간단하지 않은 해결 과제였다. 사전 면담에서 연구자가

찾아낸 해결점은 실패학습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실패라는 현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

해 선택한 현상학적 방법으로 오심체험의 10가지 구조6)를 상정한 뒤, 각

구조에 해당하는 질문을 생성하고, 질문지를 제작해 활용한 것이다.

체험의 10가지 구조에 입각해 생성한 질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하

였다. 첫째로 그 자체로 참여자들이 경험한 오심체험의 사실적 측면을

해명하는 방법이 되었다. 둘째로, 참여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오심체험

을 떠올리는 길잡이 역할을 함으로써,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학

습경험을 자연스럽게 회상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학습에 관한 질문을 하

기에 앞서서 실패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하다 보면 그와

관련해 자신이 배워나간 것들이 자연스럽게 행간에 혹은 표면으로 따라

올라왔다. 종국에는 그러한 경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서도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전개 방식은 오심체험

의 본질 구조에 바탕을 둔 질문지가 그 길잡이가 되었고, 사전 면담을

통해 그 방식의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사전 면담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면담 질문지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참여자가 이해하기 쉽고 충분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문항

순서나 기술방식을 수정하는 데 있다. 사전 면담을 통해 연구 대상자에

게 적절한 질문을 선별하고, 보완할 질문을 보충하였고, 질문의 흐름과

문장의 기술을 참여자 친화적 방식으로 유연하게 수정한 뒤에, 수정한

면담 질문지로 본 연구에 임하였다. 두 차례 실시한 사전 면담으로 녹취

6) <표 3-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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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료는 48시간 이내에 전사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

설계가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지 점검하고, 현상학적 연

구방법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3) 실행 단계

참여자 모집과 자료 수집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순차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한 참여자의 자료 수집과 자료의 코딩을 한 뒤

에, 그다음 참여자를 섭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자료 수집을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한 이유는 오심체험과 학습이라는 본 연구 주제가 기존 학술 연구에

서 거의 다뤄지지 않은 초기 연구의 성격을 지녀 발견적 질적 연구의 속

성을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도중 참여자 선정이나 질문 문항 등 연

구 설계의 수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연구참여자에 대한 면담을

끝마치고 일차 분석을 한 뒤에, 다음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면담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실행하였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심판 SNS 커뮤니티에 모집 공고문(부록 2. 참조)을

게시하여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올림픽 종목 국제심판으로 모집하였

다. 참여자 모집공고문은 2021년 6월에 네 차례 게시하였다. 먼저 국민체

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국제심판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수료한 6기 교

육생의 SNS 커뮤니티(회원 19명)에 게시하고, 같은 기간 심판 온라인

카페(회원 36명)에 홍보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다음으로, ‘국제심판역량

강화 교육과정’ 7기 교육 기간 중 직접 연구 홍보 시간을 협조받아, 교육

대상자들에게 ZOOM을 통한 비대면 홍보(참석자 13명)를 시행하였다.

홍보 시간 할애는 해당 교육 담당 실무자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연구목적

을 설명하고,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허락을 받은 후에 이루

어졌다. 마지막으로, 제39기 클린 심판 아카데미 SNS 커뮤니티(회원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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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에 연구 홍보 게시글을 올려 협조를 요청하였다. 네 차례에 걸쳐 단

체 홍보가 이루어졌고, 그 밖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다음 참여자를 추천

받는 눈덩이 표집 방식을 병행하여 참여자 모집이 진행되었다. 참여자를

모집할 때 연구 참여 여부가 각 단체와 관련이 없으며, 어떠한 영향도 미

치지 않음을 분명히 공지하여 연구 참여의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다.

총 열네 명의 연구참여자가 선정되었고, 열세 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하여 열두 명의 자료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참여자 가운데 한 명의

면담 내용은 오심체험의 구체성이 부족해 자료의 불충분성으로 결과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마지막 연구참여자로 선정된 심판 1인은 2021년 10월

로 면담을 약속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면담 철회 의사를 밝혔다. 종

목 유형을 고려하여 면담을 계획한 투기형 종목 심판이었으나 연구에 참

여하지 못했다. 그런데 면담 일이 이전에 기존 자료를 일차로 분석하고

종합한 결과, 종목이나 유형별로 구분되는 특이점은 없었고 본 연구목적

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에 충분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졌다고 여겨

져, 열네 번째 참여자 면담은 시행하지 않고, 열세 명의 자료 수집으로

면담을 종료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과 연구 개요에 대해 안내

하고, 모두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은 순환적

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은 녹취되었고, 녹취 자료는 모두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다. 전사는 면담 후 48시간 이내에 실시하여 연구자의 기

억이나, 자료가 주는 비언어적 의미까지 소실되지 않고 최대한 면담 당

시의 구술 그대로 담아내고자 노력했다.

연구 일지로 연구 일자별 연구 수행 중요 사항들과 연구자의 짤막한

소회들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연구결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료 분석의

핵심 사항들은 연구 일지와 별도로 연구 노트에 기록하였다. 아래는 연

구 일지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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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연구 일지 1

연구 수행과정은 연구자에게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학습의 과정이었다.

심판이라는 대상과 그들이 겪은 매우 독특한 삶의 경험을 연구자의 선입

견을 배제한 채 ‘사태 자체’로 기록하고 참여자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해

기술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순환적 해석 과정에서 연구자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병렬적으로 이루어졌고, 연구 수행의 전 과정이 연구자에게

교육적 의미를 지니는 성찰의 과정이 되었다. 자료 수집에 활용한 면담

지 구조와 자료 수집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제3절에서, 자료

분석에 대한 사항은 다음 제4절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4) 정리 단계

정리 단계에서 자료의 분석과 해석의 순환적 과정을 통한 결과 도출이

이루어졌고, 질적 글쓰기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현상학 연구에서 분석에

등장하는 의미 단위들은 자료 분석의 단계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

다. 이는 근거이론의 논리와 큰 차별점이다. 본 연구를 계획할 당시 연구

방법으로서 현상학 연구와 근거이론 연구 가운데 어떤 질적 연구방법이

더 적합할지 많은 시간, 자료를 검토하고 점검하였다.

근거이론도 학자마다 조금씩 궤도를 달리해서 전개되고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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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자는 근거이론의 논리에 충실하게 연구가 진행되려면, 연구의 문

제와 의미 단위의 발견 등이 수집된 자료 안에서 발현되어야 한다는 입

장을 지지하게 되었다. 근거이론을 처음 주창한 Glaser는 연구주제의 선

정에서부터 ‘출현(emaergence)’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이 근거이론이라는

입장이다. 근거이론 연구자는 관심 있는 실체영역으로 들어가 연구문제

가 ‘출현’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연구문제를 가지지

않은 채 실체영역에 들어가 보면 연구참여자들의 주된 관심사(main

concerns)와 중심문제(main problem)가 출현한다는 것이다(Glaser,

2014).

그러나 본 연구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오심체험의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고, 그 양상을 ‘학습’의 측면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있었다. 자료를 분석할 때, 수집된 자료 안에서 주

제를 도출하고 그 관계와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하지만, 여전히 연구자는 학습이론에서 논해온 이론적 개념들의 비

판적 검토에 바탕해 ‘실패학습’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의 지향점을

분명히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문제의 ‘출현’의 논리를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근거 이론에서 개방코딩 단계에서 의미 단위들이 ‘출현’하는 양상

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 의미 단위들은 자료 분석의 단계에서 처음으로 등

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연구주제를 정할 때 가지고 있던 연구 관심에 따

라 모호했던 의미 단위들이 전사 자료 분석 과정에서 면담자료에 근거해

다시 주제화되고, 이를 문헌을 통해 검토하고, 다시 수정 보완하는 순환적

과정들을 거쳐서 자료 분석과 결과 도출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정리

단계는 결과를 도출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글쓰기 단계를 일종의 교육적

과정으로 바라본 현상학적 연구자인 Van Manen의 시각과도 부합한다.

본 연구의 전체적 일정은 <표 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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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연구 수행단계 및 기간

기간 

단계

2020년 10월~ 2021년 12월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획

문헌 검토

연구 주제 

선정 및 설계

IRB 신청 및 

승인

준

비

사전 면담 

설계 및 설문 

수정·보완

실

행

참여자 모집

자료 수집

자료 분석

정

리

결과 도출

논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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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자 및 연구참여자

1. 연구자의 주관성

질적 연구로 수행하는 학위논문에서 연구자는 집필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연구를 계획하는 기획자 역할에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 도구로 쓰이며, 연구결과로 구성된 이야기 전달자 역할까지 오롯이

해내야 하는 주체이다. 특히 연구자는 자료 분석의 연구 도구가 되므로,

연구자의 배경을 드러냄으로써 이 연구의 성격과 한계를 독자 나름으로

이해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자는 배드민턴 국제심판이다. 그런데 스포츠 심판이기 이전에 학

문의 길에 먼저 들어선 교육학 연구자이다. 연구에 몸담기 전, 20대와 30

대는 공립중등교사로서 국어 교과를 가르쳤다. 재진술 하자면, 교육자라

는 정체성을 갖고 교육 연구를 시작했고, 교육학자의 관점에서 스포츠

현장을 바라보게 되었다.

다소 이질적으로 보이는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지닐 독자들을 위해 심

판에 입문하게 된 맥락을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연구자는

대학원 과정 중 『몰입』(황농문, 2007)을 읽고, 학문에 더 몰입하기 위

한 취미로 배드민턴을 시작했다. 하루 30분 이상 땀 흘리는 운동은 우리

두뇌를 활기차게 한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사람은 알고 있으리라.

연구자는 스포츠 심판이지만 엘리트(elite) 선수 출신도 아니고, 여러

스포츠를 즐겨온 편도 아니다. 교사이지만 체육을 전공하지 않았고, 체육

을 가르쳐본 적도 없다. 운동이 몰입에 도움이 된다는 가설을 스스로 시

험해보려고 집 근처 학교 클럽에 가입해 배드민턴을 시작했고, 우리나라

에서 개최되는 배드민턴 국제대회에 라인저지(line judge)가 부족하다는

클럽 공지글을 보고, 지역 봉사의 의미로 대회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

어 심판이 되었다. 소위 말하는 배드민턴 마니아(mania)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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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심판으로서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스스로 더 배워

야 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또한, 심판들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부족은 해결 과제라 여기고 있다. 그렇게 배드

민턴계에 입문하여 배드민턴과 심판에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고, 심판 교

육현장을 몸소 체험하면서, 기존의 체육교육학이나 평생교육학에서 다루

지 않은 문제의식이 발현될 수 있었다.

연구자의 경험이 이 연구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되었을까? 배드민턴 국

제심판이라는 연구자의 배경은 연구 진행 과정에서 장단점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첫째로, 연구 문제의식의 발현은 연구자의 독특한 이력에서 출발

했음을 앞서 언급하였다.

둘째로, 참여자 모집에서 심판 집단에 접근하기 쉬웠다. 미국의 경우

NASO(National Association of Sports Officials)라는 심판 협회를 중심

으로 심판이 조직화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심판 협회가 따로 없

어서 일반인이 심판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는 방법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중앙 단체가 없이 종목별로 심판들이 연결되어 있을 뿐이어서 분

야 밖에서 접근하기 어렵다. 이 연구의 참여자 대부분 배드민턴이 아닌

다른 종목이어서 연구자 역시 참여자 모집이 쉽지는 않았으나, 연구자

는 심판으로서 모집에 대한 현실적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고, 대안들을

시도할 수 있었다.

셋째로, 자료의 충실성 측면이다. 연구자가 심판이라는 점은 면담자와

신뢰를 형성하고 오심 체험을 수집하는 데 장점이 되었다. 오심은 심판

에게 때로는 불명예스럽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체험이다. 게다가 오심에

대한 외부자의 시각은 대부분 부정적이므로, 오심체험이 연구에서 다뤄

질 때 그 결과가 심판을 부정적으로 그려낼 것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크

다면 솔직한 체험의 진술이 어렵다. 실제로 참여자 모집 과정에서 연구

의도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심이라는 소재를 듣고 면담 자체를

정중히 거절하는 심판도 있었다. 민감한 주제를 탐구할 때 소외된 참여

자들은 내부자에게 접근을 허용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에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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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배경은 자료 수집에 도움이 된 측면이 있다.

넷째로, 내부자의 지위를 얻은 외부자의 관점으로 면담을 수행할 수

있었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너무 친숙한 대상이나 환경보다 낯선

장면으로 들어갈 것을 권장한다. 익숙한 장면에 대한 선이해가 오히려

자료 수집에 방해될 수 있다. 그런데 연구자는 스포츠 심판이기는 하지

만 배드민턴 심판 경력이 길지 않고, 다른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아 여타 종목들의 다양한 상황들이 매우 낯설었다. 따라서 연구자의

선입견을 판단중지하는 ‘현상학적 태도’ 변경과 연구참여자의 면담 하나

하나를 놓치지 않고 흥미롭게 경청하는 ‘면담자로서 태도’ 유지가 가능하

였다. 그리고 활동 영역이 서로 다른 종목이어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

간 권력 관계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연구하는 것이 가능했다.

다섯째, 연구자의 선이해가 연구에 작용한 측면으로, 연구자는 심판들

이 사용하는 스포츠 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다. 스포츠 용어들은 국

제규정에 따라 사용되므로 심판들이 면담에서 영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

가 많았다. 한 종목의 규칙을 알고 있다면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를 이

해하기 쉽고, 경기의 흐름, 경기와 관계한 사람들, 경기 전후의 준비사항

등등과 관련해 스포츠 맥락이 지닌 특징들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참여자

면담의 흐름을 끊거나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면담 흐름이

이어지도록 참여자의 대화를 경청할 수 있었다. 한편, 연구자가 알고 있

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예측하여 대답하지 않고 참여자의 답변을 끝까지

경청함으로써 연구자의 선이해가 개입되어 참여자의 답변이 중단되지 않

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서 스포츠 심판에 대해 낯설게

하기나 선입견의 배제에 제한이 따랐을 수도 있다. 혹은 연구참여자의

응답이나, 연구자의 분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편향되었을 우려도 없지

않다. 다만, 연구자는 내부자가 지닐 수 있는 단점을 알고, 최소화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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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참여자

양적 연구에서 대상선정은 크고 무작위적인 데 반해서, 질적 연구에서

대상선정은 대부분 목적이 있으므로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작은

사례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소수 사례로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는 질적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선택 방법으로 Patton(2002)은 ‘정보가 풍부한 사례’

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오심의 체험과 학습 현상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현상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넓혀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 목적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을 사용

하였다. ‘준거에 기초한 사례’ 선택에 부합하는 목적표집에서는 사례를 선

택할 때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기준을 설정하고 적용한다(Merriam, 1994).

이 연구에서 목적 표집을 위해 사용한 기준은 오심체험이 있는 올림픽

정식 종목의 심판으로, 총 경력 5년 이상, 국제심판 자격이 그 기준이다.

선행연구를 참고로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대상이라면 심판의 실패경험

을 수집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5년을 최소 충족 기준으로 설정하

였다. 김동현, 이광호, 류상호(2012)는 프로농구 심판들의 오심 경험에 관

한 연구에서 참여자 선정기준을 최소 5년 이상의 심판경력을 가지고 있

는 프로심판으로 선정하고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발견적 질적 연구의 논리에 따라 진행되었고, 연구참여자

선정에 대해서도 연구 설계 시점부터 마지막 연구참여자가 결정될 때까

지 수정 가능성을 고려하며 진행하였다. [그림 3-2]는 참여자와 관련해

연구자가 기록한 연구 메모의 일부이다. 연구 설계 당시에는 5년 이상

의 국제심판으로 준거를 설정하였고, 처음 설정한 준거는 그대로 유지

하였다.

다만 다양한 스포츠 종목 가운데 한 종목 심판으로 자료를 한정하는

것과 여러 종목의 심판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각각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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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열어두고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오심이라는 체험이 잘 드러날

것으로 추측되는 종목을 먼저 연구 대상자로 삼았다. 구기형 종목과 네

트형 종목 심판들이 그 대상이 되었다. 그런데 자발적 연구참여자 모집

에서 기록형 종목의 참여자가 섭외되었다. 면담을 실시하고 나서 기록형

이나 채점형 종목도 심판의 오심체험의 속성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판

단해 추가하는 방향으로 대상자 모집을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종목 유

형 중 빠져 있는 투기형 종목 심판을 눈덩이 표집으로 추천을 받아 5가

지 종목 유형 전체에 걸쳐 연구 대상자를 면담할 수 있었다.

[그림 3-2] 연구 일지 2 : 참여자 선정 준거

스포츠 종목은 매우 다양하므로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고려에

서 올림픽 종목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올림픽 종목은 올림픽 프로그램

위원회(Olympic Programme Commission)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그 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다. 올림픽 종목의 선정은 가

치 증진, 역사와 전통, 보편성, 대중성, 발전성 등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올림픽 종목은 스포츠 종목의 대표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에 종목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국제심판을 자격으로 선정한 이유는 국제심판은 매우 우수한 성인 학

습자로서 자질을 충분히 갖추어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제심판은 국내심판 경력뿐 아니라 국제심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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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부단한 학습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켜 온 대상들이라 할 수 있다. 국제심판은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

가로 인정받은 사람이다. 국내심판에 입문하는 길은 관심이 있는 성인

학습자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지만 국제심판으로 승급하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종목별로 세부적인 승급의 단계와 절차에 차이가 있으나, 대

체로 유사한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국제심판이라는 연구참여자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종목을 예로 들어 심판 자격취득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의 경우, 국내심판은 3급·2급·1급으로 구분되어 있

다.7) 국내심판 중 1급이 최상위 등급이며, 국제심판은 1급 국내심판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한다. 심판은 지필 시험과 실기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

여받는다. 국내 3급의 경우 지필, 실기 각 70퍼센트 이상의 점수를 획득

해야 심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국내 2급은 3급 1년 이상 경력, 300매

치 심판 참가 이상의 경험을 지닌 자 가운데 심판위원장이 자격이 있다

고 추천한 자에 한해 지필과 실기 시험을 치를 수 있고, 각 80퍼센트 이

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승급한다. 실기 시험은 실제 대회에 심판으로 참

가해 심판 업무 수행 전반을 평가받는 방식이다. 국제심판 시험은 국내

2급 이상이면 응시 자격을 갖추게 되지만, 협회에서 추천한 자에 한해

응시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제심판은 먼저, 대륙(아시아·유럽·오세아니아 등) 심판을 거쳐 세계

연맹 심판으로 승급하는 절차를 따른다. 우리나라에서 국제심판이 되는

첫 관문인 아시아연맹 심판 시험은 예비 시험과 본 시험으로 나뉜다. 아

시아 지역을 동과 서 두 지역으로 나누고 동쪽 구역에서 개최되는 대회

한 곳, 서쪽 구역에서 개최되는 대회 한 곳에 해당 지역 심판들이 모여,

심판으로 참가해 예비 시험을 치르고, 여기서 통과한 사람들을 한 대회

에 모아 아시아대륙 본 시험을 치른다. 보통 국가당 한 명의 심판이 예

7) 해당 예시는 대한배드민턴협회 홈페이지(http://www.koreabadminton.org)와 연구자

체험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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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시험에 참여하고, 예비 시험에서 탈락하면 본 시험에 응하지 못한다.

이론과 실기 모두 영어로 실시하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제대회

에서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므로,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제2외국어로 사

용하는 학습자들에게 상당한 학습량이 요구된다. 규정에 대한 완전한 암

기와 이해를 포함해, 평가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제공되는 피드백에

따라 단시간에 수행의 수준을 높여야 하므로 보통 이상의 인지 능력과

친화력, 전문가 수준의 심판 역량이 요구된다. 특히나 스포츠 규정은 헌

법과 같이 수 세기 동안 변하지 않는 고정된 표본이 아니다. 시대와 환

경 변화에 맞춰 조금씩 변화되고 개정되기 때문에, 규정이 바뀔 때마다

심판들은 새로운 규정을 학습해야 한다.

이처럼 국제심판은 스포츠 분야에서 평생 학습자로서 우수한 자질을

갖춘 대상들이다. 즉, 자신의 실패에 대해 성찰하고, 학습하고, 적절히 표

현하는 언어 전달 능력을 지녀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으

로 여겨지므로, 실패와 학습을 탐구하는 본 연구의 참여자로서 매우 적

합한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2018년 우리나라

국제심판은 전체 심판의 2.39%(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18)로 직무상

수행의 수준이 상위 3%에 해당하는 대상들이다. 이상의 조건을 참조하

여 본 연구에서는 심판 총 경력 5년 이상이며 현재 올림픽 종목 국제심

판으로 활동하는 대상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 수를 선정하는 데 참고한 심판 체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들에서 연구참여자 수는 7명에서 15명 사이였다(Friman et al., 2004;

Jacobs et al., 2020; Ridinger, 2015; Tingle et al., 2014). 여느 질적 연구

와 달리 현상학 연구에서 자료의 포화(saturation)는 불필요하다(Hayes

& Singh, 2012). 현상학 연구는 이론을 형성하기보다 참여자의 경험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Hayes & Singh,

2012). 이 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연구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례로 열두

명의 사례가 최종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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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참여자
종목

유형

국제심판

경력(년)

심판 총

경력(년)
성별 나이

1

구기형

15 18 남 40대 중반

2 4 10 남 20대 후반

3 1 7 여 30대 초반

4 10 13 남 30대 중반

5

네트형

13 16 여 50대 중반

6 9 17 여 30대 후반

7 19 27 여 50대 초반

8
기록형

10 15 남 40대 중반

9 5 36 남 70대 초반

10
채점형

2 17 여 50대 초반

11 14 21 여 50대 초반

12 투기형 5 16 여 40대 중반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표 3-2>와 같다. 연구참여자 종목은 대한

체육회에서 구분하는 다섯 가지 종목 유형을 포괄하도록 선정하였다. 세

부 종목으로는 농구,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수구, 조정, 탁구, 태권

도, 피겨스케이트, 핸드볼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로 각 종목에서 활동하는 국제심판이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개인 정보를 정확히 드러낼 경우, 참여자를 가명으로 표기하

더라도 특정 심판을 쉽게 유추해 낼 우려가 있다. 국제심판이 희소할

뿐 아니라 한 해에 국제심판이 되는 인원이 한 명 안팎으로 매우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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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에 성별과 국제심판 경력이 공개되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

은 대체로 해당 심판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쉽다. 심판경력은 본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중요 정보라고 여겨 정확히 기재하는 대신

종목명을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

해 다음의 조치를 하였다.

<표 3-2>에 연구결과에서 사용한 연구참여자 가명을 쓰지 않고 연구

참여자를 번호로 표시하여 독자들이 연구참여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하였다. 심판이 활동하는 종목을 기록하는 대신 구기형, 네트형

과 같이 종목 유형으로 기재하였다. 나이를 초반, 중반, 후반으로 범주

로 나타냈다. 면담 내용 중 종목명을 직접 언급한 경우 종목명칭 대신

‘○○○(종목명)’으로 표시하였다. 그 밖에도 연구에 제시되는 면담 인용

자료에서 가급적 심판 활동 종목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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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수집

1. 자료 수집 방법

연구 자료의 수집은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 시 연구자의

질문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참여자의 답변에 대해서도 개방적 태도를 견

지하고 수용적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졌다.

질문은 참여자의 경험을 알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며, 그 답을 예상하

여 유도하거나 답변의 범주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가 개방적 태

도로 면담에 임함으로써 참여자의 이야기 흐름을 끊지 않고, 자신의 경

험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떠오르는 대로 최대한 풀어낼 수 있도록

하여 ‘사태 그대로’ 현상을 이해하는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1년 1월～9월이다. 1월～3월 사이에 사전 면담으

로 두 차례 면담을 하였다. 4월부터 9월까지 매달, 최소 1회에서 많게는

3회의 본 면담이 이루어졌다. 하나의 면담을 전사하고 일차 분석을 한

뒤에 다음 면담을 하는 순차적 방식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 수집과

분석 기간이 집중되기보다 적절한 분석 기간을 두어 각 사례를 충실히

다루고자 하였다.

연구 초기에 실시한 사전 면담도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결과분석에 포함해 활용하였다. 보충

질문은 전화로 추가 시행하였다.

면담 방식은 연구참여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대면 또는 비

대면 면접으로 실시하였다. 열두 명의 참여자 가운데 두 명의 참여자가

비대면 면담을 희망하여 줌(Zoom)으로 실시하였다. 면담 시작 전에 녹화

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 줌(Zoom)에서 제공하는 녹화 기능을 활용해 음

성 파일로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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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명의 참여자는 참여자 거주지 인근 카페로 연구자가 찾아가 대면으

로 면담이 이루어졌다. 녹취는 휴대전화와 Voice Recorder(MP3 player),

두 개의 전자기기를 활용해 기기 오작동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한

자료의 유실이 없도록 준비하였다. 1회 면담 시간은 짧게는 한 시간에서

길게는 네 시간 동안 이뤄졌다. 연구참여자 가운데 두 명은 두 차례 대면

면담을 실시하였고, 한 명은 세 차례 대면 면담이 이루어졌다. 여섯 명은

추가 전화 면담을 실시하였다. 녹취한 모든 면담 자료는 연구자가 48시간

이내에 전사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의미가 소실되지 않고 충실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생성된 전사 자료는 한글프로

그램으로 총 245쪽 분량(한글파일, 줄간격 160, 글자크기 10pt)이다.

면담 시 보조자료로 인터뷰 프로토콜(부록 1. 참조)을 준비하여, 면담

절차 상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함과 동시에, 언어적·비언어적 특이

사항들을 메모로 남겨 연구자가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는 시점까지 참여

자 응답을 충실히 기억할 수 있는 보조자료를 확보하였다. 또한, 연구 일

지를 기록하여 면담 이후에 남아 있는 잔상들과 성찰들을 기록하고, 다

음 연구에 주의할 점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부적으로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연구자의 태도변경과 판단중지라는

현상학적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유념하였다. 연구자의 선이해나 선입견

이 참여자의 면담에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참여자의 면담이 시작

되는 순간 오로지 면담에 집중함으로써 생활세계적 환원이 이루어지도

록 주의를 기울였다.

먼저, 참여자의 대화에 집중하고 연구자의 선입견을 판단중지하고 참

여자의 응답을 그대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참여자의 대답 도중 말을 끊

지 않고 대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뒤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응답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부정하는 과도한 반응을

표출함으로써 참여자의 응답 방향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의 대답이 모호하거나 논리적 비약이 있다

고 여겨질 경우,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재구성한 답변을 되묻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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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쳐 연구자의 선입견이 작용해 참여자의 뜻과 다르게 이해한 것

은 아닌지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실패나 학습에 관련된 연구자의 가정

은 면담에서 괄호치기 해야 함에 주의를 기울여, 참여자의 답변을 특정

한 방향으로 유도하지 않도록 했다.

자료 수집에서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는 연구참여자들이 특정 오심체

험을 떠올리는 것을 어려워하였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응답했다가 다른 화제나 질문으로 응답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구

체적인 체험을 떠올려 이야기해주는 경우에는 자료 수집이 무난히 이루

어졌다. 부정적인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참여자에

게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에 주의를 기울이며 면담을 하

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유연하게 질문을 함으로써 참여자가 답변하

는데 심리적 압박이나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참여자가

특정 기억을 회상하고 싶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경

우 최대한 참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참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연

스러운 반응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 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도 작성하였으나 면담이 종료될 때까

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오심체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참여자가

있었다. 이 한 명의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최종적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열두 명 연구참여자의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수집된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2. 자료 수집 도구

이 연구는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심판이 체험한 오심

의 사실적 측면을 해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오심체험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을지에 대한 검토와 사유가 필요하였다. 오심체험의

요소를 가정할 수 있다면, 그 요소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제작해 면담

하고, 오심체험의 사실 구조를 해명하는 충분한 자료 수집이 이루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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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든 오심체험의 요소가 ‘체험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한

개인의 오심체험에서 ‘체험한 시간’이 어떠했는지 질문을 함으로써 개인

이 생활세계에서 체험한 오심체험의 구체적 자료를 수집하고, 그 체험

에 내재하는 시간의 속성을 해명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열두 명

의 심판의 사실적 체험을 면담을 통해 묻고 기술하기 위해서, 먼저 오

심체험의 어떠한 요소들을 살펴보아야 할지를 탐색하였다.

해석학적 현상학의 기틀을 잡은 Van Manen(1990)은 관계성(lived

relation: relationality), 신체성(lived body: corporeality), 공간성(lived

space: spatiality), 시간성(lived time: temporality)이 생활세계의 기본 구

조라고 하였다. 모든 인간 존재가 세계를 경험할 때 네 가지 실존적 근

거가 기본이 된다는 것이다. 이후 저작에서 물질성(lived things and

technology: materiality)을 실존적 근거로 추가하였다(Van Manen, 2016).

국내 현상학 연구에서 이남인(2014)은 여행 체험을 예로 들어 체험이

지니는 본질적 속성을 최소 11가지 요소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만

일 이탈리아 여행을 현상학적으로 연구한다고 할 때, 여행 체험의 본질

을 구성하는 요소로 체험의 주체, 지향적 대상으로서 체험된 대상, 변화

와 전개 과정, 체험한 몸, 체험한 시간, 체험한 공간, 체험한 관계, 동기

와 목적, 사회적·역사적 맥락, 주체의 가치평가, 주체의 삶에 대한 의미

라는 11가지가 그 요소이다.

개인이 어떤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 체험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각기 다

를 수 있다. 오심체험의 구조는 자유변경을 통해 순수한 의식의 세계 안

에서 도출될 수도 있고, 이러한 의식작용이 타당한 결과로 이어지려면,

그 체험 세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떤 대상에 대해 충분한 사

전 경험이나, 문헌을 통한 간접 경험이 누적되어 있다면, 자유변경이라는

사유과정을 통해 체험의 본질 구조를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이 현상학의

이론적인 접근 방식이다. 그런데 심판의 오심체험은 매우 독특한 심판

고유의 경험이다. 지금까지 그 체험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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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하기 충분할 만큼 문헌 자료가 누적되어 있지 않으며, 이런 이유로 지

금까지 미지의 영역에 있는 오심체험을 해명하기 위해 이 연구가 시작되

었다. 즉 오심체험의 요소를 분명히 아는 상태로 연구를 시작한 것이 아

니라, 연구를 통해 체험의 구조와 사실적 체험의 양상을 규명해 나가는

것이 연구목적이었다. 그리고 질적 연구는 자료에 근거해서 연구 대상의

속성과 특징을 발견해나가는 연구이기도 하다.

오심체험의 구조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담 질문을 도출하기 위

해 기존의 현상학 연구에서 밝힌 체험의 본질 구조를 참고하였다. Van

Manen이 제시한 생활세계의 실존적 근거와 이남인이 언급한 여행 체험

의 본질 구조를 참고해, 열 가지 체험의 요소를 면담 질문의 구조로 선

택하였다. 그리고 연구주제를 고려하여 각 요소를 탐색할 수 있는 질문

을 추가적으로 생성하여 면담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연구자가 면담 질문

구조로 선택한 열 가지 오심체험의 요소는 ‘체험한 주체, 변화와 전개 과

정, 체험한 몸, 체험한 시간, 체험한 공간, 체험한 관계, 동기와 목적, 사

회적·역사적 맥락, 주체의 가치평가, 주체의 삶에 대한 의미’이다.

체험의 요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오심체험에

관해 주체가 의식하는 것을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과 오심체

험이 학습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체험의 변

화와 전개과정 요소 안에 다양한 질문을 생성하여 학습의 과정을 드러낼

수 있게 고려하였다. 마찬가지로 ‘주체의 가치평가, 주체의 삶에 대한 의

미’ 요소에서 실패가 학습으로서 지니는 의미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

었다.

연구에서 제작한 질문 구조는 <표 3-3>과 같다. 면담 질문의 기본 구

조에 바탕을 두고 실제 면담을 위한 세부 질문을 생성하였다. 그리고

질문지를 제작한 뒤, 서면 응답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설문지8)를 제작

하였다(부록 3. 참조).

8) 설문지에 질문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면담 질문은 부록 3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질문지는 마지막 연구 참여예정자에게만 이메일로 보내졌으나 면담이 불성사 되

어 실제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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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면담 질문구조

분

류
세부 내용 세부 질문

결과

관계

인

사
라포형성

인사 및 연구자 소개

연구 소개 및 윤리적 사항 안내
·

도

입

심판 경력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심판을 언제 시작하셨나요?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주요대회활동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Ⅰ

사건 윤곽
심판을 하면서 잘못된 판정을 하기도 하는데 본

인이 오심체험이 있다면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오

심

체

험

의

요

소

체험한

주체의 관점

자신은 어떤 심판이라고 생각하나요?

오심에 대해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Ⅱ

체험한 몸
사건 당시 어떤 기분이었나요?

몸은 어떻게 느꼈나요?

체험한 시간 사건 당시 시간은 어떻게 느껴졌나요?

체험한 관계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그들과 관계는 어떠했나요?

그들과 관계어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그 경험이 타인의 실패를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

에 영향을 미쳤나요?

동기와 목적

오심을 한 원인이나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이었

나요?

왜 그러한 행동을 하셨나요?

체험한 공간
사건이 일어난 곳의 공간적 특징은 어떠했나요?

평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사회적·

역사적 맥락

당시 자신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또는

역사적 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변화

와

전개

과정

사건

과정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 되었나요?

Ⅲ

학습

과정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유사한 실패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주체의

가치 평가
그 사건이 심판으로서 학습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주체의 삶에

대한 의미

그 사건이 심판으로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한 경험을 통해 ‘심판’에 대한 정의나 의미

에 변화가 생겼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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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 분석

어떤 연구에 대해 현상학적 체험연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판단중지, 현

상학적 환원, 지향적 분석의 방법, 해석의 방법 등 다양한 유형의 현상학

적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이남인, 2019). 현상학 연구에서 자료 분석

은 상호주관적 환원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심층 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때, 연구자는 판단중지의 방법으로 참여자들의 체험을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참여자인 타인들의 체험이므로, 이 체험을 파악하는

연구자의 태도변경은 상호주관적 환원이라 불린다. 그것은 타인의 경험

을 연구자가 경험하는 과정이므로, 연구자가 자신의 체험에 대해 수행하

는 자아론적 환원과 구분된다.

현상학적 체험연구에서 자료분석은 연구참여자가 겪은 체험의 구조를

해명하기 위해 지향적 분석의 방법을 사용한다. 상호주관적 환원은 타인

의 체험을 경험함을 목표로 하므로 해석의 형태로 수행된다. 면담자료를

해석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직접 대면이 아니므로, 자료분석단계에서 사

용하는 해석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문헌 해석의 방법이며, 전사한 문서자

료가 해석의 대상이 된다.

같은 세계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태도는 현실 세계를 드러내는 방식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하나의 태

도에서 다른 태도로 넘어가는 과정이 태도변경이며 현상학적 환원이다.

연구자는 심판의 체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자연

과학적 태도에서 자연적 태도로 태도변경을 하였다. 현실 세계의 모습을

수량화하고 객관화하려는 자연과학적 태도로는 인간의 체험의 실존적 모

습을 담아내기 어렵다. 실존적 인간으로서 심판이 생활세계에서 오심이

라는 체험을 통해 학습해 나가는 양상을 질적으로 담아내려면 질적 연구

자로서 태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자는 대상을 수량화하여 표현

하려는 양적 연구자로서의 태도에서 판단중지를 하고, 자연적 태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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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태도변경을 하였다. 이는 생활세계적 환원이라고 할 수 있다.

면담은 면담자와 면담 대상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질문과 응

답을 통해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Fontana & Frey,

2005). 구조화된 면담은 정해진 질문에 따라 진행되므로 자연스런운 맥

락을 담아내는 데 제한점이 있다. 한편 비구조화된 면담은 제한 없는 개

방성으로 연구와 관련없는 내용으로 벗어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연구주제 범위 안에서 면담자와 면담대상

자 간의 상황에 맞는 재구성을 통한 참여의 방식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반구조화된 면담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연구참여자의 생애

에 걸친 삶의 흐름이나 맥락적 상황을 숙고하고(Yin, 2013), 연구참여자

들이 자신들의 세계를 해석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Bogdan & Biklen, 1991).

수집된 자료분석의 첫째 단계에서 오심체험의 양상을 드러내는 것에

주목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오심체험으로 촉발된 변화와 전개 과정,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실패학습의 전개 양상이 밝혀져 나갔다.

앞서 <표 3-3>에 제시한 열 가지 오심체험의 요소를 출발점으로 면담

이 수행되고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3-3>의 면담구조의 마지막 칸에 있는 Ⅰ, Ⅱ, Ⅲ은 면담구조와

결과분석의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연구결과의 제1절 오심의 서사는 Ⅰ,

Ⅱ, Ⅲ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제2절 오심 체험

의 구조는 Ⅱ에 기반하여 도출되었다. 오심체험 주체의 관점은 ‘체험한

주체의 관점’으로, 체험한 몸, 체험한 시간, 체험한 관계는 소제목과 동

일하게, 동기와 목적은 ‘체험한 원인’으로, 체험한 공간9) 및 사회적·역사

적 맥락은 ‘체험한 맥락’이라는 소제목으로 6가지 오심체험의 구조가 연

구결과로 드러났다. 제3절 실패학습의 전개 양상은 Ⅲ에 기반하여 내용

9) ‘체험한 공간’ 요소가 ‘체험한 맥락’ 안에 포함되어 하나의 구조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Ⅱ의 일곱 가지 질문 구조 요소가 여섯 가지 체험 구조 결과로 구성되었다. 그 이유

는 연구결과(126쪽 참조)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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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되었다.

면담 질문 구조가 연구결과로 구성되는 과정에 관해 추가 설명을 하면,

Ⅱ는 체험 자체로서 제2절 오심체험의 구조로 정리되고, Ⅲ은 체험의

누적이자, 해석과 구성작용을 거친 경험으로서 제3절에서 실패학습 경

험으로 다루어졌다. 체험을 경험과 구분한다고 할 때, 체험은 의식의 구

성작용 이전의 인식하는 대로의 경험을 나타낸다. 오심체험의 요소 중

Ⅲ의 ‘변화와 전개 과정, 주체의 가치 평가, 주체의 삶에 대한 의미’에 대

한 참여자들의 답변 내용은, 오심체험 그 자체를 기술한다기보다, 참여자

의 이해와 구성작용을 거친 해석적 내용이 주가 되었다. 이들 내용은 생

생한 의식 그 자체라기보다, 체험에 대한 개인의 반성적 성찰을 거친 이

해와 판단, 그리고 체험들의 연속이나 축적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런

점에서 이 응답들은 체험의 상태에서 더 나아가 학습경험에 관련되는 것

으로서 오심체험의 구조와 구분된다.

그러나 체험과 경험을 구분하고 연구결과를 제2절과 제3절로 구성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다. 그 이유는 현실세계에서 체험과 경험이 분

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응답자들이 개념상으로도 이를 구분하

여 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체험과 사유과정이 경계 짓지

않고 넘나들듯이 참여자의 응답에서 각 요소가 질문과 답변 안에 1대1의

대응 관계로 확연히 분절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의 답변에

여러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기도 하고, 어떤 의미는 행간에 감추어지기

도 하며, 다른 질문에 해당 응답이 엇갈려 나타나기도 하였다.

오심체험의 요소가 면담의 출발점이 되었으나, 연구결과의 분석과 구

조화는 연구자의 구성작용으로 도출된 것이다. 응답 안에 산재해 있는

각 요소들을 연구자가 주제화하고 구성하는 작업을 거쳐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도출되었다. Ⅱ의 체험한 관계에서 타인에 대

한 생각을 묻는 답변은 제3절의 실패학습의 전개 양상 결과에서 기술되

기도 한다. 특히 실패학습의 전개 양상을 밝히는 데 활용된 자료들은 참

여자들의 여러 응답 안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연구자가 코드화하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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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이다. 면담 질문구조와 연구결

과와의 관계는 전체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간결하게 구분지

은 것이며 실제 면담 질문과 결과 구성은 그 경계를 넘나들며 보다 복잡

한 구성작용을 거쳐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으로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활용

하였다. 주제분석법은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에서 얻어진 질적데이터를 분

석하기에 적절한 내용 분석 방법이다(Kelley et al., 1999). 주제분석법의

단계는 친숙해지기(Familiarization), 코딩(Coding), 주제탐색(Searching

for themes), 주제검토(Reviewing themes), 주제 명명하기(Defining and

naming themes), 자료작성(Writing the report)의 총 여섯 단계로 이루

어진다(Clarke & Braun, 2016).

친숙해지기 단계에서 녹음된 면담자료를 전사한 후, 반복적으로 읽고

심판의 실패체험 자료에 친숙해지도록 하였다. 코딩단계에서는 심판의 오

심체험과 실패학습과 관련되어 특징적인 부분을 코드화하였다. 주제탐색

단계에서 각 코드에 관련된 다수의 자료를 병합하고, 잠정적인 하위 주제

로 분류하여 주제를 탐색하였다. 주제검토 단계에서 앞서 코드화해 분류

한 데이터들이 주제를 드러내기 적합한지 조사하여 주제를 생성해나갔다.

체험한 몸, 체험한 시간, 체험한 관계와 같은 일부 내용은 오심체험의 요

소를 묻는 문항에 따라 주제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반구조화된 면담으

로 참여자마다 문항의 순서와 답변이 다르게 구성되었기 때문에, 다양하

게 표현된 답변들을 참여자 간 비교, 검토하면서 연구자가 맥락에 따라

정리하여 코드화가 이루어졌다. 주제검토 단계에서는 앞서 도출한 것들을

그대로 사용되거나 조금씩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주제 명명 단계에서는

각 주제의 개념적 명확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선택하고 정의하였고,

참여자의 답변 가운데 주제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들을 그대로 선

택하여 주제 명명하기에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에서 추출된 것을

바탕으로 글의 뼈대를 구성하고, 하위 주제와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예시를 선정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연구 자료로 글쓰기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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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순환적 과정을 거쳤다. 하나의 면담 사례가 추

가될 때마다, 각 각의 사례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순

환하면서 자료의 이해와 해석이 이루어졌다. 다른 사례가 추가되면 또다

시 사례를 비교하고 검토하는 순환적 과정을 거쳐 자료 해석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 사례가 추가될 때마다 반복되었다.

다음으로 연구의 엄밀성(rigor)을 높이기 위해 세 가지 검토 과정을 거

쳤다. 첫째, 분석한 내용은 연구참여자 확인법(member check)을 활용하

여 신뢰성(credibility)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확인법은 수집

된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견해를 묻는 방법으로 질적 연구에

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기법으로 여겨진다(Lincoln & Gyba,

1985). 분석한 내용을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열두 명의 참여

자 모두에게 이메일이나 휴대폰 상 메시지로 발송하여 연구참여자의 취

지가 왜곡되거나 다르게 해석되지 않았는지, 분석내용이 연구참여자가

진술한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 연구참여자의 견해에 부합하는지 등

연구참여자의 견해를 물었다. 참여자의 피드백을 받아 특정 종목이나 대

상과 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표현들에 대한 추가 수정이 이루어졌고, 참

여자의 의도가 더욱 잘 전달되도록 내용이 보충되기도 하였다.

둘째, 동료 검토법(peer examination)을 활용하였다. 평생교육 전공 석

사, 박사과정으로 구성된 연구 공동체에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줌(Zoom)으로 실시한 연

구 세미나에 지도교수가 함께 참석하여 연구논문 작성에 대한 멘토링이

이루어져 연구 과정과 결과를 정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셋째, 전문가에게 연구 과정과 결과를 검토하는 외부 감사(external

audit)를 하였다. 본 연구 분야에 대해 식견이 있는 전문가로 교육학박사

3인, 철학박사 1인, 체육학 박사 1인으로부터 자료를 검토받았다.

외부 감사(external audit)는 연구 준비, 연구 실행, 연구 정리, 단계마

다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연구 준비 단계에서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 논

문을 작성한 평생교육 박사 1인에게 검토를 받았다. 2021년 4월부터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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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질문지 작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

로, 사전 면담의 일차 분석 결과를 논의하고,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방법

선정, 자료 수집 및 해석의 각 단계에서 검토 의견을 받아 연구 설계 및

자료 분석에 반영하였다. 검토 의견은 여섯 차례 이메일로 전달받았고,

이메일로 충분하지 않은 내용은 유선전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코칭

을 받았다. 외부 전문가의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자가

연구 설계와 과정을 정당화해가는 방식으로 연구 각 과정의 정련이 이루

어졌다.

다음으로, 연구 실행 단계에서, 국제 응용현상학 연구소의 학회를 주관

하는 철학과 교수 1인에게 현상학적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를 받았다.

2021년 9월,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연구방법론-현상학 연구 실전반

-특강이 개최되어 수강하면서 현상학 연구로 권위있는 교수자로부터 본

연구의 설계 및 연구방법에 대해 직접적인 검토를 받았다. 현상학적 방

법에 입각한 일차 자료 분석과 결과 구성에 대한 피드백을 수용하여 결

과작성에 참고하였다.

마지막 외부 감사로는 정리 단계에서 체육학 박사 1인과 질적 연구로

학위논문을 작성한 평생교육전공 교육학 박사 2인에게 연구결과 및 전체

내용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 연구 각 과정에서 외부 감사를 수행하여 연

구의 엄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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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결과

제 1 절 오심의 서사

이 연구 결과의 흐름은 연구자가 현상을 이해해가는 방식과 순서에 따

라 전개된다. 연구자의 궁극적 관심은 ‘실패학습’이지만 이는 연구의 첫

단계에서 수면 위로 떠 오르는 현상이 아니었다. 참여자들의 실패체험을

거듭해서 살펴보며 한 개인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각기 다른 주체들의

이야기 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체험의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

된 뒤에 실패학습에 대한 이해로 다가갈 수 있었다. 따라서 실패체험의

구조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서 한 개인이 생활세계에서 경험한

실패체험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개인의 경험은 총체적인 것이며 그 총체적인 경험 안에 실존적 인간이

존재한다. 낱낱의 질문으로 흩어져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오심체험을 참

여자별로 하나의 덩어리로 연구자가 재구성하였고, 참여자들의 경험을

재구성함에 있어 면담에서 드러낸 연구참여자들의 언어를 가급적 살려

기술하였다. 참여자들의 체험은 매우 다채로우며 각각 독특한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담에 참여한 열두 명의 사례를 네 개의 주제로 구분하

여 소개할 것이다.

네 가지 주제는 오심이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다른 마

음’은 오심이 일어난 동기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구성되었다. 강용

기 심판 사례에서는 고의적으로 한쪽에게 편파적인 판정을 하는 동기가

나타나고, 박도움 심판 사례는 선수를 도와주고 싶은 선한 의도가 동기

가 되었고, 최예쁨 심판 사례는 자국 선수에 대한 애정이 동기가 되어

오심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 103 -

두 번째 ‘안들림, 안보임’ 소절에 나열된 최시한 심판, 김단정 심판,

고하진 심판, 이두원 심판 사례에서는 경기 장면이나 소리를 놓치는 오

심의 다양한 상황들을 볼 수 있다. 상황을 잘못 수용하는 오심이 해외

경기, 국내 경기, 신참, 고참 등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세 번째, ‘혼동과 착각’에 소개된 한동시 심판, 곽규범 심판 사례는 혼

동되는 판단으로 혹은 착각으로 잘못 판단해서 오심이 생긴 경우이며,

네 번째, ‘안 한 오심, 한 오심’에 소개된 백아람 심판, 고민수 심판, 오수

연 심판 사례는 실행하지 않는 오심도 있고, 심판이 잘못 실행한 것을

심판 혼자 알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단순한 행동상 잘못으로 오심이 일

어나거나, 오심을 하지 않았지만 외부에 오심이라고 알려지는 다양한 상

황을 보여준다.

이처럼 각 각의 사례에서 오심 동기나 오심 상황도 다르고, 오심과 관

련된 대상도 다양하며, 오심이 표면화되는 양상 등등에서 서로 다른 체

험의 독특성과 고유성이 드러난다. 각각의 오심체험은 주체와 환경의 상

호작용 가운데 생활세계에서 벌어지는 생동감 넘치는 현실 체험들이다.

1. 다른 마음

1) 고의적이면 안 돼요

강용기 심판은 3년 차 심판 때 경험을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

다. 그때의 시간, 장소, 분위기, 관련된 사람들, 주변의 반응 모든 것이

눈에 선하다. 그의 눈앞에서 펼쳐진 장면은 뇌리에 각인되어 있어 17년

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주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타인의 오심

인 동시에 자신의 오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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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기 심판이 배정된 경기는 전국체전의 준결승이었다. 두 명의 심판

이 주심으로 들어가는 종목에서, 파트너 심판은 당시 국제심판으로서 최

고참 심판이었고, 강용기 심판은 햇병아리 심판이었다. 볼을 선점하려는

두 팀의 각축 장면에서 선배 심판이 돌연 파울을 선언했다. 분명히 강용

기 심판은 정당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자신의 눈앞에서 지켜

보고 있었고, 저 멀리 파울이 있다 해도 인지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고참

심판은 호루라기를 불었다. A팀 수비수의 파울 선언, 분명 고참 심판의

오심이었다. 의도적인 오심이었다. 정말로 충격이었다.

주심은 연세도 많고,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도 참가해 온, 국제심

판으로서 명성이 있는 심판이었다. 거의 국내 최고 수준에 있는 주심에

비하면 초보 심판인 강용기 심판은 무력했다. 합의 판정을 요구할 연차

도 되지 않는다.

관중들의 야유가 쏟아졌다. 어느 심판의 휘슬(whistle)이 울렸는지 관

중들은 알지 못한다. 오심의 묵인은 곧 강용기 심판에게 자신의 오심이

되었다. 고참 심판의 휘슬이 울리는 순간, 당시 기분은 강용기 심판의 몸

이 말해주고 있었다. 온 몸에 힘이 빠졌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반듯했던

그의 자세는 무너졌다. 다리에 힘이 빠져 무릎이 구부러지고 어깨는 내

려앉으며 고개가 저절로 푹 수그러들었다. 한숨이 났다. ‘아, 이래야 하

나?’ 고참의 의도적인 파울 선언으로 피해를 볼 팀에게 너무 미안했다.

B팀은 상대팀 파울 선언으로 공격기회를 얻었다. 거의 경기 막바지였

다. 이미 콜 사인은 끝나버렸고, 번복할 수 없이 시간은 흘러간다. 축구

로 따지면 패널티 파울(penalty foul) 상황에서, 심판이 공을 들고 와서

선수에게 건네주고, 패널티를 차는 사람과 골키퍼가 대치하는 그런 상황

이다. 패널티를 차는 그사이의 단 몇 초, 그 30초도 되지 않을 시간이 강

용기 심판에게는 시간이 멈춘 듯이 너무나 길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심

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따라왔다. ‘차라리 막아라.’ 파울로 손해

본 수비팀이 차라리 막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떠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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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B팀은 득점에 성공하고 경기는 B팀의 승리로 끝났다. 준결승의

승리는 곧 우승을 의미했다. 그 팀의 지도자와 연맹 집행부의 관계를 강

용기 심판은 알고 있다.

선수의 실력으로 경기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개입으로

선수들에게 억울하고 불공정한 경기가 없어야 한다. 선수가 부당한 눈물

을 흘리지 않게 공정한 심판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심판이 되었다. 심판

의 잘못된 판정이 선수의 노력을 물거품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으로 심판이 되었는데,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 자신

이 그렇게 똑같아진다는 게 너무 화가 났다. 그리고 선수와 코치에게 너

무 미안했다. 마음이 아팠다. 그 사건은 이후 강용기 심판에게 상당한 마

음의 짐이 되었다.

2)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

박도움 심판은 대학 때부터 십 년 정도 아마추어 승마 선수 생활을 했

다. 도전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는 승마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지방 대학

을 다니면서도 승마를 배우러 서울로 올라올 정도였다. 박도움 심판이

대학을 다니던 70～80년대는 우리나라에 전문적인 선수단조차 없던 종목

이었다.

그렇게 스포츠에 푹 빠져 지내다가 사업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심판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승마 종목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올림픽을 앞두고 대회를 치를 심판이 부족하다 보니 다른

종목 심판까지 활동 영역이 확장되었다.

박도움 심판이 십 년 넘게 심판 생활을 해 온 종목은 동계 스포츠 종

목이다. 본격적인 심판 활동을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최되

는 대회에 전부 참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회사 생활을 하면

서도 각종 대회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심판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가 심판을 본 경기는 천 회 이상으로 다 셀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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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움 심판은 심판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그리고 스스로 굉장히

공정한 심판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그렇지만 때때로 마음에 갈등이 있던

적도 없지 않다. 겨울 스포츠는 대단히 추운 환경에서 진행되다 보니 선

수들에 대한 인간적인 마음이 불쑥 떠오르기도 한다.

박도움 심판의 심판 역할은 주로 코스(course)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

다. 코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선수들이 코스를 이탈하지

않는지 감독한다. 선수가 코스를 질러가면 시간상으로 그 선수에게 유리

하다. 이미 순위에서 멀어진 선수가 그렇게 할 때 지적을 해야 할지, 그

냥 눈감아 줘야 할지 고민이 되기도 한다. 겨울 스포츠의 취약성이랄까,

종목 자체에 선수층이 많지 않다 보니, 엄격한 판정으로 적발하고 주의

를 주면 선수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을까, 그런 일 때문에 선수 생활에

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추운 날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콧물이 고드름

처럼 얼굴에 얼어붙어 있는 선수들을 보고 있자면, 그냥 눈감아주고 선

수의 실격은 막아주는 것이 큰 문제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심판은 정당한 판정을 한 것이지만, 실격당한 선수는 ‘내가 선수 생활을

계속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종목의 저변 확대

를 위해서, 선수가 판정에 실망하고 선수 생활을 아예 중단하게 하는 것

보다 ‘그냥 눈감아줘 버리는 게 어떨까?’, 그걸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제지할 사람도 없고, 선수와 심판, 단 둘의 문제이니 말이다.

그런 갈등도 있었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생각

이 확고하게 정리되었다. 심판에게 융통성이라는 것은 크게 없다. 심판으

로서 활동만 해야지 그 이외의 것은 하지 말자. 코스를 이탈하는 선수를

눈감아줘서 경기 결과에 아무 지장이 없다 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심판으로서 그것도 해줘서는 안 된다.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됐다.

그런 계기가 된 사건 중 하나가 국내 장애인 경기에서 있었다. 한 코

스에서 다섯 바퀴를 돌아야 하는 지점에 선수들의 회전 횟수를 파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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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심판을 보고 있었다. 경기 도중 심판이 선수에게 얘기를 건네면 안

된다. 선수가 혹시 묻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몇 바퀴 돌았

는지, 얼마나 더 가야 할지, 경기력과 관련된 어떤 얘기나 정보도 경기

중에 얘기해줘서는 안 되는 것이 심판이 지켜야 할 규칙이자 윤리이다.

그런데 장애인 선수를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다섯 바퀴를 돌아야

하는 코스에서 ‘네 번째야, 한 바퀴 남았어.’라고 선수에게 말을 해 준 것

이다.

큰일을 냈다. 이렇게 말을 해 준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선수는 다섯 바퀴를 다 돈 것 같은데 심판이 한 바퀴 남았다

고 말을 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일인가? 얘기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선수는 다 했는데 심판은 한 번 더 돌아야 한다고 말을

해주니···. 선수는 심판 말에 따라서 한 바퀴 더 돌고 코스를 완주했다.

심각한 상황은 그다음에 발생했다. 그 선수의 지도자로부터 항의가 들

어오고 난리가 났다. 올림픽보다 더 중요한, 국제 대회보다 더 중요한 전

국체전에서, 오로지 전국체전 하나만 바라보는 선수에게 잘못된 정보를

규칙을 어기고 제공해서 선수의 기록에 영향을 준 것이다. 선수에게 미

안한 나머지 꼭 죄지은 듯한 느낌이었다. 천만다행으로 선수의 등위가

1위로 확정되었다. 최종적인 등위에는 영향이 없었다. 다만 선수 개인으

로는 시간 기록을 단축하고 싶었을 텐데, 심판 잘못으로 기록을 단축하

지 못했다.

무조건 잘못했다고 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내가 심판 입장

이어야 하는데 왜 선수 입장이 되었을까? 그런 여러 생각이 따라 왔지만

엎질러진 물처럼 어쩔 도리는 없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사과하고, 1등

이라는 최종 경기 결과가 나온 후에 지도자에게 다시 또 사과했다.

경기 중 한 코스에서 동시에 여러 선수가 빨리 회전하다 보면 그런 착

각이 생길 수 있다. 심판은 빠트림 없이 확인해서 기록해야 한다. ‘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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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한 바퀴 더 돌아야 하는데···.’라는 판단도 따라온다. 그러나 돌고

안 돌고는 선수 판단이지 심판이 판단해서 알려줄 일이 아니다. 심판은

체크만 하면 된다.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심판 생활의 노

하우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 경험이 심판 생활에서 산 교육이 되었다. 선수를 조금 도와

준다는 생각, 또 장애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 전혀 아니다. 그 뒤로는 일절 하지 않는다. 다른 심판에

게도 주의를 시킨다. 심판은 안 해야 할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3) 내 자식 예뻐 보이듯

최예쁨 심판이 첫 국제대회 대회에 참가했을 때 일이다. 해외에서 치

르는 경기이다 보니 우리나라 선수단도 인솔해서 함께 참가했다. 다른

나라 심판들과 심판석에 앉아서 경기를 지켜보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차

례가 되었다. 어머, 그런데 너무 잘하는 것이 아닌가? 최예쁨 심판은 선

수 생활도 오래 해 왔고, 지도자 생활도 했었다. 이 종목은 국제심판이

되는 과정도 매우 까다롭다. 정말 오랜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 심판으로

서는 첫 국제대회라고는 하지만, 이 분야에서 나름 잔뼈가 굵은 경력자

인 셈이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의 퍼포먼스가 국내에서 했던 것보

다 정말 너무 잘하는 것으로 보였다. 다른 외국 선수들보다도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를 훨씬 잘했다. 채점 종목이라 최예쁨 심판은 보이는 대로

점수를 주었다. 당연히 점수를 잘 주었다.

경기가 끝나고 보니, 본인이 다른 심판보다 우리나라 선수에게 더 높

은 점수를 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차이가 경고를 받을 만큼 큰 것

은 아니었지만, 최예쁨 심판 스스로 생각할 때 꽤 큰 차이였다. 경기가

끝난 뒤 혼자 마음 졸이며 굉장히 걱정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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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별문제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렇게

그 경기는 기억에서 잊혔다.

돌이켜보니, 그때 선수들이 너무 잘해서 그에 맞게 점수를 준 것뿐이

라고 생각했지만, 스스로 냉정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 애국심이 팍팍

느껴지는 것처럼 다른 선수보다 우리나라 선수가 예뻐 보였던 것이다.

마치 내 자식이 제일 예쁜 것처럼, 그랬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 잘했는데 왜 다른 나라 심판들은

점수를 이렇게 낮게 주나 하는 생각이 더 강했다. 하지만 다른 국제대회

에 참가하고 경험이 서서히 쌓여가면서 3년 정도 지났을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그 간의 경험으로 어느 정도 균등하게 심판을 볼 수 있게

시야가 넓어졌고, 첫 대회 자신의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것, 내 자식이

예뻐 보이는 것과 같은 마음이 자신의 판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시

간이 지난 후에 깨닫게 되었다.

2. 안 들림, 안 보임

1) 0.0001초 오심

최시한 심판은 해당 종목 내에서 두 개 분야의 심판 자격을 취득한 우

리나라 최연소 국제심판이자 아시아 최연소 심판이다. 얼마 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해외 프로 무대에 초대를 받았다. 해외에 입국 후 일

정 기간 자가격리 때문에 신체 리듬이 저하된 상태로 프로 경기를 맡게

되었다. 프로 경기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아시아 국가라서, 경기장은 임시 건물처럼 보이는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

다. 코트와 관중 사이도 가까운 데에다 거리 두기와는 거리가 먼, 빽빽하

게 들어선 관중들의 함성, 여기에 더해 큰 음악 소리로 경기장은 무척

시끄러웠다. 국내 엘리트 경기에서 접해보지 못한 일종의 팬(fan) 문화였

고 매우 낯선 환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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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순조롭게 흘러가던 중 갑자기 한 팀의 감독이 항의를 하였다.

상대 팀의 반칙이라는 것이다. 심판이 판단하기에는 아니었다고 설명하

고, 경기는 무난히 진행되었지만, 미심쩍은 마음에 경기 종료 후에 판독

실을 찾아갔다. 오심이었다. 그가 범한 오심은 빠른 경기 진행 중에 공격

자 전환 시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미세하게 공격 제한 시간을 초과

한 팀의 득점을 인정한 것이다. 최시한 심판은 당시 시간 초과가 아니라

고 판단하고 감독의 항의를 잘 관리했고, 경기는 무난히 종료되었다. 영

상을 천천히 돌려 본 후에야 시간 초과를 알리는 신호음을 듣지 못하고

전광판의 시간도 확인하지 못해 자신이 오심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누

가 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는 아니었고, 몇 번이고 다시 보고 다

시 보아야 확인이 되는 0.0001초 차이랄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원래 우리나라는 관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서 그렇게 환호성이 크고 어떤 음악 소리가 크고 그런 적이 없었다. 하

지만 그곳 경기장은 팬들이 가득 차 만석이었다. 환호성도 워낙 크고 음

악 소리까지 크게 울리는 상황이 지금과는 다르게 경험하는 새로운 환경

이었다. 새로운 경험을 하다 보니 신호음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해서 경기 중에 알지 못한 오심이

나왔다.

2) 다시 보니 펜(pen)이 아닌 연필

김단정 심판이 신임 심판 때 일이다. 감독이나 코치는 경기장에 새로

운 심판이 등장하면 한눈에 알아본다. 경력이 오래되고 경기장에서 잔뼈

가 굵은 분들이라 딱 보기만 해도 신임 심판이구나 알아보는 게 당연하

다. 지금은 경기장 분위기가 많이 유순해졌지만,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

었다고 한다. 멘탈 흔들기! 어린 심판을 노련한 지도자들이 쿡쿡 찔러본

다고나 할까?

그날 김단정 심판 심판은 경기 중에 파울을 선언했다. 확신에 찬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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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분명히 집중해서 경기를 보았기 때문에 서슴없이 파울을 선언했

다. 그런데 그 팀의 감독이 작전타임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온전

히 심판에게 항의하는 데 다 사용했다. ‘아니, 상대 선수 파울인데 왜 우

리 선수 파울이냐?’라는 항의였다.

그 당시에 김단정 심판은 ‘감독이 날 신임 심판이라 흔들려고 하나?’라

는 생각이 들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던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때 참 스스로 용감했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그 당시에는 삼만 프로 확

신에 차 있었으니 말이다. 감독님이 자신을 흔들려고 하는 액션이면, 거

기에 흔들리지 말아야지 속으로 다짐했다.

경기가 끝나고 영상을 확인해봤다. 요즘은 시대가 좋아서 인터넷에 올

려진 경기 영상을 쉽게 다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경기

직후 바로 확인해 보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감독님이 항의

한 대로 상대 팀의 파울이었다. 그 감독님은 정당하게 할 말을 하신 것

이다.

경력이 쌓이기 전, 신임 심판 때 오심이 더 많이 발생하기는 한다. 경

험이 부족하니 확신이 들지 않은 상태로 판정한 결과가 오심인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날은 확신 없이 내린 판정이 아니었다. 확신에 찬 판정이

었는데 오심이었다. 나는 분명히 펜으로 보았고 확신에 차서 펜이라고

판정을 했는데, 다시 보니 펜이 아니라 연필이었던 것!

경기는 그대로 끝났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김단정 심판에

게는 너무 충격적으로 그 오심이 기억에 남아 있다. 그 당시 자신은 확

신에 찼고, ‘저 감독님 왜 그러지?, 그 팀 선수 파울 맞는데 왜 저러지?,

어, 이거 나라서 항의하는 건가?, 내가 신임 심판이라서 나를 찔러보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오심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때 든

그런 생각들은 자만에서 온 것 같다는 반성으로 숙연해졌다. 물론 판정

은 확신하고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내린 판정을 절대적으로 확신

하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깨우침을 준 사건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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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콧대가 하늘을 찌를 때

저는 심판이 정말 매력적인 분야라고 생각해요. 저 심판이 된다고 할

때 주변에서 되게 반대했어요. 돈벌이가 안되는 거 뭐 하려 하느냐고….

그거 하려고 그 좋은 대학 갔냐고…. 하지만 심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기도 재밌어지고, 멋있어지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이상 현장에서 표출하게 하거든요, 심판 역량에 따라서. 역량 없

는 심판들은 선수들 기량을 현장에서 100% 이끌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

렇게 보면 이 필드는 굉장히 중요하고 매력적이죠. 내 휘슬(whistle) 하

나 하나에 선수들이 움직이고 경기를 지휘해나가는, 심판은 지휘자라는

표현이 저는 와닿아요.

제가 심판이 된 건 편파판정 영향이 컸어요. 제가 대학 때 우리나라

팀들이 올림픽 예선에서 다 진 거예요. 편파판정으로! 그때 중재 재판소

까지 가서 재경기를 끌어낼 정도로 큰 논쟁거리가 됐었어요. 당시에 국

제적으로 논쟁거리가 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아시안게임에도 있었

고, 올림픽도 그렇고, 두 번, 세 번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의문이 드는 거

죠. 우리가 실력은 월등한데 왜 국제무대에서 심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편파판정으로 져야 하지?

협회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우리나라는 국

제심판이 없어서 그래. 저는 그때까지 그걸 이해 못 했어요. 아니, 국제

심판이 없다고 왜 뭐가 문제지? 근데 내가 해보니 그게 큰 문제인 거죠.

해당 국가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 한 두 가지 정도 이유에

서 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부의 고급 정보들을 우리 팀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번 대회에 심판들이 어떠한 성향을 지니고 판정

을 내릴 건지, 아니면 내일 우리 경기에 어느 심판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고급 정보들을 대표팀에 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 견제. 한국

심판이 인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한국 심판이 자기네 경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함부로 하면 우리 팀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견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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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이지 않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분을 쌓고 사교적으로 잘

어울리려고 하는 거고···. 스포츠 외교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현

장에서 그런 어떤 굉장한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우리나라가 억울하게 편파판정 받지 않게, 이 종목 자체를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다 첫 번째 심판 생활에 전

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가 심판으로서 자신감이 꽉 차던 시기

에요. 국제심판 자격을 취득하자마자 굉장히 많은 대회에 단시간에 배정받

았거든요. 저 고하진이 심판으로 국제무대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내 역량이 경쟁력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도 좋고, 외국 심판위원장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다음 대회 초대도 약속받고···. 그냥 코가 막

하늘로 가게 된 거죠. 국제심판 커리어가 막 올라가던 그런 시기였어요.

진짜 역대급 오심이었죠. 제가 한 선수에게 실격을 준 거예요. 공격 선

수와 엉겨 넘어진 상황이었는데 그때 누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어요. 둘

중 누군가가…. 전 그 당시에 그 선수가 가격했다고 판정하고 실격을 줬

는데, 실상 반대였던 거죠. 맞은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팀에서도 난리가 나고, 관중석이고 뭐고···. 감독은 항의를 계속

하고···. 너무 심하게 항의하니까 또 규정상 경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

감독에게 경고가 나가고···. 일이 이렇게 뭐 막 커지게 된 거죠.

경기에서 결국 항의했던 팀이 졌어요. 언론에도 대서특필 되고···. 거

기 중동지역이라 관중 반응이 어마어마해서, 경기장에서 심판실 이동할

때 경찰군인들 호위받으면서 이동했어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 대회에서 이후로 경기 배정도 못 받고 퇴출당했죠. 다른 심판들이

나를 깔볼 것 같고, 무시할 것 같고. 너무 힘들었어요. 경기 끝나고 밥도

먹기 싫고, 식당가면 사람들 마주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대면하기도 싫

고···. 정말 창피스럽죠. 차라리 나를 집으로 보내주지, 대회는 14일인데

3일째 되는 날부터 나는 심판도 못 들어가고, 나머지 일수만큼 일비는

꾸역꾸역 받으면서 밥만 축내고 있다는 생각에, 거기 있는 게 너무 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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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죠. 심판 미팅도 들어가기 싫고···. ‘내가 너무 피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랑 스스로 ‘야! 고하진, 너 하나 때문에 선수들 노력이 다 무

너지게 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당시에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진짜

지옥 같았어요.

왜 그랬나 생각해 보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게 가까워.’라고 판정해

야 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결과적

으로 오심이었던 거죠. 제 앞에서 일어난 상황이고 저는 봤는데···. 당시

에 판단이 그쪽으로 기울었던 거죠. 판정은 해야 하니까···. 그런 게 어

려운 것 같아요. 사건은 찰나의 순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심판은 가장 관

찰하기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 보이는 각도가 안 좋았던지, 위치

가 안 좋았던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너무 자신감에 차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요인들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죠.

진심으로 깨우친 건,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는 것! 그 사건이 제 심판

생활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어요.

4) 잠 못 이루는 날들

이두원 심판은 심판 보러 가기 전날이면 제대로 잠이 오지 않는다. 실

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심판 보기 전날이 되면 마음이 편치 않다.

십수 년을 해 온 일이지만 실수를 할까 봐 갈 때마다 걱정이 된다.

이두원 씨가 심판을 보는 종목은 채점형 종목이다. 선수들의 퍼포먼스

를 심판들이 요소별로 채점을 해서 점수를 입력한다. 점수 입력은 하나

의 총점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분된 여러 요소로 구분하여 입력하

고 총점이 계산되는 방식이다. 선수의 경기를 보는 동안 종이로 된 평가

지에 기록한 평가 점수를 선수의 경기가 끝나자마자 정확하게 기계에 입

력하고 최종 승인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평가가 확정된다. 그런데 마지

막에 나온 결과지를 보면, 평가지에 기록한 것과 점수가 다르게 나올 때

가 있다. 대개 점수를 입력할 때 잘못 눌렀을 가능성이 크다. 숫자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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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누르거나, 소수점 입력을 잘못해서 점수가 달라지거나, 한 요소를 입

력하지 않고 빈칸을 만들어서 제로(zero) 점수가 나오기도 한다. 경기 운

영이 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 짧은 시간 안에 점수를 입력해야 하는 압

박으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간혹 기계적인 문제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끝까지 확인하고 최종 승인 버튼을 누

르는 것은 심판의 책임이다.

그러다 보니 점수 입력 실수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다. 이두원 심판은

자신의 실수를 선수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 심판들

도 평가를 받고, 잘못이 반복되면 나름의 조치가 취해지기는 하지만, 그

게 심판에게 치명적일 만큼은 아니다. 하지만 심판이 잘못 입력한 점수의

결과로 선수의 순위가 바뀌는 일이 생긴다면 선수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원 심판은 자신의 실수에 대해 관

대해지기 어렵다. 나의 실수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책임져

야하는 일이라 심판을 보는 것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다.

한 번은 국제대회에 참가해 평가 자체를 잘못한 적이 있다. 남녀 두 명

의 선수가 짝을 이루어 기량을 펼치는 종목이었다. 경기에서 남자는 세

바퀴, 여자는 두 바퀴 회전을 했는데 둘 다 똑같이 두 바퀴 회전한 것으

로 보고 평가 점수를 매겼다. 사실 두 선수의 회전 횟수가 다른 것은 감

점 요소이다. 그런데 남자 선수와 여자 선수가 동시에 뛰어 올랐다가 동

시에 착지하다 보니 회전 횟수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남자

선수는 워낙 순간적으로 높이 점프하고 자연스럽게 세 바퀴를 돌아서 내

려오니까, 여자 선수보다 한 바퀴 더 회전한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경우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평가 기준에 적합한 판정이다. 그런데

회전 횟수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점수를 주다 보니 오심이 되었다.

이두원 심판은 자신의 오심이 경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에

는 남녀가 짝을 이루는 팀이 거의 없고 국내에서 이 종목에 대한 심판

경험이 거의 없었다. 그 일로 자신이 많이 모자라는구나, 스스로 공부가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116 -

오심을 하면 선수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어 심리적 압박감이 굉장히

크고, 후회를 해도 이미 소용이 없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다시 그 오심

을 안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찾는다. 그것은 결국 경험을 많이 하

는 수밖에 없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합에 많이 참여

해야 하지만,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종목은 여러 동영상을 보면서라도

공부를 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 경기 영상을 찾아보고, 채

점하고, 다른 평가자들의 채점 결과와 비교해가면서 부족함을 메우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3. 혼동과 착각

1) 거의 동시 상황

아이 씨,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지? 사실 그때, ‘렛(let)10)’을 안

불렀으면 됐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진짜 후회막심이다.

오늘 경기 중에 상대편 코트에서 공이 날아들었다. 얼른 ‘렛’을 했는데,

렛을 한 것과 거의 동시에 랠리(rally)가 끝났다. 그리고 내가 ‘렛’을 불러

놓고는 판정은 그 랠리에서 이긴 선수의 득점을 인정해줬다. 아뿔싸! 내

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렛’을 말한 게 먼저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득

점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데···. 그냥 다시 경기를 시작하게 해야 정당한

판정인 건데···.

당연히 실점한 쪽에서는 ‘렛’ 했는데 왜 실점이냐고 물어봤고, 나는 설명

을 했다. 지금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게, 뭐라고 설명을 하고 그 상황을

넘겼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내가 잘못했구나!’ 그것 하나만은 확실하다.

경기가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내가 왜 그랬을까? 렛은 굉장히 반

10) 일부 종목에서 경기를 중단시키는 심판의 신호이다. 예를 들어, 외부 요인에 의해 경

기가 방해를 받는다고 판단되면, 심판은 ‘렛(let)’을 선언하여 경기를 중단시킬 수 있

다. ‘렛(let)’ 실행 후, ‘플레이(play)’를 선언하기 전에 일어난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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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으로 바로 튀어나온 콜이었고, 의식적으로는 랠리에 집중하고 있었

다. 랠리에 너무 집중하고 있었던 나머지, 반사적으로 렛을 불러 놓고도

랠리의 판정에 집중했던 것 같다. 왜 그랬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도

나는 나름 자신이 있는 표정으로 ‘랠리가 먼저 끝났다.’라고 항의하는 지

도자와 선수에게 무어라 설명하고 상황이 지나갔다. 겉으로 태연한 척했

지만, 시간이 어찌나 더디게 흘러가던지…. 그 경기가 빨리 끝났으면 하

는 마음이 간절했다. 이 선수들을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심정이었다.

초임 심판 때는 빠르게 콜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집착한다. 그렇지만

빠르게 판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실수를 하고 보니, ‘렛’을 부

를 때 제대로 된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절감했다. 내가 좀

더 높은 수준의 대회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외부적인 요

소들, 코트 안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코트 외부에 있는 요소, 혹은 코치

관리, 코트 주변 관리들까지 신경 써야 한다. 더 넓게 봐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 판정을 했을 때, 빠르게 수정을 하면 어땠을

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점수를 랠리가 이긴 쪽에 주긴 했지만, 바로 정정

해서 ‘렛’을 먼저 콜했기 때문에 ‘렛’으로 판정하는 게 맞다고 한다면, 물

론 ‘아, 그래도···.’ 라고 한쪽이 아쉬워는 하겠지만, 내가 한 콜을 양쪽

선수가 다 들어서 항의를 한 것이니까, 빠르게 사과하고 정정하는 게 좋

았을 것 같다. 나중에는 그렇게 해야겠다.

2) 규정을 착각해서

곽규범 심판은 본인이 어떤 심판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한다.

‘저는 제 경기가 좀 공정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이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에 기여할 시간이다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는 심판이 되겠다.’라고 말이다. 초창기 때는 많이 미숙해

서 오심도 많이 나고, 본의 아니게 오심을 하면서 심판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주변의 교육과 배려 속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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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정도 성장한 심판으로서, 좋은 판정으로 코트에서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곽규범 심판도 경기 중에 감정에 휘둘려 오심을 한 적이 있

다. 한 선수가 변칙적인 방식으로 점수를 획득하려는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었다. 이 종목은 선수들이 몸에 센서를 달고 경기를 치른다. 센

서는 살짝 스치기만 해도 점수가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 실력 없는 선

수가 센서를 툭툭 건드리고 점수를 올려서 어부지리로 이기는 경우들

이 생기기도 했다.

그 경기도 같은 상황이었다. 한 선수가 편법적으로 행동을 해서 감점

을 줬는데, 비디오 판독에서 감점이 취소되었다. 비디오로 다시 확인해

본 영상은 자신이 본 것과 다르게 판정이 나오고 나니, 더 세부적으로

엄밀하게 장면을 포착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언짢은 마음이 들었다. 한

편으로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득점을 노리는 선수 행동을 보고 있자니 심

기가 불편했다.

그런데 또 유사한 편법적 행동을 선수가 반복한 것이다. 다시 감점을

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도자가 항의했다. 그 사항은 감점이 없는 사

항이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다시 생각해 보니 지도자의 말이 맞는 말이

었다. ‘그러네요.’라고 바로 인정을 하고, 비디오 판독까지 하지 않고 바

로 자신이 준 감점을 취소했다. 지도자가 항의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

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닿거나 닿지 않는 선수 행동에 대한 판정이 신체 부위에 따라 달라지

는데 그것을 착각하고 잘못 판단했음을 알았다. 좀 흥분이 되어 바람직

하지 못한 행위로 감점을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판정한 것인데, 다시 생

각해 보니, 그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규칙이 그 당시에 없었다. ‘왜 실수

를 했지?, 왜 착각을 했지?’라는 생각도 들고, ‘왜 이런 규칙을 마련을 안

해놔서 잘못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게 할까?, 더 실력이 좋고 페어플레

이한 선수가 왜 져야만 할까?’라는 분노 같은 감정이 굉장히 강하게 느

껴진 경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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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 한 오심, 한 오심

1) 하지 않아서 잘못

백아람 심판이 담당하는 종목에서 서브를 판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

다.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양 팀 모두 계속 폴트(fault)11)로 판정해

야 해서 경기 자체가 안될 정도인 경우도 있다. 결국, 최선의 자기 기준

을 세워서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은 심판의 몫이 된다.

그 경기도 양쪽 선수 모두 서브(serve)가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원활

한 운영을 위해 폴트를 주지 않고 지켜보다가 한 선수가 더 심하게 위

반을 해서 그 선수에게 경고를 주었다. 그런 경우 대개는 그쪽 감독은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게 된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 양쪽

모두 폴트 서브(fault serve)인 것은 사실이니, 폴트를 받은 쪽 감독으로

서는 감정이 상할 수 있다.

경기가 끝나갈 무렵이었다. 상대편 선수가 서브를 했다. 더 확연한 폴

트 서브였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그 장면이 지나가고 폴트를 불러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채, 경기가 계속되었다. 양 팀이 팽팽한 상황에서 순

간적으로 지나간 상황이었다. 백아람 심판 스스로 생각할 때, 실력이 있

었다면 그 상황에서 폴트 서브를 잡았어야 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폴

트를 받은 선수의 감독이 화난 목소리를 심판을 불렀다. ‘아, 올 게 왔구

나.’ 심판 3년 차밖에 안 됐을 때였다. 유명한 실업팀 감독이 벤치

(bench)12)에 있고, 경기는 빡빡하게 돌아가고, 본인의 경력이 부족하니

순간적인 긴장감에 눌려, 폴트 서브를 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이다.

감독이 ‘심판님’하고 부르는 날카로운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11) ‘폴트(fault)’는 일부 종목에서 규칙 위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선수의 행위가 폴트로

판정되면 상대 선수나 팀의 득점이 된다.

12) 경기장 안에 지도자에게 지정된 자리를 말한다. 벤치에 앉은 지도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선수에게 코칭하거나 항의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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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면서, ‘잠시만요 우선, 하던 것을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라고 심판석으로 들어가 경기 후 정리할 것들을 먼저 처리하

면서 시간을 벌었다. 그러고 나서 차분하게 감독에게 본인 역량이 부족

해서 해야 할 판정을 순간 놓친 부분을 인정하고 더 노력하겠다고 솔직

하게 이야기를 했다. 솔직한 태도로 얘기해서인지 감독도 더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2) 나만 아는 잘못

고민수 심판이 활동하는 종목은 이른바 비인기 종목이다. 다른 종목들

은 게임당 뭐 얼마, 아니면 하루 얼마, 적긴 하지만 수당을 받는다. 그런

데 고민수 씨가 심판 활동을 하는 종목은 올림픽하고, 아시안게임, 종합

대회만 수당이 나온다. 나머지 대회는 수당이 없으니, 심판들은 순수하게

발론티어(volunteer) 개념이고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게다가 예전에는 5일씩 하던 경기가 지금은 3일로 압축되었다. 경기

출발 후에 다음 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다는 이유로 레이스와 레

이스 사이를 10분 간격으로 운영하던 것을 5분 간격으로 줄였다. 인기

종목이었다면, 심판 층도 두터운 종목이었다면 달랐을까? 아무튼, 심판들

은 5분 간격으로 다음 출발팀을 준비해야 하니 굉장히 바빠졌다.

고민수 심판이 자신의 잘못으로 기억하는 일은 오심이라기보다는 엄파

이어링(Umpiring: 경기 중 심판 업무 수행)의 실책이다. 심판은 선수들

이 최대한 공정하고 최대한 경기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한

다. 그런데 가끔 엄파이어링을 하다 보면 심판의 잘못된 판단으로 선수

들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경우 외부에서 오심이라

고 하지 않지만, 넓게 보아 오심인 셈이다. 그리고 선수들은 심판의 잘못

인지 감지하지 못하지만, 선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수행이다.

고민수 심판의 엄파이어링은 보트를 타고 물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데 엄파이어링을 하다 보면 모터보트에서 파도가 생겨 그 파도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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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의 경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한 경기가 끝

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다시 경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로테이션

이 돌아가야 하므로, 다음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재빠르게 돌아오고, 적

당한 지점에서 살짝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등 시간과 위치를 잘 맞

춰야 한다. 심판이 판단을 잘못하면 빠져나올 때 파도가 만들어지고, 선

수들의 경기에 그 파도가 영향을 주게 된다. 어떤 경우 선수는 그 파도

로 인해 밸런스가 깨지기도 하고, 한 스트로크를 제대로 못 해서 큰 타

격을 입기도 한다. 잘못된 심판 행위가 선수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오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상황이 떠오른다.

고민수 심판도 초임 때 그 부분을 미리 계산하지 못하고 미숙하게 운

영했던 경험들이 있다. 심판 경험이 쌓여가면서 출발을 몇 분 전에 하고

몇 분 정도면 보트가 어느 지점에 온다는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경

험이 없으면 불안한 마음에 좀 덜 가거나 미리 빠지거나 미숙하게 움직

이게 된다. 그 과정에서 파도가 선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선수들

은 사실 경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순간 파도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 잘못된 부분은 심판 혼자 알고 넘어가는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고민수 심판은 선수에게 너무 미안했던 기

억을 갖고 있다. 그다음부터는 최대한 파도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 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외부

의 영향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선수들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3) 오심에서 살아남기

오심 없는 경기는 없어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인생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을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죠.

나이가 들면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고,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그것들이

하나, 둘 줄어들어 가는 거죠. 경기 횟수가 많아지고 경험이 쌓일수록 넓

은 범위의 오심 종류가 줄어들고, 오심이 발생하는 비율도 줄어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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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력이 있는 심판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주변 배려가 있어야 해

요. 주변이라 함은 동료들도 중요하지만, 나를 배정하는 사람, 심판위원

장도 중요합니다. 심판이 잘못하면 위원장이 욕을 먹어요. 그럼 위원장은

나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선수도 마찬가지고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못한

다고 빼버리면 그 선수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그 실패를 극복해야 그다

음 단계에 올라가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어요. 감독이 애정이 부족해서

한 번 실수했다고 빼버리면 그 선수는 자괴감이 들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실수를 극복하기 힘들지만, 실수하더라도 계속 써주면 힘은 들지만 극복

할 기회를 얻고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수를 하더라

도 기회를 주고 북돋아 주면 그 심판도 상황들을 극복해가서 나중에는

살아남는 사람이 됩니다.

긴 심판 생활 동안 저에게도 아마 오심이 많이 있었겠죠? 쉽게 생각나

는 것은 왼쪽 팀이 득점해서 왼쪽 손으로 시그널(signal)을 해야 하는데,

그 반대쪽으로 득점을 표시할 때가 있어요. 왼쪽 손을 올렸다, 다시 내렸

다, 오른쪽 손을 올렸다가 내렸다 그렇게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런 동작을 밖에서 보면 정신없어 보이죠. 아마 저, 오수연이라는 심판을

평가하는 사람은 ‘오수연 심판, 오늘 제정신 아닌가 봐?’ 생각할 수도 있

어요. 이런 경험은 어느 딱 한 경기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기보다 저뿐 아

니라 다른 심판들한테도 종종 발생하는 해프닝이에요.

주심은 제일 중심에 서 있고, 모든 관중과 선수가 주심만 바라보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수를 오른쪽 팀에게 줘야 하는

데, 왼쪽을 주는 순간, ‘아뿔싸!’ 빨리 내리고 오른손을 올렸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주심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복잡한 경기 상황에서

내가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점수를 줬지만, 여러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

리와 몸이 따로 움직여서 그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시그널 하는

순간에 복잡한 생각을 좀 하다 보면 그런 잘못이 나와요. 그럼 막 창피

함 때문에 순간 열이 확 오르면서 땀도 나고 머리가 지끈거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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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은 한 번 겪는 일이 아니에요. 베테랑이 되어도 착각은 해요.

어릴 때는 땀 한 번 쭉 흘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혼이 나가서 그다음

판정부터 막 흔들려요. 그렇지만 그 창피한 순간에도 베테랑이 되면 빨

리 자신을 컨트롤해서 다음 랠리를 이어가죠. 그리고 어릴 때는 동작도

90도까지 크게 손이 올라갔다면, 베테랑이 되면 착각은 하지만, 그 동작

이 크지 않아요. 왼쪽을 줘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반대쪽이 약간 올라가

는데 제스처가 크지 않아요. 베테랑들은 이게 동작이 짧게 올라가다 빨

리 깨달아서 빨리 전환을 한다는 게 그 차이에요. 어릴 때는 정신이 없

으니까 완벽하게 동작을 크게 보여주고 나서 누가 말을 하거나, ‘뭔가 분

위기가 이상하네.’라고 느껴지면 다시 수정하게 되는데 베테랑이 되면 동

작을 스스로 빨리 바꿔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팀이나 감독 반응도 각각 달라요. 어떤 때는 양

쪽 팀들이 깔끔하게 어느 쪽이 포인트인지 알고, 나만 팔을 오락가락하

고 있지 팀들은 개의치 않아요. 나 혼자 웃고 넘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양 팀들이 다 자기 쪽 점수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득점한

팀들은 바로 수긍하고 자리로 돌아가지만, 반대 팀들은 왜 점수를 주었

다가 뺐느냐고 항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심판이 물렁물렁하면 항의

가 거칠고 길어지고 경기가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경기장이 시끄럽고 아

무것도 아닌 것도 항의가 길어져요. 베테랑 심판이 되면 대처가 다르죠.

어린 심판은 창피하니까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하죠. 근데 베테랑 같은 경

우는 잘못 알았다고 얘기하고 빨리 수습을 하죠. 감독들하고 다 오래된

사이고 감독들도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점수를 내가 정정을 하

면 감독들이 짜증 나고 성질도 나겠지만 받아들이죠.

심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것은 베테랑 심판이라고 해도 완벽할

수는 없어요. 아무 실수 없는 경기를 하는 게 목표지만, 심판을 아무리

잘해도 오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오심하고 집에 오면 처음엔 먹지도 못

하고, 잠도 못 자고, 빼쩍빼쩍 말라가요. 경기가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사

람들 만나서 얘기도 잘되고 웃고 그러죠. 경기 하나에 의해서 하루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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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고, 하루는 슬프고 그렇게 완전 정신 나간 사람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다는 것은 그거예요. 완벽을 추구하고 여러 가

지로 노력하지만, 제가 노력한 것을 알아줘도 되고, 안 알아줘도 되는데

그 부분을 알아주는 분을 만났어요. 완벽한 경기를 해도 어떨 때는 팀의

불만이 들어와요. 국제대회에서 스포츠 강국들은 더욱 그래요. 일단 지면

‘저 심판 때문에 졌다.’라는 말이 나와요. 오심이 아닌데도 오심이라고 해

요. 제가 오심을 할 때도 있고, 저의 오심이 아닌데도 오심이라고 저에

대한 컴플레인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저를 알아주고 실수해도 애정

을 갖고 경기에 불러준 심판위원장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 오수연이라는

심판은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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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오심체험의 구조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 심판이라는 주

체, 경기장이라는 공간, 경기의 시작과 끝이라는 시간의 요소가 필수적이

다. 물론 경기를 하는 선수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대상이며, 선수와 더불

어 스포츠 경기에서 그 공간과 시간을 채우는 관계자들로 지도자나 임

원,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 등이 관련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주체성, 공

간성, 시간성, 관계성이라는 네 가지 요소는 모든 경기를 구성하는 구조

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심판의 오심체험의 구조는 무엇일까? 심판이 정심으로 인지

하는 경기와 오심으로 인지하는 경기 사이에 어떤 체험 요소들에서 중요

한 차이가 나타날까? 앞서 언급한 스포츠 경기의 요소 이외에 사건으로

서 오심은 오심이 일어나는 원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오심 현상

을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탐색해보면,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회문화

적 맥락도 존재한다. 또한, 오심은 특정 정서 반응과 신체반응을 불러일

으키는 체험이다.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이 존재할 수도 있으나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심체험이 학습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히는 것

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학습과 관련이 깊은 오심의 측면들

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수행되었고 결과가 구성되었다.

오심한 심판들이 오심체험을 바탕으로 학습한다고 할 때, 오심의 원인

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오심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해 준다. 그리고 오

심의 직접적인 원인 이외에 그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원인도

존재한다. 이를 맥락이라는 말로 원인과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오심

의 원인과 오심의 맥락은 심판의 실패학습에서 주요하게 탐색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패학습을 탐구하기 위해 먼저, 실패가 일어나는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절에서 오심의 구조 가운데 실패학습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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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관련되는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실패를

통해 학습하는 주체를 둘러싼 면면들이 포함된다. 학습 주체인 심판이 오

심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관계 맺는 것들, 학습 주체인 심판이 학습을 위해

성찰하게 되는 오심의 원인과 맥락으로 좁혀 오심체험의 구조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절에서 오심체험은 오심을 체험한 주체의 관점

과 체험한 몸, 시간, 관계, 맥락, 원인이라는 6가지 측면으로 구조화하였다.

앞서 경기의 구조로 언급한 공간성 측면은 오심의 맥락으로 흡수하였

다. 공간성13)을 독립적으로 다루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의 심판들이 오심

사건이 발생한 공간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

다. 오심을 했을 당시 장소에 대해 평상시 정심을 했을 때와 크게 다른

것으로 기억하지는 않았다. 경기장의 모양이나 건축 내부의 색상과 같이

세부 요소를 매우 선명히 기억하는 심판도 있었지만, 그 공간에 대해 중

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오심 사건 자체에 대한

기억이 강렬하였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기억도 선명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례에서 오심에서 장소의 특징이 오심에 영향을 주는 맥

락적 요소로 작용함을 진술하였다. 따라서 공간성은 경기의 중요한 요소

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절에서 오심의 구조로 독립하여 다루지 않고 공

간성과 관련한 참여자의 기술은 오심의 맥락 안에 포함하였다.

이와 달리, 체험 주체의 신체적 반응이나 정서, 관계자들의 반응, 시간에

관한 느낌은 심판들이 오심이라는 상황에서 경험하는 매우 특별한 양상들

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주체성, 신체성, 시간성, 관계성은 오심이라는 현

상을 잘 나타내는 요소들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심판의 오심체험을 오

심을 체험한 주체의 관점, 체험한 몸, 체험한 시간, 체험한 관계, 체험한

맥락, 체험한 원인의 여섯 가지 구조로 수렴하여, 각각의 사실적 측면을

해명하는 것으로 심판의 오심체험의 양상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13) 이 연구는 경기 종목의 상이성 때문에 경기장이라는 공간성 측면에서 심판들이 공유

하는 체험의 양상을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단일 종목 연구에서 공간성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 공통된 체험 요소를 발견하기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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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험한 주체의 관점 : 오심 총알받이 공정 수호자

사태에 대한 주체의 관점은 사태의 해석과 주체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다. 오심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이후 어

떻게 행동할지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심판 내면에 존재하는 심판에

대한 인식과 오심에 대한 인식에 바탕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오

심 체험의 주체성을 다룰 때, 심판이 자신을 어떤 심판으로 생각하고 있

고, 오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심

판으로서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과 오심에 대한 인식은 오심체험에

서 심판의 주체성의 주축을 이루는 부분이다.

1) 심판에 대한 인식 : 공정성 추구

심판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공정성이다. 심판이 공정해야 한다는 역

할 인식이 모든 심판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공정한’,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 ‘중립을 지키는’ 심판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식하

며 자신의 정체성을 공정성에 두고 있었다.

심판에게 규칙에 맞는 올바른 판정은 공정함으로 인식된다. 판정을 잘

못할 경우 어느 한 팀이나 선수에게 불공정한 판정이 되기 때문이다. 연

구참여자들은 ‘자신이 어떤 심판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하

나같이 “공정한 심판”이라고 답변하였다. 심판은 “해당 경기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판정을 규칙에 의거해서, 자기 해당 경기의 규칙서에 맞게

규칙을 잘 알고 잘 적용해서 심판을 잘 보는 사람”(오수연)으로 분명하

게 인식하고 있었다. 누구보다 공정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며, 공정

성이라는 가치가 비단 심판으로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다른 영역까

지 영향을 미친다고도 했다. 또 다른 심판은 혹시 자신이 오심을 하더라

도 “저 심판이 우리를 싫어해서 그럴거다.”(김단정)라는 생각을 하지 않

고 “실수를 실수로만”(김단정) 봐 주는 심판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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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게 공정성은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기도 하고, 최종적으로 도달해

야 할 목표이기도 하다.

심판이라고 하면 일단은 공정한, 중립이어야 되잖아요. (오수연)

첫째, 둘째도 심판 자체가 공정성이라고 나는 봐요. (박도움)

심판이라는 것이 원칙에 준해서 공정하게! 심판은 공정해야 된다는 그

거는 첫 번째 의무이자 뭐 모든 심판들이 나오는 첫 번째니까 (강용기)

공정이 가장 기본이고요, 저는 이제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

는데 공정과 전문성, 그다음에 정직성. 공정, 정직성, 전문성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선수든 코치든 진 선수가 그 승부에 승복할 수 있는 게임

이면 공정하게 보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곽규범)

자신을 ‘연구하는 심판’으로 정의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자신의 모든

경기를 “리뷰”(review)하고, 판정의 근거를 분석하고, 규정을 철저히 암

기하는 연구활동이 자신의 심판활동을 함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연구란, 공정한 심판이 되기 위한 부단한 학습의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

한 노력이 분야에서 인정받는 결실로 돌아온다. 연구는 공정한 심판으로

평가받고, 자신 스스로도 공정한 심판이 되기 위한 수단적 과정이기에,

연구하는 심판이라는 자기 정의도 결국 공정한 심판이라는 정체성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그런데 심판이 추구하는 가치가 공정함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공정

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형평

성에 대한 수많은 담론이 존재하듯이 심판에게 공정에 대한 인식과 그에

바탕한 판정의 양상은 모두 같지 않다.

먼저, 종목마다 규칙이 다르고 그 규칙을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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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각 종목에서 공정한 판정을 적용하는 양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수 간의 몸싸움을 허용하는 종목 중에는 선수들의 접촉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가 규칙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반칙 여부는 심판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에 관한 심판의 주

관적 판단은 존중된다. 판정 결과는 심판의 주관적 해석을 거칠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에 대한 심판 인식이 반영된 결과는 경기마다 다르게 나타

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종목 안에서도 대회의 수준이나 속성에 따라 공정함의

의미 역시 다를 수 있다. 초등학생 선수 경기와 성인 실업 선수들의 경

기 혹은 친선 도모가 목적인 대회와 치열하게 순위 다툼을 해야 하는 대

회 등 대회 수준과 속성을 무시하고 모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공정함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에 대한 인식이 심판의 경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것이

면담에서 드러났다. 초임 심판들은 대체로 규정에 맞게 판정하는 것이

공정한 판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륜이 더해지면 공정함에 대해 다

른 관점에서 생각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정확한 규정에 근거해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생각을 하다가 지식과 경험이 쌓이면서

“규칙에 의해서 곧이곧대로 판정을 내리는 것보다 A팀도 만족하고 B팀

도 만족”하도록 “경기를 잘 이끌어나가는”(고하진)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하게 된다. 이것은 팀을 만족시키기 위해 규칙을 위배하거나 특정 팀

에게 도움을 주거나 손해를 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계적으로 규

칙을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규칙을 준수하되 ‘균형감’을 갖고 유연하게

경기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공정을 실현하는 경기 운영이라는 인식에 도

달하게 된다.

신임 심판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심판은 규정에 의해서, 정확한 규정

에 의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좋은 심판이라고 해요. 근데 연차가

쌓이고 상위 레벨,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시니어 대회, 여러 가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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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상위 클래스의 대회를 가면 답이 달라져요. 좋은 심판은 뭐냐? 양쪽

팀이 다 만족스럽게 경기가 진행하는 동안 설사 규정에 조금은 어긋날

지라도 양쪽 팀에서 다 새티스파이한14) 그런, 양쪽 팀에서 다 만족하게

경기가 유연하게 이끌어가는 게 좋은 심판이다, 라고 해요. (고하진)

한편, 공정한 심판에 대한 역할 인식이 “재판관”에서 “지도자”로 변화

되었다고 언급한 참여자가 있었다. 초임 심판 때는 공정한 심판이란 잘

못을 빠짐없이 적발하는 “재판관” 같은 역할로 인식하였으나, 경험이 쌓

이면서 규칙을 완벽히 적용해 적발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해 스스

로 자문하며 인식이 변화되었다. 공정한 판정이 잘못을 빠짐없이 적발하

는 것이 아니라, 학생 선수들에게 하면 안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지도

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발전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처음에 심판을 했을 때 저는 정말 규칙대로 판정을 내리는 것만이

심판이라고 생각했어요. 재판관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틀

렸어!’ 불고, ‘어, 틀렸어!’ 불고, 약간 그걸 찾아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렇다 보니까 그때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규칙에 어긋난 걸 하면 적발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런데 제

가 주로 심판을 보는 게 학생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지금 이

제 경력 1년 차, 2년 차, 3년 차 될수록 성장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

금 ○○○(종목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1년 차 그런 선수들한

테도 똑같이 그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

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나중에는 ‘내가 이 선수들을, 이 선수들한테 가르

쳐주자. 이런 건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지,

나는 다 그럼 적발해 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조금 생각이 바

뀌게 되더라고요. (김단정)

저는 물론 공정하고 정확하고 그런 심판이 돼야겠지만 심판도, 이게

14) satisfy, ‘만족한’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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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학생 선수들을 그 학생 선수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그 성취

감, 보람 때문인지 몰라도 심판도 때에 따라서 또 한 종류의 지도자다.

어떻게 보면 심판이 휘슬로 지도하는 것이다. 판정하는 거지만 그게 지

도하는 것, 가르쳐주는 것이다. 잘못을 지적한다는 느낌보다는 휘슬로

이건 잘못된 거라고 가르쳐주고 잘 된 플레이는 그냥 선수들이 알아서

플레이하게끔 내버려 두고 하는 그런 지도자라는 생각 (김단정)

2) 오심에 대한 인식

심판들이 평소에 오심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자신의 오심체험을

해석하는 프레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심판들 가운데 오심

을 하고자 하는 심판은 없고, 오심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한 지향점과는 별개로 모든 심판은 오심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수긍하였다. 또한, 인간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아무

리 뛰어난 심판이라 해도 오심을 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인간의

불완전성과 오심 상황의 발생가능성을 가정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공통적

으로 나타났다.

오심 상황의 발생가능성과 인간의 불완전성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지

만, 전자는 스포츠라는 상황의 변화무쌍함과 예측불가능성에 더 주안을

둔 가정이라면, 후자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고, 혹은 경력을

많이 쌓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다는 인간의 존재적 특성에

대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1) 오심 상황의 발생가능성 : 예기치 못한 상황

스포츠라는 맥락의 특성으로 종목을 막론하고 오심이 발생하게 된다.

오심은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시대를 막론하고 스포츠

맥락에서 발생한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최신의 기기들을 도입해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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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려는 시도들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든 오심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연구에 참여한 심판들은 오심이라는 것

이 어떤 상황에서든 예기치 못하게 등장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

었다. 이들은 많은 현장경험을 가진 심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목격하고

체험해 온 오심들은 이러한 인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스포츠라는 상황이 한순간도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매우 역동적인 현

장이므로, 심판들은 준비된 심판에게도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왔고, 인정하고 있었다.

오심은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거 같고…. (최시한)

물론 철저하게 준비해서도 오심이 날 수는 있어요. (박도움)

경기가 일단 오심 없는 경기 없지만 큰 정말 큰, 큰 대형 사고가 없

이 무난하게 경기가 끝나고 경기 끝나고 양 팀 감독들이 모두 다 “수

고하셨습니다.” 하면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김단정)

자꾸 완벽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을 계속 완벽하지 않은

거에 머물게 해야 돼. 완벽하려고 하면 안돼! 내가 잘하려고, 옛날에는

1등을 하려고 했고, 오늘 다 잘하는 아무것도 실수 없는 경기를 하는

게 목표였지만, 심판하고부터는 심판을 아무리 잘해도 오심이 없을 수

가 없어요. 조용한 경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해할

만한 오심이나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받아들

이는 거. (오수연)

(2) 인간의 불완전성: 오심 없는 심판은 없다

모든 심판이 오심에 대한 평소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오심이 언제

나,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공통된 견해를 보였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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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가 덜 되었을 때 오심이 많이 난다.”(고민수)라고 생각하고, 경력이

많아질수록 오심의 ‘범위’와 ‘종류’가 줄어드는 것이지만, 완벽한 준비가

완벽한 경기를 보장하지 않고, 최고참 경력자라 하더라도 오심을 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오심을 하게 되는 인간의 불완전성은 두 가지 다른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인간 감각 수용의 한계를 의미한다. 시각과 청각 등 인간의

감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정도의 빠른 속도의 장면이나 미세한 소리를

구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심판이 오심을 범하기도 한다. 또 다른 한 측

면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심판이 실수로 오심

을 범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불완정성 때문에 오심없는 심판은 없다

는 것이 심판들의 공통된 인식으로 나타났다.

오심은 경력자, 삼십 년 심판의 경력도 오심이 날 수도 있고, 아무리

정말 정확하게 봐도, 사람의 눈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강용기)

사람의 눈이 그거는 나왔잖아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딱하

고 이게 잔상이 남아 있고 일로 딱 맞았을 때는 못 본 거에요. 못 본다

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버린 거야. (백아람)

뭐 선배 심판들도 올림픽 심판들조차도 너무 어이없는 실수들도 진

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

(한동시)

아무리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하고 또 대비

를 하더라도 실수,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최시한)

오심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될 수 있는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음, 하지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저 자신도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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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판들은 항상 완벽해지기는 어렵지만 완벽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

게 생각하고 있어요. (곽규범)

심판은 큰 경기 흐름에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전체를 관장하며 작은 허

점 하나도 만들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모든 경기에 완벽을 추

구하지만, 국제심판이라는 전문성의 최상위 수준에 있는 심판들이 공통

적으로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들이 지닌 상

황과 인간에 대한 전제, 이에 대한 겸허한 태도가 상당히 많은 시간 규

칙에 대해 학습하고, 오랜 경험과 경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들

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하고 학습하는 평생학습자로 자리

매김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오심의 질 : 납득할 만한 오심, 해서는 안 될 오심

오심의 정의와 기준, 혹은 오심의 질적인 측면의 층위에 대해 심판들

은 일반인과 다른 식견을 갖고 있었다. 일반인들이 모두 오심이라는 하

나의 카테고리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 심판들은 일반적으로 오심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는 오심이 아닌 것도 있다는 보다 세분된 기준을 갖고 있

었다. 그리고 납득할 만한 오심과 해서는 안 될 오심이라는 오심의 질적

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나타났다. “블록 터치(block touch)랑, 인(in) 아

웃(out)은 사람이 눈으로도 판별하기 힘든 진짜 손톱 끝에 바람처럼 지

나가도 터치니까”(오수연) 오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심판의 말은

오심의 질적 측면에 대한 구분을 드러내는 것이다.

외부자의 관점에서 오심이라고 칭하는 것을 심판들은 그 수준과 질을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심판이 그 개념에 대한 성찰의 수

준이 높고, 분야의 전문가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분야

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기준과 개념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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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에서 보면 비디오로 몇 번이고 그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아웃

이냐 세입이냐 따질 때 해설진이, 그다음에 방송 관계자가 그거를 몇

번 보고 열 번씩을 반복해도 저게 세이브인지 아웃인지를 못 봐서 판

정을 못 해서 그렇게 비디오를 돌리고 돌리고 하는데, 어떻게 심판이

그 순간적으로 비디오로도 못 잡는 거를 반복해서도 못 잡는 거를 순

간적으로 심판이 세이브이냐 아웃이냐 어떻게 판정할 건가? 그건 저는

오심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막 세이브인데 아웃으로 판정

을 해서 그게 실제로 야구인데 번복될 수도 있지만, 축구도 VR15) 때문

에 우리가 손해 본 적도 있고 하겠지만, 되게 순간적으로 그리고 축구

심판이 22명을 어떻게···. 비디오 카메라로 본 것도 돌려봐서 번복하

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용기)

세계연맹에서는 블락 터치, 인 아웃 이런 거는 오심으로 간주를 안

한다는 거죠. 판독이 있기 때문에…. 놓쳐도 할 수 없는 거고 진 팀에

서 컴플레인을 하지 않고 팀들도 요청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끝난 거야.

화면에 잡힌 걸로 오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눈, 육안으로 보기 힘들어.

그런 거는 치지 않아. (오수연)

아래 내용은 심판이 분명하게 오심이라고 여기는 오심의 질적인 측면

들이다. 첫째로 미세한 터치가 아닌, 확연하게 육안으로 보이는 것에 대

한 잘못된 판정은 역량이 부족한 심판이 하는 오심이라고 판단한다. 둘

째로는 경기 운영상의 문제이다. 규칙에 맞지 않게 카드를 사용하고, 규

칙을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적합한 판정을 하지 못해 경기를 지연하는

운영상의 문제가 더 심각한 오심이다. 셋째는, 심판의 잘못된 수행 중

경기 결과가 뒤바뀔 만큼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심이다.

경기 중에 일어나는 심판의 실수나 실책을 선수들이 경기의 일부로 받

아들이고, 경기 진행과 결과를 좌우할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결

과적으로 그 실수나 실책에 대한 오심의 무게는 줄어든다. 그러나 마지

15) VR은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줄임말로, 연구참여자가 비디오 판독의 의미로 사

용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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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결정적인 순간의 실책으로 선수들의 경기력과 반대되는 결과가 초래

되었다면, 그것은 심판으로서 중대한 오심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스포츠는 승패가 분명하다. 최종 승자를 가려내는 스포츠의 본질적 속

성 때문에 심판의 오심에 대한 평가도 경기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는 없는 것이다.

근데 손바닥이 진짜 부러질 정도로 맞았다. 이거는 심판이 재능이 안

되는 거지. 그 레벨에 있으면 안 되는 거에요. (중략) 그런 부분은 오심

으로 간주해요. (오수연)

오심이라 하면 경기 운영상 잘못된 거. 뭐 카드 제재를 규칙 수에서

어긋나게 쓴다든지, 복잡한 상황에서 경기 운영을 잘못했다든지, 실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룰상 바로 잡으면 잘된 심판이고, 근데

그걸로 해서 자기가 룰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면서 경기 지연을 한다든

지 이런 걸 오심이라고 하지 ‘블락 터치 놓쳤다, 골 인아웃을 놓쳤다’는

오심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걸 오심으로 간주해요.

오심에도 종류가 있어요.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쉬운 인아

웃을 놓쳐도 오심이라고 하고 경기 운영을 10분, 15분 지연해 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난장판이 돼도 지금 오심이라고 하고…. 우리나

라는 구분이 그게 없어요. 근데 나 같이 현역 심판으로 활동하면서 규

칙이 바로 현재 룰에 맞춰서 한다면은 지금처럼 오심의 종류가 달라야

되는 거야. (오수연)

오심에 대한 정의라고 하나로 얘기하면 ‘내 판정이 하나하나에 이게

내가 지금 오심이었다면 경기 결과가 바뀌었겠다.’ 그게 가장 큰 오심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심을, 어떤 뭘 하나 판정의, 인이냐

아웃이냐의 차이 때문에 경기 끝에 마지막 매치 포인트에서 정말 인인

데 아웃으로 판단하는 누군가는 지고 이기고 있는 그런 결정타는 없어

야 된다고, 오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심으로 경기의 전체적인 결과

가 바뀌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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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에 하지 말아야 될 오심들도 있어요. 심판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오심은 심판이 규칙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잘못 판정한 경우. 그

부분 하나. 두 번째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뭔가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내리는 그런 오심. [고의적인] 그렇죠.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제

외하면 오심이라고 뭔가 심판들을 비난하거나 뭔가 심판의 퀄리티를

뭐 이렇게 논의를 하거나 하는 건 사실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하진)

고하진 심판은 종목 특성에 따라 오심을 정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고 언급하였다.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 큰 종목들은 특히 오심을 정의하

기 어렵다고 한다. 대신, 하지 말아야 할 오심에 대해 매우 명쾌하게 정

의하였다. 기본적으로 규정을 잘못 이해한 판정은 오심이다. 그리고 의도

적으로 공정하지 않은 판정을 하면 오심이다.

정리하면 심판들은 사람의 감각적 한계로 인지하기 어려운 판정은 중

대한 오심이 아니며, 납득할 만한 오심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

나, 규정을 잘못 이해한 판정, 확연한 반칙을 인지하지 못한 판정, 장시

간 진행을 지연시키는 경기 운영, 악의적 감정이나 고의적으로 한 판정,

경기 승부를 뒤바꾸게 하는 판정 등에 대해서는 중대한 오심으로 인식하

고 있다.

2. 체험한 몸 : 가슴 뜀, 힘 빠짐, 입맛을 잃은 몸

정심과 다르게 오심에서 확연하게 나타나는 반응은 심판의 신체적 반

응과 그와 관련된 정서 반응이다. 등에서 땀이 나고, 얼굴과 몸이 후끈

열이 나며,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는다. 가슴의 두근거림과 압박감을

크게 느낀다. 오심의 순간에 실망감으로 한숨이 나오고, 온몸에 힘이 빠

지는 기분을 경험한다. 다음은 심판들이 경험하는 오심 상황에서 겪는

신체적 측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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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느끼는 몸

오심으로 느끼는 신체 반응이나 느낌들은 순간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서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 심판이 판단하는 오심의 질이 심각한 것일수록

심리적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개인적 성향의 차이도 있으나 오심의 질

의 차이에 따라서 오심으로 인한 신체 반응과 느낌은 상당히 오래 지속

된다.

판독이 있었어도 사실 판독 하나 지면, 등에서도 땀이 쫙 나. 얼굴이

막 벌겋게···. 오심하고 같아요. (오수연)

처음에는 막 그게 열이 나. 오심한 것도, 열 나서, 잠 못 자는 것처

럼…. (오수연)

아주 그 경기 자체는 정말 약간 되게 불편해. 신경 곤두서요. (백아람)

텐션16)이 높으면 그만큼 사고도 많이 있거든. 실수도 많고…. 그러니

까 이 심판에 그런 운영은 내가 가슴 졸이면서 막 심장이 쪼였다 말다

하는 것들이 꼭 물론 그 상황에서는 되게 스트레스가 받고 ‘아, 이거

제명에 못 죽어.’ 막 이러고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큰 웃음) (백아람)

경기가 막 팀에서 항의가 막 들어오고 하다 보니 저도 이제 압박감

이 생긴 거죠. 막 그야말로 언더 프레져17)가 돼버린 거죠. 뭔가 잘못됐

구나! 하지만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 경기 자체가 저도 사실은 잔여 경

기를 잘못했어요. 되게 심적으로 흔들리고…. 그래서 사실은 심판들도

멘탈 코칭이 필요한데…. (중략) 어쨌든 저는 그 순간에 엄청난 압박감

을 갖고 그 경기를 또 망쳤죠. (고하진)

16) 경기의 긴장감

17) under pressure : 심리적으로 압박감에 눌리는 상태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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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닌 거를 분명히 봤는데, 부는 순간 저는 같이 경기를 보다가,

제가 그 화면이 아직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경기를 보다가 한숨을 쉬

면서 내가 이렇게 짚고…. 경기 보면 이렇게 저희가 항상 이렇게 보거

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를 꼿꼿이 바로 선 자세 시연] 제가 이

렇게 했어요. [다리를 구부려 고개를 푹 떨구고 손을 털석 무릎에 올리

는 자세 시연] 아, 방금 제가 모션을 보여줬던 것처럼, 한숨도 나고, 힘

이 빠졌는데 제가 그 무릎을 잡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죠. 아 이게, 과

연 이… 이래야 하나! 되게 미안했어요. (강용기)

2) 견디는 몸

심판 중에는 불면증을 호소한 심판도 있었다. 아래 사례 역시 큰 오심

사건을 겪고 나서, 식사도 거르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나쁜 평판을 하게

된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대인기피로 오랫동안 힘들어했다고 고백하였다.

오심을 했지만 쪽 팔리고 막 땀 나고, 진짜 어떤 애들은 진짜 손 땀

줄줄 흘려요. [손바닥을 펴며] 여기보면 다 젖어요. 하고 나면 그날 밤

잠 안와요. (오수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나오기가 싫은 거죠 창피해서. 누

구나 다 나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날은 저

는 식당도 안 갔었어요 사실. 저녁 당일 저녁 안 먹고 다음 아침도 안

먹고…. 왜? 사람들을 대면하기가 너무 싫은 거죠. 왜 내가 아는데….

이 오심이 엄청나게 컸구나.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일단 내 경기를 보

기가 싫은 거죠. 그 장면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보기가 싫고…. 막

대인기피. 그 당시에 심판 회의가 10시에 하는데 가기 싫고 너무 심해

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고하진)

오심 후 몸의 반응들은 정서 반응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심판은 오심

으로 다양한 심리상태를 경험한다. 다시 말하면 주체의 감정은 오심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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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요한 본질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측면들이 학습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탐색해보는 것은 본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주체의 감정, 즉 오심을 체험한 심판의 정서 측면은 다음 절에서

학습과 관련지어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3. 체험한 시간 : 순간 다가와 길게 머물다 오래 남는 시간

1) 찰나의 순간

스포츠 경기는 빠르게 진행된다. 순발력, 민첩성과 같은 속도감은 스포

츠의 본질적 속성이다. 네트형, 구기형, 기록형, 채점형, 투기형 등 스포

츠 종목은 서로 다른 유형으로 크게 범주화할 수 있지만 모든 유형의 종

목 안에서 선수의 수행은 빠르게 이뤄지고 심판에게도 중요한 순간을 놓

치지 않는 빠른 판정이 요구된다. 모든 심판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경기 상황에서 판정의 어려움을 겪으며 오심이 발생한다. 찰나의 순간은

여러 유형의 오심과 관련된다. 빠른 시간성이 상황을 잘못 지각하게 만

들기도 하고, 규칙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적용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때

로 선수의 반칙을 판정해야 할 순간에 이를 실행해야 할 시간을 놓침으

로써, 해야하는 판정을 실행하지 않는 오심도 찰나의 순간 벌어지는 오

심이다.

워낙 빠른 판정을 이게 요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늘 항상 이제 모

든 판정에 있어서 특히 저는 이제 남자 단식 같은 거 보는 걸 너무 저

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한동시)

그래서 그때도 내가 그 기준 잡아놓은 거를 순간적인 긴장감에서 또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또 경기도 막 타이고, 막 8 : 9, 막 2 : 2 막 이런

식이니까 못 잡은 거지. 사람의 능력이 부족한 거. (백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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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끝난 후에 영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누가 봐도 반칙이다

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진짜 0.1초 2초 그런 차이로 진짜 막 0. 25배속

이렇게 해야 나오는 그런 순간의 찰나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

분에 있어서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은 그런 거 같아요. 오심이라는 게

‘누가 봐도 오심이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심판이라는 직업 자체가 어

떻게 보면 판사와 조금, 사회적으로 봤을 때 판사와 비슷한데 판사는 지

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 있고 대법원이 1차, 2차, 3차 기관이 있어서 판

정에 있어서 수정 작업을 거칠 수 있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0.1초 역대 또는 때로는 0.0001초 단위로 판정을 순간적으로 해서

그게 맞다, 틀리다를 해서 오심이냐, 아니냐가 판가름이 나니까 그런 부

분에 있어서는 심판의 오심에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최시한)

2) 경기가 “빨리 끝났으면”

찰나의 순간 오심이 발생하지만, 오심이 일어나고 나면 그 이후의 시

간은 심판에게 매우 더디게 흘러간다. 패널티 킥(penalty kick)을 던지는

‘30초’의 순간이 몹시도 길게 느껴지고,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도 지나

간다. 코치가 항의하는 그 ‘1분’도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진다. 이 경기

가 ‘언제 끝나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경기가 ‘빨리’ 끝나

서 이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자신의 실수를 본 모

든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진다.

그 패널티 파울은 아시겠지만, 축구에서 페널티 파울이라면 심판이

공을 들고 와서, 패널티를 던지는 사람, 그러니까 페널티킥을 차는 사

람과 골키퍼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 한 몇 초 사이 벌어져요. 한 30초

도 안 걸려요. 엄～청 길게 느껴졌어요. 되게 길었어요. (강용기)

그때 시간에 대한 느낌이요? 작전타임은 1분인데 그 1분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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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느껴졌죠. 왜냐하면 그 1분을 오롯이 저한테 항의하는 데 썼으니

까. (김단정)

이거 언제 끝나나? 왜냐하면 그게 전반전이었거든요. 전반전 십몇

분.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거죠. 결과에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완전

이제. 그렇죠. 엄청난 일이 커진 거죠. 후반전 막판이면 오히려 괜찮은

데 정말 시작하자마자 그런 판정이 나오고 하다 보니 경기는 완전히

꼬이고 심판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급격히 떨어지고…. (고하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시합이 빨리 끝났으면 전체 매치가. 저

선수들하고 마주 하고 싶지 않다. 나의 실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하

고 빨리 이 상황을 마무리 짓고 싶다. (한동시)

우리는 어떤 활동에 몰입하고 즐거움을 느낄 때 그 시간이 빨리 지나

감을 느낀다. 반면 찰나의 순간도 길게 느껴지는 오심 이후의 상황은 심

판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잘 드러낸다. 오심체험 직후에는 순간을 즐길

수 없고 활동에 몰입할 수 없는 심리적 스트레스 상태가 된다는 것이 심

판들이 체험하는 시간에 대한 느낌에도 나타난다.

3) 계속 머리에 남는 것

오심의 “임팩트”(impact)는 강하다. 오심체험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다. 그 순간의 잔상이 오래 지속된다. 당시 상황과 느낌이 혹은 느낌에

대한 기억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남겨져 있다는 심판들의 고백이 이어

졌다. 참여자 가운데는 그 오심체험의 “임팩트”(impact)가 “17년이 지나

도” 느껴진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심판들이 오심으로 기억하는 사건들로 경험이 부족한 초기 심판 경험

을 언급하기도 했고, 경력이 많이 쌓인 고참 심판으로서 겪은, 때로는 불

과 1년이 채 안 된 최근에 겪은 체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심판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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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은 사건은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그와 관련된 체험을 모

두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오래되었든, 최근의 일이든, 초임 심판이

든, 고참 심판이든, 심판의 오심체험은 머리에 오래 남는 것이다.

오심은 고의적이면 안 돼요. 절대! 근데 저는 그 당시, 그 임팩트가 17

년이 지나도 느끼냐면, 고의였어요. 고의였다는 게 느껴졌어요. (강용기)

일단 제, 저는 현재 활동하는 심판들 중에 그래도 등급이 좀 제일 높

은 편에 속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기대치가 있는데, 사람들 대한 기대

치, 저 스스로도 이제 제가 어떤, 어떻게 시합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

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한데 되게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실

수잖아요.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게 계속 막 머리에 남는 거죠. (한동시)

그런데 심판을 하면서 오심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오심이 굉장히

수치심으로 느껴질 때도 있고 굉장히 어떤 그런 그것 때문에 한동안

계속 그 생각이 머릿속에 안 떠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불과 최근이

에요. 올 초부터 5월까지 한 거의 한 6개월여 정도를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김단정)

절대. 끝날 때까지 해소 안 돼. 끝나고 나서도 해소 안 될 걸요. 꼬리

에 꼬리를 물어. 계속 밤에 잘 때까지. (백아람)

오심체험의 시간성을 학습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오심체험의 기억

이 오래 남는다는 것은 오심으로 학습한 내용 또한 오랜 시간 선명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실제로 심판들은 실패를 한 번 하게 되면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소한 실수는 크게

자극이 되지 않아서 계속할 수 있지만 큰 실수를 하게 되면, 규칙이 확

실하게 머리에 박힌다고 했다. 오심체험은 크게 아플수록 강하게 기억되

고, 그 학습경험까지 확실히 기억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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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험한 관계 : 항의와 비난을 견뎌야 하는 속앓이 관계

오심에는 항의와 비난이 따른다. 심판이 관계를 맺는 다른 대상을 통

해 심판은 주변의 반응들을 경험하게 된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지도자의 항의이다. 선수들이 직접 항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면담에서 심

판들은 대부분 지도자의 항의를 더 강하게 기억하며 언급하였다. 심판으

로서 선수에게 느끼는 압박감보다 지도자라는 위치가 지닌 항의의 강도

나 압박감이 더 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1) 지도자의 항의

부끄러움도 더 많이 타서 코치들이 카드를 들고 항의를 하면은 좀

기분부터 나빴고, 자존심부터 상했고, 그랬었어요. (곽규범)

[코치가 항의할 때] 이제 나한테 딱 ‘심판님’ 할 때는 나는 그 이게

그분이 그러리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가슴이 철렁하면

서 올게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백아람)

그냥 예전에 좀 더 열악했을 때는 라인저지도 없고 컴, 비디오도 없

을 때, 그때는 라인 콜에 대한 항의를 엄청 많이 받았었죠. 저 그런 거

는 뭐 일일이 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래도 거의 모든 코치님과 한두 번

정도는 워낙 오래 활동했으니까 모든 코치님과 한두 번 정도는 라인으

로 설전 아닌 설전을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한동시)

위 사례들처럼, 대체로 선수나 지도자의 항의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만, 경기가 종료되고 경기장을 나온 이후에 항의가 이뤄지기도 한다. 모

든 오심을 경기 진행 중에 심판이 자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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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끝난 이후에야 심판은 자신의 판정이 오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

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미세한 시간 흐름, 미세한 신체접촉과 같이 즉각

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심판이 자신의 오심을 자각하지 못하

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런 경우 녹화된 영상을 재확인함으로써 오심이었

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다.

경기 중에 심판이 지나친 오심이더라도 그 경기의 승패가 중요한 선수

나 지도자들은 판정을 매우 민감하게 지켜보기 때문에, 오심이 일어난

순간 혹은 경기가 끝난 이후 항의로 의견을 표출하게 된다. 이런 경우

선수나 지도자의 항의는 자신의 판정이 오심이었는지 살펴보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심판들은 스스로 올바른 판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선수나 지

도자가 그 판정을 언어적으로 항의하거나, 크게 항의하지 않더라도 의문

이 가는 듯한 몸짓이 느껴지면, 경기가 종료된 뒤라도 그 장면을 다시

찾아보면서 자신의 실책을 점검해 본다.

2) 관중의 야유

관중과 팬은 스포츠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심판

에게는 그 의미가 다르다. 스포츠 분야에서 관중은 심판에게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이다(Neil et al., 2013). 과도한 응원이나 개입으로 선수나

심판의 집중을 흐트러트리거나, 사진 플래시를 터트리고, 물건을 떨어뜨

리고, 미리 판정을 알려주는 코칭(coaching)하는 등등 해서는 안 되는 행

동으로 경기 흐름을 방해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관중은 심판에게 스트

레스 요인이지만 오심의 경우는 더하다.

군중이라는 익명의 무리에 감춰진 관중들은 오심을 행한 심판에게 무

차별한 언어폭력을 서슴없이 가하기도 한다. 야유하고, 비난하고, 비속어

가 내뱉어지기도 한다. 경기 규모나 등급이 높을수록 관중이 주는 반응

의 크기는 더 커진다. 심판이 느끼는 오심에 대한 비난의 강도는 그에

비례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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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서 관중들이 봤을 때는 야유가 쏟아질 때 그 야유를 제가 감당

을 해야 해요. 관중 쪽에서 봤을 때는 이 호로라기가 A심판에서 나는

지 B심판에서 나는지 잘 [구별이] 안되고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분

명히 콜 사인은 맞는데, 판정은 났는데, 저냐 반대편 심판이냐는 모르

기 때문에 주심 둘 다 욕을 먹는건데…. 어찌됐든 간에 구역은 제 구역

이기 때문에 제가 욕을 더 많이 먹었죠. (강용기)

제가 레드 카드를 판정을 했을 때 난리 난 거죠. 팀에서도 난리가 났

죠. 뭐 관중석 난리가 나고…. 하지만 저는 제가 본 대로 판정을 해야

되니까…. 그 팀이 졌어요. 어쨌든 졌죠. (고하진)

저희들도 어쨌든 60분 동안 현장에서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하는 그

런 류의 심판들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다 알아요. 분위기를 봤을 때

도, 전반적인 경기장의 분위기, 관중들의 분위기, 테이블에 있는 기술

임원들의 분위기, 벤치의 분위기, 선수단들이 쉐이크핸즈를 할 때 심판

들을 대하는 태도들만 보면, ‘아, 내가 이 경기를 잘했구나!’, 아니면 ‘그

냥 선방했다.’, ‘못했다.’라는 게 대번에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만약에

잘 안됐을 때가 문젠 거죠. 그때부터는 지옥인 거죠. (고하진)

3) 미디어 보도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은 가깝게는 선수나 지도자와 관계를 맺고, 다음

으로 관중들과도 연결된 사회적 관계 속에 있다. 관중의 의미는 비단

경기장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전 세계 스포츠 경기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온

라인상에 노출되는 환경이다. 또한, 경기의 결과는 미디어를 통해 보도

된다. 언론에 오심이 대서특필 되기도 하고, 온라인이라는 가상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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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불특정 다수가 오심에 댓글로 반응하기도 한다. 오심한 심판을 향

해서 그 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경기장에서 들리는 물성의 언어가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다수가 볼 수 있는 언어로 비난의 글이 남겨진

다. 심판은 종목 영상, 뉴스, 인터넷 커뮤니티 등등에 남겨진 오심의 기

록이나 댓글 반응을 보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한 심판은 미디

어가 심판의 오심에만 집중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만 그려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난리가 난 거죠. 거기 끝나고 저는 중동 언론에 대서특필 됐어요. 제

가 중동언론에…. 알 아라비부터 해서 걸프, 알카스, 뭐 신문에 코리아

심판. ○○○○. 아랍어로 ○○ 꼬리아 해서 난리가 난 거죠. 해당 팀,

그 팀이 바레인 팀이었어요. 바레인은 난리가 나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이후 그 대회에서 심판 배정을 못 받았어요. (고하진)

정말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필드는 되게 굉장히 중요하고 되게 매력

적인 그런 분야인데 너무 언론이라든지 어떤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쪽

으로만 알려져 있어요. 너무 이런 오심이라는 그런 거에만 집중을 하고

심판들의 어떤 단점들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언론이라는 게 어쩌면

사실은 자극적인 것들을 많이 생산을 해내야지만 또 언론도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그 결과에 이해는 가지만 심판이라는 분야를 한정을 지으

면 너무 부정적인 것들로만 쏠려있는 것 같아요. 다들 이미지 자체가….

심판, 잘해도 욕먹는 거. 심판, 오심. 심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치면

매번 심판 ‘좋아요.’는 없죠. 심판 오심, 심판 징계. 심판이라는 그게 저

는 너무···. 근데 그럴 거예요. 아마. 인터넷 어떤 빅데이터를 빅데이터

로 산출을 하면 심판 딱 키워드 치면 심판이랑 연관된 단어들은 되게

부정적인 것들. 100% 진짜. 그게 너무 심판이라는 필드에 있는 사람으

로서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좀 반전을 시킬 수 있을 만한 뭔가 어떤

전환점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쉽지 않은 거 같아요. (고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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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험한 맥락 : 나, 우리, 여기 지속하는 문제들

오심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답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오심 현

상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오심이 왜 발생하

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오심의 상황에 관련된 개인적인 혹은 사회문화적

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심체험의 배경이 되는 맥락적 요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오심의 원인에 대한 적합한 대처나 교육 방안에 대

해 근시안적 접근을 넘어 보다 근원적 접근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체험한 맥락은 심판이 오심체험의 맥락으로 인식하는 것들이다. 체험

한 맥락은 오심의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이 된다. 오심을 발생시키

는 직접적인 요소를 오심의 원인이라고 할 때, 그 원인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개인적 혹은 사회문화적 맥락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상되는

특정 장면을 보지 못하고 오심이 발생했다면, 특정 사건과 관련된 ‘시각

적 미인지’가 오심의 직접 원인이 되겠지만, ‘시각적 미인지’에 영향을 미

치는 경험의 부족은 오심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맥락적 요소가 된다.

경험이 부족해서 특정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장면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

장면을 포착하지 못해 오심이 발생했다면 오심에 영향을 미치는 ‘심판

경험’은 오심체험의 맥락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오심체험에서 맥락적 요소를 구분하는 것은 오심체험의 구조를 심층적

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오심체험이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이해하고, 개인의 오심체험을 개인을

넘어선 사회, 역사, 문화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접근이다.

개인의 체험 안에 녹아있는 맥락적 특징들을 발견하는 것은 한 개인이

속한 분야와 영역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접근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준다.

체험한 오심의 맥락은 개인과 분야, 영역,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분야란 심판이 관계 맺는 사람들을 말한다. 즉, 심판판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선수, 지도자, 동료 심판 등과 관련된 요소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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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맥락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한편, 경기 규칙, 경기장, 경기 진행, 교육

시스템과 같이 분야에서 공유하는 상징체계나 활동, 물리적 요소 등에

해당하는 것들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종합하면 심판이 체험한 오심은 개인의 맥락, 분야의 맥락, 영역의 맥

락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특정 경기 상황에서, 심판 개인의 심리 행동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체험한 오심의 맥락적 요소들을 먼저 세

부적으로 살펴본 뒤에, 맥락과 구분되는 오심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음

소절에서 다룰 것이다.

1) 개인의 맥락적 요소

체험한 오심의 맥락적 요소 가운데 개인 차원의 주요한 맥락적 요소는

심판 경험이다. 경험이 많고 경력이 많은 심판일수록 오심을 할 확률은

줄어든다. 그러나 경력이 많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오심 가능성에서 벗어

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력이 많은 심판의 행동 패턴이 자동화되

거나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익숙한 수행에 부주의해지는 경우, 기기 조작

의 입력 실수와 같은 오심이 초임 심판보다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집중력은 개인의 맥락적 요소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집중력

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다수의 심판은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체력이 떨어질수록 집중력이 낮아지고 그만큼 오심의 가능성이 커진다.

(1) 심판 경험

오심체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심판들은 공통적으로, 오심을 하지 않

으려면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심판은 경험을 통해

배우며 많은 경험을 쌓아야지만 심판으로서 실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

한다. 좋은 심판이 된다는 것은 규정을 암기하고 책을 읽어서 얻게 되는

지식만으로 이룰 수 없는 무엇인가가 현장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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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실제적 지식을 쌓는 것은 오심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학교 공부하고 같은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면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이 있잖아요. 1학년 때 낮은 레벨에서부터, 높은 레벨로 올라

가면서 공부를 하고 실패도 지금 우리는 심판이니까 오심이라는 단어

를 쓰는데 인생도 그렇고 살다 보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을 때는

실패를 많이 하죠. 실수도 많이 하고 하지만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실

수,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그게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줄어들죠. 심판

으로서 오심도 그래요. 처음에는 많은 다양한 오심이 어디서 나올지 모

르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커리어가 올라가고 경험이 많아지고 경기 횟

수가 많아지면 오심의 넓은 범위의 종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좁은 범위 안에서 이제 오심률을 어떻게 줄이느냐인데 오심은

일단 그것도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수연)

심판 경력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이냐.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약간 판

단이 달라져요. 저희는. 그래서 심판을 많이 안 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 그래. 얘가 아직은 이럴 수도···. 그래 나도 옛날에는 이랬지. 그러면

서 배우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잦은 입력 오류를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또 시작했네.’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한 오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보다 경력이 적은 심판들이 발전의 과정

이라는 건 알 수는 있죠. 적어도 그것에 대한 이해도는 있죠. (이두원)

(2) 집중력과 체력

심판이 좋은 수행을 하기 위해 집중력은 매우 중요하다. 한순간 집중

이 흐트러지면 오심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집중력은 체력과 관련

이 높다는 것을 심판들은 인지하고 있었다. 평소에 체력관리가 안 될 때

집중력이 낮아지는 경험을 한다. 몸 상태가 안 좋고, 건강이 안 좋아지면

역시 집중력이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

지면 집중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심판들은 오심과 관련된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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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관리와 체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고 어떤 심판은 건강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흔히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마음이 깃든다는 말을 한다. 스포츠 분야

에서 활동하는 심판들은 건강한 신체와 정신의 관계 맺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심판 경력이 오래되고 높은 레벨에 있는 심

판이라고 하더라도 체력이나 컨디션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순간적인 집

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오심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이유로 심판들은 학습에서 지식을 쌓는 학습만큼, 신체 반응 속도를 높

일 수 있는 훈련과 같은 신체적인 단련도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

었다.

일단 모든 심판들이 규정을 확실하게 숙지를 해야 되고 경기 중에는

집중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최예쁨)

초보 심판들은 정말 집중하고, 긴장하고, 입력 하나하나 조심을 하는데

베테랑일수록 쉽게 보는 거야. 대∼충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긴장해

야 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심판들도 있어요. 오히려 긴장을 하고 집중을

하고 하면 실수 안 나와요.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애. (최예쁨)

저도 제가 체력이나 상황이 건강이 안 좋을 때 항상 미리 준비를 하

지.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먹고 대회 준비를 철저히 하지만 정말 정말

안 좋을 때 정신 일도가 안 된다는 걸 느낀단 말이야. 심판할 때. 우리

도 매일 괜찮다가 한 번에 일이 생기거든요. (백아람)

제가 경험해보니까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가격리 2주를 했는

데 아무래도 2주 기간 동안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호텔에서 투

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농구심판, 배드민턴 심판, 테니스 심판

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 (종목명) 심판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 특히 라인 보는 거에 대해서 0.01초 단위로, 0.01초 단위로 이

제 터치냐 아웃이냐에 대해서 인이냐 아웃이냐에 대해서 판정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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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다 보니까 순간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

목명)도 그런 부분이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피지컬적으로18)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분명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심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인 반응 속도

를 높이려는 그런 훈련 또는 운동을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체중이 불면 확실히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체중 관리도 확실히 해야된다는 걸 더 느꼈고, 또 체력도 마찬

가지로 아무래도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런 부분에서 후반전에는 분명히 오심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

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피지컬적으로 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최시한)

2) 분야의 맥락적 요소

(1) 성과 지상주의

심판이 회고한 오심체험 안에서 공공연하게 언급되는 것이 ‘전국체전’

이다.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서 전국체전의 위상은 실로 대단하다. 전

국체전 순위에 선수의 모든 것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수

개인으로서 명예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대학 진학과 같은 중요

한 진로가 좌지우지되기도 하고, 선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 이상으

로 해당 팀과 소속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 때로는 팀의 해체가 결정

되기도 한다.

전국체전의 결과 하나로 단체의 일 년 예산 단위까지 달라지는 성과

지상주의 구조가 세대를 거쳐 지속하면서, 판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경

기 관계자들의 권력 행사에 관한 사례들이 언급되었다. 승자와 패자가

가려지는 스포츠 세계에서, 성적이 최고의 선(善)으로 우선시되는 사회

적 분위기 속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승리를 취하고자 했던 사건

18) physical, 체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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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현실 세계에 존재해왔다. 불공정한 권력 행사가 분야의 자정 노력

에 따라 상당히 개선되고 있겠으나, 공정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있는

심판들은 자신들의 일의 영역 안에서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코치, 감독으로부터…. 그 선수의 지도자. 전국체전이야. 실업팀이야.

그랬을 때 선수, 전국체전은 실업팀은 전국체전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국제대회, 올림픽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야. 선수는 오로지 전국체전

하나의 대회를 위해서 하는…. (박도움)

제가 알기로 전국체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점수잖아요. 이 순위

하나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올바른 건데, 바르게 판

정한 건데, 오히려 심판위원장이 잘못된 거죠. 근데 심판위원장이 그걸

[심판에게] 실격을 왜 줬냐 하고서 거의 욕을 했어요. (고민수)

전국체전! 15년 전, 아 16년 정도. (중략) 그건 경기장 위치하고, 경기

시간도 다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임팩트 있었는데 그 경기가…. 그리

고 모든 운동선수, 많은 운동과 아마추어 운동선수들이, 특히 고등학교

나 실업팀 입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전국체전이었는데 일반

대회였으면 별로 안 그럴 수 있는데 이 전국체전의 준결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결승에 가냐 못가냐의 경기였기 때문에…. (강용기)

[판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는] 성적이죠. 성적이 중요하니까…. 성적과

돈이었죠. 그 돈이 뭐냐 하면 성적을 내면 그 팀이 올라갔겠죠. 전국체

전은 저희는 삼사 등이 없어요. 그저 준결승에 왔다는 자체가 벌써 동

메달은 확보에요. 동메달로 집에 가느냐. 그리고 결승전이 그다음 날이

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어떤 사회적인 결과, 성적. 이기면 결승가요. 이

기면 결승 가면 아, 금액이 달라지지. 지원금이 달라지고, 그 팀에 대한

지원! 뭐 어느 팀, 어느 체육회 지방 단체에서 그냥 우리 삼 등밖에 못

했어. 결승을 가면 우선 결승전 간 팀에 대한 지원 대책이 달라져. 모

든 종목이 많이 그랬겠죠. (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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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판은 심판 활동을 중단한 동료 심판의 이야기를 안타까워하며 들

려주었다. 전국체전에서 동료 심판은 규정에 따라 한 팀을 실격처리하였

는데 그 팀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지도부에서 실격한 팀을 다시 재경기

할 수 있게 권한을 행사했다고 한다. 동료 심판은 경기 중 정심을 하였

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의 판정이 오심이 되어버린 것이다. 성과 지상주의

가 가공한 오심이다.

또 다른 한 명의 심판은 과거에 자신의 오심으로 보도된 여러 경기가

실제로는 오심이 아니었으며, 지도부의 잘못된 해석으로 오심으로 알려

진 사례가 여러 번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외부로 알려진 심판의 오

심 가운데 심판의 판정이나 실행의 잘못이 아니라, 분야의 맥락이 ‘오심’

으로 불리도록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질 ‘권위와 압

력행사’는 이와 연장선에 있다. 성과 지상주의가 팽배하고, 권위와 압력

이 작용하는 현실에서 심판 개인의 역량만으로 오심을 통제하기 어렵다.

공정이라는 스포츠 가치에 대한 심판의 고민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2) 권위와 압력행사

지도자는 자신의 팀과 선수에 유리한 입지를 다지고자 압력을 행사하

기도 한다. 심판이 정심을 해도, 지도자가 항의하고 경기장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목이 집중되면 잘못이 없어도 마치 잘못한 것처

럼 심판에게 불편한 상황이 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면 불편한 상황을 피

하려고 압력을 넣는 쪽에 유리하거나 문젯거리가 되지 않도록 소신 없는

판정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권위와 권력 행사는 심판의 오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맥락적 요소이다.

규칙은 매년 매달 바뀌어요. 매 대회마다 달라요. 그거를 가장 바로

바로 제가 알 수 있는 게 난데, 그런데 내가 현역 심판으로 활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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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까 나의 위에 있는 장들은 현재 심판이 아니고 오래된 심판이잖아.

나하고 룰이 다르잖아. 그분들이 그렇다고 현재 룰을 숙지하려고 하시

는 분들 아니고 좀 고집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개입에 의해서 내가

좀 어떤 어려움을 겪는, 내가 내린 판정이 잘못된 판정이 아님에도 불

구하고 그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내가 곤욕을 치르는 일이 대부분이

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크고, 남들은 그냥 뉴스에 일반인이 볼

때 뉴스에 누구누구 심판이 오심을 했다고 그러면 정말 오심을 한 줄

만 알죠. 실제 그 내막은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나의 심판

인생에 많았어요. 심판이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잘못한

것처럼, 최대 약자니까…. (오수연)

스포츠 현장에서 심판은 “최대 약자”라고 말한다. 백번을 잘해도 한

번 실수에 대해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3) 영역의 맥락적 요소

경기 바깥에 있는 외부인에게 심판의 오심은 심판 개인의 잘못으로 치

부된다. 그렇지만 한 개인이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개인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인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사회 안에서 자양분을

얻어 숨 쉬고 성장하는 유기체이다. 따라서 그 영역의 발전 수준이나 지

원이 개인 역량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오심에 작용하

는 영역의 맥락 요소를 살펴보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역의

문제가 어떻게 개인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오심이라는 현

상을 더 넓은 시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고찰을 토

대로 심판의 오심을 줄일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방안들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열두 명의 참여자 가운데, 심판 교육시스템이나 지원이 잘 갖춰져 있

다고 언급한 심판은 한 종목도 없었다. 심판들에게 도움이 되는 체계적

인 교육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현장의 고충을 하나같이 토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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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없다면 심판의 오심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1) 체계적 교육 지원 부족

심판 규정은 법전처럼 오랜 기간 똑같은 내용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

다. 규정의 세부 내용들이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종목마다 차이가 있지

만 짧게는 일 년 혹은 올림픽을 주기로 중요한 사항들이 바뀌기도 한다.

바뀐 규정에 대한 교육이 충실히 이뤄져야 오심을 줄일 수 있으나, 체계

적인 교육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시스템이 아닌, 심판 스스로 자기 주

도적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해 심판 역량을 키워나가는 시스템이 심판 보

수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심판이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면 오심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 그만큼 영역의 교육시스템은 오심에 영향을 주는 중요

한 맥락이다.

앞으로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잘 커리큘

럼이 잘 짜여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백아람)

○○○(종목명)의 경우에는 너무 심판의 초반에 적응할 때 학습 툴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화된 툴이 있으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 심판이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데 좀 헤매지 않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가이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이드가 저희는 그렇게 자세하게 있는 편은 아니에요. (이두원)

저는 맨땅 헤딩을 했었거든요. 제가 국제심판이 된 건, 아무것도 몰

랐어요. 제가 시작할 때. 왜? 선배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향력을 발

휘했던, 정말 국제심판의 생리를 아는 선배들이 없었거든요. 공부를 한

심판들이 없던 거죠.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 국제심판이 되고,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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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뭔가 노력형, 뭔가 공부를 하고 체

계적으로 국제심판이 된 케이스가 저희가 첫 번째예요. (고하진)

(2) 규정 미비와 혼선

한편으로 심판은 규정을 적용하는 사람이다. 선수의 행동이 비신사적

이거나 스포츠맨십에 어긋나 보이더라도 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다면 제

재할 수가 없다. 혹은 같은 종목 안에서 국제 규정과 국내 규정을 일관

성 없이 다르게 적용하거나, 같은 국내대회에서도 대회를 관장하는 심판

위원장이 달라질 때마다 적용하는 규정도 달라지면 심판들은 판정에 혼

선을 겪게 된다. 규정에 미흡함이 있거나, 로컬룰(local rule)을 다르게

적용하는 혼선과 같이 규정 적용의 미흡함은 심판의 오심 발생을 높이는

맥락으로 작용한다.

그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죠. 사실은 그렇지만 규정상으로 잡을 수 없

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였기 때문에 제가 화가 좀 마음이 언짢아 있

는 상태에서 똑같이 똑같은 행위로 점수가 났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줘야겠다 하고 줬는데, 이거 자체가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규정집에 그거를 그 잘못된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속이 상했고, 왜

이런 규정을 마련을 안 해놔서 잘못된 행위를 방지를 못 하게 하고 더

실력이 좋고 페어 플레이를 한 선수가 져야만 하지? 이러한 어떤 그런

분노라 그럴까,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시합 때. (곽규범)

규칙서와 가이드 라인, 케이스 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권을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되고 해마다 바뀌어요. 책이 해마다 나오고 전체 틀은 4년

에 한 번씩 바뀌어요. 올림픽 주기로. 올림픽이 끝나면 그다음에는 새

로운 룰이 나와요. 그리고 그 4년 안에서도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근

데 그게 전혀 다르게! 다르게 가는 게 아니라 올해는 반칙이야 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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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반칙이 아니야라고. 그래.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작년에는 한 5

년 동안을 반칙이야, 라고 배웠는데, 요번 해에 반칙이 아니다로 바뀌

었어. 그런데 사람이 평상시에 책보면 그래, 올해에 바뀐 룰이야 알지

만, 아까처럼 임박한 상황에 들어가면 오랜 시간 경험했던 게 머리에

빨리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사고 치는 거지. (오수연)

(3) 경기 운영의 지원 부족

스포츠 경기가 일면 화려해 보이지만 그 운영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

전히 열악한 여건인 곳이 많다. 체육관이라는 물리적 시설의 문제에서부

터, 재정 부족의 문제, 운영의 문제 등 비인기 종목은 더욱 심하다. 재정

이 부족하면 많은 심판을 대회에 부를 수 없으니, 경기 운영에 충분한

심판이 배정되지 못하고, 단기간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무리한 운

영으로 심판판정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 거기 체육관이 체육관이 아니라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영화관

같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부수적인 시설을 경기장으로 만들었거

든요. 그래서 큰 약간 컨테이너 박스, 그런 공장 같은 데에다가 이제

코트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만들다 보니까 경기장의 관객도 그렇

게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근데 장소가 협소해서 경기장 코트하고 관

객하고 완전 엄청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진짜 요즘 사

회적 거리 두기 2m 거리 정도, 그 정도로 붙어 있어서 관객들이 이제

빼곡히 차 있는데 코트에서는 가깝고 북 치고 장구 치고 막 이렇게 하

니까 사실 그런 소음 때문에 원래는 예를 들어서 조금 시야가 가리더

래도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 소리로도 그 정도 어느 정도 20%는 소리

의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아예 소리의 영향을 들을 수가 없

다 보니까 보는 대로만 판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공격 시간 이제 전광

판이 있는데 그 전광판을 보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판정하기가 되게 어

려웠었어요. (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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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심판 보러 가기 전에 되게 그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

도 있는 게 오심을 할까 봐, 이렇게 잘못 볼까 봐가 아니라 입력을 잘

못할까 봐, 그 걱정을 좀 많이 해요. 심판을 한두 명 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최소한 60명, 80명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그러면 그게 굉장히

빨리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서 점수를 입력하고 마지막

에 입력한 채 1분 이상 주어지지 않는데 그걸 다 보고 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샌드19)를 그걸 하다 보면 한 열 번 하다 보면 한두 번 빼

먹고 그냥 샌드를 하게 돼서 그거를 루틴화 해야 하겠다 하고 생각은

있으니까. 내 리듬을 지켜야지. 절대로 다른 외부의 이런 시간을 조금

이나 이런 건 사실은 그 시간을 확보가 돼야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시합 운영상 촉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여기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두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심이라는 현상은 단지 심판 개인의 순간적

잘못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오심 현상을 심판 개인의 잘못으

로 결론짓는 단선적 해석으로는 현상의 심층적인 이해에 다다를 수 없으

며 근본적인 개선책도 마련하기 어렵다. 현상에 대한 이해가 풍부할수록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여러모로 모색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

심의 현상을 맥락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경기 상황에 밀

착된, 상황에 직접 작용하는 오심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6. 체험한 원인 : 심판이 연주하는 네 선율

심판이 경기에서 판정하는 행위를 도식화하면 네 가지 요소의 상호작

용과정으로 연결된다. 첫째, 지각, 둘째, 판단, 셋째, 동기, 넷째, 실행의

과정이다. 지각은 민감한 상황수용, 판단은 인지작용, 동기는 정서작용,

실행은 행동표현과 밀접히 관련된다. 네 가지 프로세스는 순차적으로 혹

19) send: 점수 입력 기기에 점수 입력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누르는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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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계적으로 작동한다기보다 상호 작용하며 연결되어 심판의 최종 수

행으로 표출된다.

스포츠 경기에서 라인에 근접하게 떨어진 공에 대해 양 팀이 서로 자

기 팀의 득점이라고 주장하고 대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승부를

위해 어느 한쪽이 거짓 주장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믿는 대로 실

제로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승부에서 이기고자 하는 강한 신념이 앞

서면, 선수에게는 라인에 근접하게 떨어지는 공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

로 보인다. 이기고자 하는 ‘동기’와, 아웃을 인으로 보는 ‘지각’ 사이의 상

호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심판의 오심에서 지각, 판단, 동

기, 실행의 각 과정은 모두 상호 작용하는 관계에 있다. 실제 현상에서는

이 네 가지 과정이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고 서로 중첩되어 오심이라는

최종적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그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틀로, 지각, 판단, 동기, 실행의 단계로 구분하여

오심 현상의 사실적 측면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1) 지각 실패

판정을 위해 제일 먼저 상황을 민감하고 정확하게 지각하여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장면을 놓치거나, 보거

나 듣더라도 개인의 민감성 부족이나 인간의 감각적 한계 등으로 상황을

객관적 사실 그대로 지각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올바른 판정을 내릴 수가

없다. 오심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수의 동작이나 공의

움직임, 소리 등과 같은 경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움직임과 변화를 바

르게 지각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황의 민감한 지각과 수용은 심판 판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심판은

각 선수의 움직임과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시간을 시각적으로 확인

하고, 신호음을 청각적으로 놓치지 않으며, 관중의 환호나 분위기에 휩쓸

리지 않고, 각 팀 지도자의 반응을 살피고 조율해야 하는 등 복잡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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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동시에 지각하고 판단하면서 통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

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상황을 민감하게 지각하고 수용하는 능력이다. 판

정에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심판은 오감을 총동원하여야 한다. 일

단 전개되는 상황을 감각적으로 즉, 시각적으로 혹은 청각적으로 지각하

는 민감성이 떨어질 경우, 오심이 발생할 수 있다. 순간적으로 빠르게 전

개되는 경기 상황에서 여러 장면과 소리를 포착해야 할 때 심판들이 판

정에 어려움을 겪고 오심이 발생하였다. 다음의 사례들은 지각 실패로

인한 심판의 오심체험을 보여 준다.

환호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간 초과를 알릴 때 이제 부저가 울리

는데 그 신호음을 제가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득점이

연결이 되면서 이제 오심이 생겼죠. (최시한)

○○○ 종목에서 여자는 두 바퀴, 남자는 세 바퀴 회전을 했는데, 저

는 둘 다 두 바퀴를 회전한 것으로 보고 점수를 줬어요. ○○○종목에

서는 남녀 똑같이 회전을 해야 하는데, 남자는 세 바퀴 회전을 했는데

여자는 두 바퀴면 사실 마이너스를 줘야 하는 거죠. 근데 남자는 워낙

순간적으로 높이 점프하고 스무스하게 세 바퀴를 돌아서 여자랑 같이

뛰어서 같이 내려오니까 그걸 모르고 여자랑 같은 두 바퀴를 회전한

것으로 보고 점수를 준 거에요. (이두원)

2) 판단 실패

심판들의 오심체험 가운데 판단을 잘못해서 오심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규정에 준해서 해도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득점인 것과 실점인

것을 구분하는 판정과 관련되는 오심을 판단 실패라고 할 수 있다. 판단

실패는 정보처리 인지과정 및 의사결정 단계를 포함한다. 인지 과정에서

판단은 평가 판단과 선택 판단으로 이루어진다. 규정에 준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평가 판단이라면, 선택 판단이란 상황에 맞는 규정의 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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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판단이다.

한동시 심판의 경우 선택 판단에서 실패한 사례의 예이다. 경기 중 심

판이 렛20)을 선언한 경우 이후 경기가 중단되고, 득점을 했더라도 인정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한동시 심판은 렛을 먼저 선언한 뒤에 랠리에서

이긴 쪽에 득점을 인정하는 판단 실패를 범하였다. 렛을 선언하면 득점

의 인정 없이 경기를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규정을 올바로 알고 있었지

만, 판정에서 랠리에 이긴 쪽에 점수를 부여하는 선택을 했다. 잘못된 선

택 판단으로 인한 판단 실패라 할 수 있다. 심판은 하나의 장면에 관련

될 수 있는 다양한 요소와 규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상황에 대

한 신체적 반응과 이성적 해석이 충돌할 때, 가장 적합한 결정이 무엇인

지 선택하고 적용해야 하는 순간에 직면한다. 규정을 잘 알고 있더라도

그 상황에 맞는 규정이 무엇인지 선택하는 판단에서 실패하면 오심이라

는 실패를 겪게 된다.

코트 상대편, 상대편 코트가 아니라 인접한 코트에서 ○○이 날라와

서 ‘렛’을 했는데, ‘렛’을 한 것과 거의 동시에 랠리가 끝났어요. 근데

이제 저는 ‘렛’을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난 걸로 판정은 최종

판정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니까 ‘렛’을 크게 해서 거의 크게

하는 동시에 이제 사실 ‘렛’을 한 동시에 그 랠리가 거의 끝났는데, 제

가 내가 제가 생각하기에도 ‘렛’이 먼저였던 것 같은데 말하는 게, 말한

게 아주 살짝이지만 시간 차는 얼마 안 되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하

고 나서 랠리가 끝나버려서 그냥 이제 그 랠리에서 이긴 쪽에 득점을

줬는데 이제 실점한 쪽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렛’ 했는데 왜 실점이

냐라고…. ‘렛’보다 먼저 이 상황이 끝났다, 라는 그러니까 그 설명을

했지만 (웃음)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 어떻게 어

떻게 넘어갔는지 기억도 안나요. 그냥 그때는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거를···. 아직까지 생각나요. (한동시)

20) ‘렛(let)’에 관한 설명은 각주 10, 11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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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곽규범 심판의 사례는 정서의 영향으로 판단이 흐려진 경우

를 잘 보여준다. 판단행위는 인지기능의 단선적 처리 과정이 아니며,

인간의 인지 능력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 인간의 감

정은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정당하지 않은 플레이를 한 선수의 이

전 행동 때문에 다소 ‘흥분’한 상태가 되었고, 해당 선수의 다음 행동

을 감점으로 판단하였으나 오심이었다. 신체 부위에 따라 다르게 적

용해야 하는 규정을 잠시 혼동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 감정 때

문에 평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심판의 판정은 인지적 요소와 정

의적 요소들의 상호작용 가운데 매우 복합적 처리과정의 결과로 나

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몸통 같은 경우는 내가 잡지 않고 접촉만 되더라 그럼

○○○으로 하는 변칙적인 ○○○이면 감점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

를 줄 수가 있는데, 그 얼굴만은 그런 행위가 나오더라도 확실히 잡지

않는 한, 감점을 줄 수가 없었는데, 제가 좀 흥분을 하다 보니까 그거

를 바람직하지 못한 걸로 감점을 준 거죠. 얼굴에 대해서. 그러고서 이

제 코치가 카드를 들어서 갔더니 ‘얼굴에 대해서는 감점이 없지 않습

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죠.

(곽규범)

3) 동기 실패

심판은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때때로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정서 작용이 행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어 심판 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정 의도나 목적, 혹은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정서

작용이 심판의 판정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면 동기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첫 번째 사례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했으나 자국 선수의 경기를 좋

게 평가하는 편향적 판정을 한 경우이다. 심판 자신의 이익 여부와 관련

이 없더라도, 어떤 의도나 목적이 작용해 공정성을 해치는 심판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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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는 동기 실패로 인한 오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국제 대회를 나갔을 때예요. 첫 국제 대회에 나갔었고 경험도 없

었고 우리나라 선수를 데리고 나갔어요.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를 하는

데 어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이게 느낌이, 진짜

애국심이 팍팍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얘가 다른 선수보다 너무 이게

조금 냉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 판단이! 그래서 다른 심판들보다

는 점수를 좀 많이 줬어요. 그거 가지고 제가 워닝이나 어세스먼트21)를

받을 만한 건 아닌데…. 그러한 갭은 아닌데 나 혼자 생각에 남들은 다

4점대로 줬어요. 나 혼자 6점대로 준 거 10점 만점에…. 그럼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나 혼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지. 일단

자국 선수 점수를 내가 많이 준 건데…. 저는 그때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을 안 하고 너무 잘해서 나는 잘 준 건데…. 이게 냉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경험의 차이고 경험이 없어서 그냥 내 자식이 제일

예쁜 것처럼 그랬던 거. (최예쁨)

스포츠 윤리상 가장 우려되는 오심이 개인의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판정하는 동기 실패이다. 편파판정과 같은 오심은 동기 실패의 매우 대

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 심판으로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판정이다. 그

런데 동기 실패는 공정성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비윤리적인 의도로 발

생하는 실패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심판은 공정성

의 중요 가치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실천하고 있는 심판들

이었다. 과거에 있었던 소수의 특정 사례를 언급함에 있어서 다른 심판

의 고의적 오심 사례가 나타났을 뿐이다.

하지만 비윤리적인 고의적 판정 이외에 선수를 도와주고 싶은 이타적

인 심리가 심판의 잘못된 판정행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추운 날

씨에서 치러지는 동계종목 심판을 보면서 장애인 선수를 도와주고 싶은

21) ‘워닝(warning)’, ‘어세스먼트(assessment)’는 심판이 받는 평가와 관련된 용어로 종

목과 경기 수준에 따라 대회에서 심판을 평가하는 평가자가 있어 그 결과가 좋지 않

으면 대회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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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동기가 작용해 심판으로서 제공해서는 안 되는 정보를 제공한 사

례가 그러하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당 선수의 경기 결과

가 자신의 이득과도 상관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타적인 마음이 동

기로 작용하여 선수를 도와주려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동기

실패의 의미는 비윤리적 동기가 작동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타적인

동기일지라도 심판이 지닌 의도가 판정에 영향을 주어 오심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심판이 판정에서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는 것은, 상대적

으로 다른 선수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심판의 공정성은 이

타적이든, 이기적이든 중립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

는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한다.

내 혼자 판단 미스야.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도 선수가 많고 그

러니까 기록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선수를 좀 도와준다는, 장애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건 좀 얘기해도

되지 않나! 전혀 (아니야) 장애인도…. 그래서 그 뒤로는 일체 이제 그

다음 시합부터는···. 다른 심판한테도 주의를 주죠. 그게 이제 산 교육

이라고 봐야지. 안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심판이···. (박도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내가 선수 입장에서 내가 심판의 입장이야 하는데 왜 선수 입장이 되

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박도움)

다음 사례는 파트너 심판의 고의적인 동기가 작용한 오심 사례이다.

특정 선수나 팀에게 유리하게 판정을 하는 고의성이 있는 동기에 의해

오심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냥 때 그 분에 말···. 그러니까 가서 ‘선생님, 이건 아닙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한도 안되고 그때 [저는] 급수가 낮고 그 선생님 거

의 우리나라의 탑이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건, 이게 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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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면은, 오심은 고의적이면 안 돼요. 절대! 근데 저는 그 당시, 그

임팩트가 17년이 지나도 느끼냐면 고의였어요. 고의였다는 게 느껴졌어

요. (강용기)

위 사례는 고참 심판이 실행한 오심이지만, 파트너 심판으로서 같은

대회에 참가했던 강용기 심판은 이를 타인의 오심인 동시에 자신의 오심

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경기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상황에

적합한 규정을 적용해 정확히 판단할 능력이 있고, 올바른 행동의 지침

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오심이 발생하였음을 인

정하는 것이다. 같은 경기에 배정된 심판들은 서로 협력하거나, 합의를

통해 판정을 수정할 수도 있고, 선배 심판이 잘못된 판정을 내릴 때, 그

것이 최종 판정이 되지 않도록 합의할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상

대의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고 권위에 굴복함으로써 정당한 심판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해 오심을 막지 못했다. 상대 심판의 동기 실패와 자

신의 실행 실패가 동시에 작용한 오심 사례이다. 실행 실패가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오심 유형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실행 실패

오심체험의 가운데는 상황의 지각이나 판단, 동기는 적합하였으나 심

판이 지각한 상황에 대해 판단한 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단계에서 잘못

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실행 실패로 명명하고자 한다. 실행의 실패란

자신의 판단과 다르게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실패이다. 단

순 기기 오작동이나 심판 사인(sign), 콜(call) 등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착오적 실수는 실행 실패에 해당된다. 상황을 정확히

지각하고, 적합한 규정을 알고 있으며, 공정한 판정을 하려는 동기도 충

분하지만, 판정이 행위화 되는 단계에서 잘못되어 오심이 발생하기도 한

다. 규정의 인지적 평가나 선택 상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수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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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판단 실패라면, 실행 실패는 규정에 관한 판단은 올바르게 하였으

나 경기 운영상 실행과정에서 잘못으로 나타나는 실패라 할 수 있다.

자기가 아쉽다 느낀 거는 뭐랄까 이렇게 심판 보면서 폴트 같은 것

도 줬어야 되는데 못 준 이런 거 있잖아. 자기가 줬어야 되는데 그런

거. 그럴 때 있고…. 아쉬움이 좀 제대로 뭔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그런 거…. (백아람)

내가 이제 두 선수가 약간의 의심이 갔지만 양쪽이 그랬기 때문에

나름대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폴트 서브를] 안 주다가 이 한 선수가

조금 더 심한 선수를 초반에 이제 워닝을 준 다음에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폴트 노출이 돼서 폴트까지 준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A 선수

한테 준 거라. 그 A 감독하고 이제 지금 열받아 있는 상태겠죠. B 선

수도 분명히 안 좋은데. 근데 우리가 A, B가 차이가 있음에도 결국은

둘 다 폴트 서브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잡으면 경기가 안

돼요. 사실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인제 비디오 판독이나 이게 나올 예상

이거든요. 그럴 때는 주면은 선수들이 다 바꾸겠지. 그러나 나의 힘으

로 지금 그걸 할 수 없을 때는 내가 최선의 나만의 그런 기준을 세워

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보고는 있었는데 마침은 만

약에 우리가 11점 게임인데 8 : 9나 8 : 8 때 중요할 때, 확 B가 해버

리니까 깜짝 놀라면서 내가 못 잡은 거지. (백아람)

장애인인데, 내가 경기를 했는데, 국내 선수인데, 심판은 선수한테

얘기를 해서는 안 돼요. 선수가 물어봐도 그냥 알아서 하도록 스스로

해야지. 장애인이니까 조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어. 코스 몇 번. 지

금 다섯 바퀴를 돈다면 ‘네 번째야. 한 바퀴 남았어.’ 그랬는데, 자기는

다 돈 것 같애. 내가 한 번 더 돌으라 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러면 얼

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박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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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오심의 원인 간 상호작용 예시

앞선 박도움 심판의 사례는 심판이 선수에게 경기 중에 해서는 안 되

는 얘기를 한 실행 실패 사례이다. 선수의 회전은 스스로 기억하고 판단

해야 하는 부분이며, 심판은 이에 대해 기록만 할 뿐 많고 적음에 대한

정보를 선수에게 제공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

의 규정에 관한 판단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실행의 실패를 보여준다.

더구나 회전 횟수를 잘못 계산해서 오정보를 제공한 점은 심판의 잘못

된 상황판단이 가중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장애인 심판을 도와주고 싶다

는 동기로 인해 잘못된 언어적 실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판단, 동기,

실행의 실패가 상호 영향을 주어 복합적으로 나타난 사례이다. 이 사례

에 나타난 오심의 원인 간 상호작용을 정리하면 [그림 4-1]과 같다. 그

리고 심판의 오심체험을 통해 본 실패 유형을 종합하면 <표 4-1>과 같

이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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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실패 유형

실패 유형 개념 예시

지각

실패

상황을 민감하게 지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상황 지각으

로 발생한 실패

-감각적 한계나, 집중력 부족으

로 공이나 선수 움직임 등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함

-동료 심판의 신호를 보거나 듣

지 못함

판단

실패

문제 상황에 적합한 판단의

준거를 적용하지 못한 평가

판단과 선택 판단의 실패

-상황과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 규정을 잘못 적용함

-상황에 적합한 규정이 무엇인지

인지적 혼동이나 착각이 일어남

동기

실패

일의 중요 가치에 반하는 동

기나 목적으로 발생한 실패

-의도적으로 특정 팀이나 선수에

게 유리하게 판정함

-항의나 소란이 두려워 논란이 될

만한 판정을 안 하거나 잘못함

실행

실패

언어행동적 표출과 직접 관

련된 실패

자신의 판단과 다르게 실행

하거나, 실행하지 못해 발생

하는 실패

-점수 잘못 입력하는 단순 기기

오작동과 같은 착오적 실수

-상황에 적합한 신호를 표현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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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실패학습의 전개 양상

실패학습이 무엇인가에 답하기 위해, 실패학습의 전체 모습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연구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이 체험한 실패의 과정을 따라가

면서, 학습을 촉발하는 동력, 활용하는 방법과 전략, 그 결과물이 무엇인

지를 살펴볼 것이다.

실패학습을 탐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패가 일어나는 상황을 들여

다보아야 한다. 실패체험으로 무엇을 학습하는가를 살펴보려면 오심이

왜 발생하였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 등 그 현상을 먼저 사

태 그대로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인의 경험이 학습으로 이

어지려면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재검토하고 재해석하는 성찰의 과정

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1절과 제2절에서 오심체험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오심이라는 실패가 단지 실패라는 단일한 사건으로 끝나

지 않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습으로 이어졌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목적이다. 실패체험은 큰 심리적인 충격이나 상처로 남을 수도, 다시 떠

올리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한 심판들은 기억에 남는 큰 실패들이 자신을 성장시킨 가치 있는

경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다시 말해, 참여자들에게 실패학습이

일어났다는 것이며, 실패가 학습에 가치 있는 경험임을 긍정한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실패 후에 학습이 일어났음은 분명하지만, 그들에게

학습은 아주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실패학습은 그들의 생애에서 전개되

는 학습의 연장선에 있다. 실패를 매개로 한 학습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학습의 여러 속성과 이론적 개념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일 가능

성이 크다. 어쩌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학습의 모습과 전혀 다

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고 수준의 전문가가 경험한 실패라는

매우 독특한 조건은 다른 학습과는 구분되는 특성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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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관한 탐구로 심판들이 학습이라는 큰 활동 안에서 실패를 체험

하고 학습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떠한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실패학습의 촉발 요소 : 정서, 태도, 의지의 학습 연료

개인의 학습과 성장을 살펴보기 위해서 현재 출발점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습에서 출발선을 확인하는 것은 향상의 정도나 성장의 방향

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실패를 단순한 실수로 인식하고 안주해 버리면 학습이 일어나기 어렵

다. 간단한 실수는 부정적인 정서를 크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이

런 경우 실수 자체를 실패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 체험이 학습으로 연결

되기 어렵다. 강한 부정정서를 불러일으킨 체험이라는 것은, 변화의 욕구

를 자극하는 것이고 정서적 안정의 상태를 갈망하게 하는 것이다. 현실

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자신이 되려는 방법을 탐구해나가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정서는 실패학습이 시작되는 출발점에서 학습

을 촉발하는 자원이다.

실패학습의 출발선에 선 심판은 실패라는 아픔을 느끼지만, 그 실패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와 실패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학습 의지를 지니

고 있었다. 실패학습의 전개 양상은 실패학습의 출발점에 있는 학습자들

의 정서체험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해보고자 한다. 이는 다른 학습과

실패학습을 가장 분명하게 구분 짓는 출발지점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실패라는 체험에 대해 학습자들이 지닌 중요한 전제를 살펴

볼 것이다. 앞서 연구결과 제2절 ‘체험한 주체의 관점’에서 심판들이 가

지고 있는 ‘심판’과 ‘오심’에 대한 기본 가정들을 살펴보았다. 심판은 공

정성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오심이 언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겸허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이번 장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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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심판들이 지닌 ‘실패학습’에 대한 가정이다. 오심과 심판, 오심과

학습에 대한 선 개념이 실패체험을 해석하고 행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심판들이 심판의 본질, 오심 그리고 학습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 관련된 경험을 통한 학습의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나 심판이 실패에 대해 어떤 관점을 지니

느냐로 그 실패는 학습의 재료가 될 수도 있고 회피와 외면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흥미롭게도 다양한 종목의 심판들이 경험한 오심 사례들은 그 구체성

에 있어서 매우 다채로웠지만, 그들이 자신의 오심에 대한 체험을 언급

하는 사이사이 보여준 신념들은 매우 유사한 형태로 드러났다. 다시 말

해 각자 다른 오심체험을 하였으나 심판들은 오심과 학습에 대해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었다. 심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견해는 연구결과 제2

절 1항에서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되었다. 첫째, 심판에 대한 전제: 공정

성의 가치추구, 둘째, 상황에 대한 전제: 오심 상황의 발생가능성, 셋째,

인간에 대한 전제: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요약된다. 심판 실패학습의 과

정을 살펴보기 위한 이 장에서는 심판이 지닌 ‘실패학습에 대한 전제’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실패를 대하는 심판의 학습자 자세(강대중 외,

2017)라고도 볼 수 있다.

1) 실패라는 아픔 : “너무 힘들었어요”

실패경험은 부정적인 정서를 수반하기 마련이다. 실패를 겪은 심판들

은 그 당시 느껴진 아픈 마음들을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였다. 당혹감, 압

박감, 수치심, 창피함, 자존심 상함, 아쉬움, 화남, 자책감, 미안함, 죄책

감, 분노, 무력감, 회의감 등 실패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쓰라린 아픔을

준다. 오심 사건 자체로 당혹감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기대치와

타인의 시선을 생각할 때 창피함과 수치심으로 상처 입고 자존심이 상하

기도 한다. 또한, 타인의 시선과 무관하게, 완벽함에 대한 자신의 기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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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에서 벗어난 결과가 아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한다. 무엇보다 피

해를 볼 수 있는 선수에 대한 미안함과 자책감도 강했다. 한편으로는 오

심의 상황과 관련된 어찌할 수 없는 부당함에 대한 분노나, 회의감에 빠

지기도 한다.

연구자들이 자신의 언어로 기술한 부정적 정서들을 분류하면 정서의

초점을 두는 대상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오심 사태 자체, 자

신, 타인, 가치나 영역이 그 대상이다. 오심이라는 사태가 벌어지면 사태

자체에 느끼는 감정은 당혹감이다. 그리고 오심을 행한 자신에 대한 수

치심, 아쉬움과 같은 감정을 느낀다. 오심으로 인해 피해를 볼 선수인 상

대를 생각할 때, 미안함, 죄책감 등의 감정을 느끼고, 오심을 통해 공정

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영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분노와 같은 감정

을 느낀다. 다시 말해 연구에 참여한 심판들은 오심 사태 자체, 자신, 타

인, 가치나 영역 등 정서의 초점을 두는 대상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결의

부정적 정서를 체험하게 된다.

한가지 결과 해석에서 주의할 점은 정서연구에서 사용하는 정서의 명

칭이나 개념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와 완벽히 일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정서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정서의 명칭과 개념을 보

다 엄밀하게 구분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쓰인 정서의 명명은 연구참

여자의 면담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연구참여자들의 표현에

바탕을 두고 용어를 선택한 것이고, 학술적인 정의를 엄격하게 적용해

선택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이 연구에서 정서의 기술은 개념을 정의

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참여자들이 오심체험을 통해 여러 가지 정서를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는 데 주안을 두었기 때문에 참여자의 면담에서

나타나는 화용론적 언어로서 그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

어 ‘미안함’은 다수의 심판이 오심체험의 느낌으로 주요하게 언급하였으

나, 정서연구에서 기본정서로 다뤄지는 개념이 아니다. 본 연구에 쓰인

당혹감, 압박감, 창피함 등의 정서표현도 참여자가 사용한 대로 옮겨적

은 표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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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태 그 자체로 : 당혹감, 압박감

경기 중 자신이 오심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참여자들은 당황한

다. 정서연구에서 실수는 당혹감을 느끼게 하고, 당혹감의 가장 뚜렷한

표현은 얼굴 붉어짐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Kalat & Shiota, 2007).

연구참여자들은 오심을 하면 일단 당황스러움을 느낀다. 그리고 오심 자

체가 스트레스 상황임을 ‘압박감’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아이씨 왜 그랬을까? 내가. 사실 그때 콜을 안 했으면 그냥 거의 끝

나는 랠리에서 끝나고 들어왔다, 라는 게 더 판정이 올바른 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되게 무의식 중에 이제 불려버린22) 거기 때문에 당황스

럽기도 하고 왜 불렀을까 싶기도 하고···. (한동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수밖에 없구나. 큰일 났다. 심판은 주목

되면 안 되는데···. (고하진)

경기가 막 팀에서 항의가 막 들어오고 하다 보니 저도 이제 압박감

이 생긴 거죠. 막 그야말로 언더 프레져가 돼버린 거죠. 뭔가 잘못됐구

나! 하지만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 경기 자체가 저도 사실은 잔여 경기

를 잘못했어요. 되게 심적으로 흔들리고…. 그래서 사실은 심판들도 멘

탈 코칭이 필요한데…. (중략) 어쨌든 저는 그 순간에 엄청난 압박감을

갖고 그 경기를 또 망쳤죠. (고하진)

(2) 나를 생각하면 : 수치심, 창피함, 아쉬움, 화남

오심은 심판 “스스로 만족을 못 하겠는” 것이라 아쉽기도 하고 자신에

22) ‘불려버린’의 표현은 자신의 행동이 의지적 행동이 아니며, 자동 반사적 행동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표현은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이 먼저 앞

서고, 그 후에 의식이 이를 ‘알아챔’의 상황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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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화가 나기도 한다. 자신이 설정한 완벽한 이상적 자아를 생각하면 그

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는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저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난 것도 있었고, 왜 실수를 했지? 왜 착각을

했지? 이것도 있었고 (곽규범)

조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가 있거든요. (곽규범)

사실 그때 당시에 정말 저 스스로 심판을 되게 잘 봤다고 생각을 하

고 들어왔는데 오심이라는 게 이제 나오니까 너무 아쉽고 좀 사실 분했

어요. 왜냐하면, 정말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는데 고 하나의 이제

오점을 남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저 스스로 만족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항상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완벽하려고 저는 항상 노력을 해왔는데 이

제 아쉬운 게 아니라 이제 실수가 이제 나온 부분이니까 저 스스로 너

무 분하고 또 저의 부족함을 아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최시한)

한편으로 타인이 바라볼 자신을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낀다. 스스로 자기의 기대치와 타인의 기대치를 충

족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이 따라오게 된다.

그게 되게 사실은 챙피스러운 일인 거죠, 사실은. 심판에게는 가장,

가장!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방에서 나오기가 싫은 거죠, 창피해서.

누구나 다 나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날은

저는 식당도 안 갔었어요. 사실. 저녁, 당일 저녁 안 먹고, 다음 아침도

안 먹고…. 왜? 사람들을 대면하기가 너무 싫은 거죠. 왜? 내가 아는

데…. 이 오심이 엄청나게 컸구나. 저도 이제 와서 보니까 일단 내 경기

를 보기가 싫은 거죠. 그 장면에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보기가 싫고, 막

대인기피. 그 당시에 심판 회의가 10시에 하는데 가기 싫고, 너무 심해

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힘들었어요. (고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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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니 심판들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지켜보고 동료

심판들도 있을 거 아니야, 다른 나라의 심판들이. 이제 깔볼 거 같고

너무 싫은 거죠, 그런 게. (고하진)

사태 자체에 대해 느끼는 당황스러움은 오심 사건과 보다 시간적으로

가까운 상태에서 느껴지는 것이라면, 오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인지적

평가를 거치고 나서 느껴지는 정서가 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

에 대한 평가를 생각할 때 느껴지는 수치심이나 창피함 같은 정서가 이

에 해당한다.

오심 순간이 지난 뒤에 그 사건을 되새기면서 자기 평가를 하게 되고,

타인의 눈에 비친 자신에 대한 정서로 수치심과 창피함을 느끼며, 아쉬

움이나 스스로에게 화남과 같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정서도 뒤따라온다.

인간의 관계 맺기는 타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자신과도 이루어진다. 오심의 결과에 대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화가 나는 감정은 자신과 관계 맺기의 단면을 보여준다. 과거

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 이상적 자아와 실제적 자아 사이의 충돌과 부딪

침이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 충돌은 실패한 현재 자아가 더

발전된 미래 자아로 나아가게 한다. 스스로 부끄럽고 화가 나는 감정들

이 현재 실패에서 벗어나 더 완성된 자신으로 나가고 싶은 욕구가 된다.

즉, 실패에서 얻은 정서 충격은 미래로 가는 추동력이 될 수 있다.

(3) 너를 떠올리면 : 미안함, 자책감, 죄책감

오심을 하면 오심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선수에게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갖게 된다. 스포츠 경기의 중심에는 선수가 있다. 경기에서 심

판이라는 존재는 선수가 있기에 그 가치가 있다. 그런데 심판 자신의 행

위 혹은 동료 심판의 오심으로 선수가 불이익을 당할 때, 심판들은 미안

함과 자책감을 느끼며, 그것은 마음의 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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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미안하죠. 되게 미안하죠. 선수들한테…. (중략) 그 미안함이 되

게 오래 갔어요. (고민수)

내가 이거 너무 피해를 준 거 아닌가? 내가. 나 하나 때문에 이 선수

들의 그런 노력들이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이 그 당시에 너무 강했죠.

(고하진)

방금 제가 모션을 보여줬던 것처럼, 한숨도 나고 힘이 빠졌는데 제가

그 무릎을 잡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죠. 아, 이게, 과연 이래야 하나? 되

게 미안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마음이 안 좋아요. (강용기)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방법은 없고, 심판이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같은 실책이 반복되지 않도

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심판으로서 할 수 있는 미안함에 대

한 사죄이고, 선수가 받은 부당한 결과에 대한 보상인 셈이다. 그 때문에

선수에 대한 미안함은 똑같은 일이 어떻게 하면 반복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과 성찰에 이르도록 심판을 인도한다.

나 자신을 막 자책하고, 처음에는 그러지만 끝나면 ‘내가 아직은 그러

지 않다는 지금 또 공부하는 기간이다.’라고 또 나를 다잡죠. 그리고 다음

에는 이런 실수하지 말자 하는데 그다음에도 또 했어요. 해요. (백아람)

처음에 오심을 했을 때는 ‘어 이건 뭐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실

수를 왜 했지?’하고 약간 본인에 대한 자책이 살짝 그렇게 심하지는 않

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반복했을 때는 그 자책감이 굉장히 커지죠.

(이두원)

개인적으로 선수한테 항상 미안함을, 내가 꼭 죄를 지은 것 같은 그

런…. (박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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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자책감이 커진다고 얘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선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깊어 죄책감 같은 정서를 느낀다고도 하였

다. 죄책감은 어떤 일에 실패하거나 도덕적으로 잘못을 저지를 때 나타

나는 정서이며, 이를 바로잡고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 느끼는 부정정서이다(Kalat & Shiota, 2007). 같은 잘못

을 반복하면 자책감이 더 심해지고, 죄책감 같은 부정정서는 똑같은 실

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는 행동 변화의 자극제가 된다.

(4) 가치가 무너질 때 : 분노

분노는 불쾌하고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반응이다

(Kalat & Shiota, 2007). 분노가 느껴지기까지는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한

다. 상황에 대해 누군가가 악의적이라거나 무관심하게 방관하고 있다거

나 배려하지 않아 자신이 불쾌함을 느끼거나 손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

면 그 대상에 대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된다. 심판들은 공정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 때 분노의 정서를 느낀다.

이거 자체가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규정집에 그거를,

그 잘못된 행위를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

체가 너무 속이 상했고…. (중략) ‘아 왜 이런 규정을 마련을 안 해놔

서 잘못된 행위를 방지를 못 하게 하고, 더 실력이 좋고 페어 플레이를

한 선수가 져야만 하지?’ 이러한 어떤 그런 분노라 그럴까?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시합 때! (곽규범)

곽규범 심판은 오심체험을 통해 편법적 경기를 하는 선수를 제재할만

한 적절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경기를 하는 올곧은

선수가 오히려 피해를 보아야 하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분노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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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가 느낀 분노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다. 분노의 강한

정서는 이후 행동의 에너지가 되었다. 규정의 미비에 대한 분노를 혼자

의 감정으로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 상황을 동료 심판과 이야기를

나누며 공유하였다. 심판위원장과 함께 집단 토론을 거치면서 공동체 차

원에서 더 나은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행동으로 이끌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정정서가 심판 개인의 내면에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정정서는 개인의 학습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공동체 학습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2) 실패의 인정과 수용 : 잘못을 인정했죠

심판들은 실패의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의 실패가 타인에게 드러나지 않고 자신만 인식하는

때도 있었고, 경기 관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기도 했다. 심판으로서 오심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일로 여겨질 수 있으나 심판들은 이를 감추지 않고 자신의 실패를 솔직

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경기 관계자

들이 이에 대해 항의할 때면, 이를 묵과하거나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과

오에 대해 사과하기도 하였다.

실패의 인정과 수용은 학습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

일 자신의 판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오심’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수긍

하지 않는다면, 그 심판은 학습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없다. 학습의 필요

를 느끼지 못한다. 연구결과 제2절에서 심판들은 오심의 질에 대한 세부

적인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외부에서 오심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준에서 오심이 아닌 것이 있고, 그러한 오심은 되돌

아 성찰하고 새로이 배우려는 학습경험으로 발전되지 않는다. 스스로 자

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수긍할 때,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학

습으로 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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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선생님! 책임을 어떻게 질 거에요?’ 그

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지. 바로 잘못했다. 내가 선수한테 얘기를

잘못 해줬다 이거야. 안 돌아야 하는데, 더 돌게 했으니까. 얘기를 안

해야 하는데···. (박도움)

상대 감독이 [화난 남성 목소리 톤으로] ‘심판님, 얘기 좀 합시다.’ 그

래서 내가 딱 그때는 이제 대신에 중요한 거. 거기에다가 휘둘리면 안

되고 나의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분명히 대응할 수 있는 거가 돼야 돼

서, ‘네, 잠깐만요. 제가 이거 다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하고 이제 갔

어요. 막 난리가 났지. 내가 인정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했는데 나 이

거 내가 사과한다. 왜? 내가 아무리 팔대 구가 아니라 텐이라도 앞에

A선수를 줬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 전부터 조금 더 당겼거든. 그래서

‘내가 순간이지만 실력이 있었다면 이걸 잡았어야 맞고, 내가 더 노력

해서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할 수 있는 심판으로서 이렇게 좀 공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백아람)

코치가 카드를 들어서 갔더니 ‘○○○(신체부위)에 대해서는 감점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인정을

했죠. 보통은 그냥 카드 받아서 제가 그냥 판독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제 실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음 저는 그냥 바로

인정을 편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카드 받아서 판독까지 가는 일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제 감점을 취소를 했어요. 그것이 참 모양은 많이 안

좋지만 주심으로서 감점을 줬다가 다시 취소를 한다는 거는 사실 비디

오 판독에서 져 가지고 인정이 나는 것보다 조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좀 무능하게 비춰질까, 이런 것보다

도 경기가 그 실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곽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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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범 심판은 오심 이후에 코치의 항의에 대해 바로 수긍하고 인정하

였다. 그 이유에 대해 인터뷰에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

도 할 수” 있기에 실수를 받아들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이유

로 언급한 것은, 실수는 판독을 통해서든 자신이 좀 창피함을 당하더라

도 바로잡을 수 있지만, 규칙적용 자체를 잘못해서 승패가 바뀌는 것은

큰 사고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는 것이다. 즉, 오심으로 인해 자신이 무능하게 비칠까 걱정하기보다, 공

정성이라는 스포츠 경기의 진정한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행위의 가장 우

위에 두는 높은 차원의 판단 기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때문에,

오심한 심판이라는 비판이나 불명예를 걱정해 실패를 부인하는 것이 아

니라, 경기에서 본질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를 가장 우위에 둔 판단

으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코치의 항의를 즉각적으로 수용하였다. 이

렇듯 인간의 불완전성을 수용하는 겸허한 마음과 공정성이라는 핵심 가

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을 때, 실패를 인정하고 그 경험을 이후 학

습으로 연결짓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때로는 자신의 실책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번복하지 못한 채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심판이 자신의 판정

을 선수나 지도자의 항의 때문에 번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상대 선수

로부터 공정하지 못한 판정 시비로 제2의 항의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심

판판정의 권위를 유지하고 경기 진행이 순조롭게 이어지도록 심판은 자

신의 판정을 고수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실책에 대한 인정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심판은 내면에서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개선해야 할 것을 고민한다. 한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실책에

대해 성찰하면서 다음에는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법을 택해야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험을 진술해 주었다. 이처럼 실패를 통한 학습이

일어나려면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자기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

고 수용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 182 -

내가 잘못 최종적으로 잘못 판정을 했을 때 빠르게 수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실점으로 해서 판정, 이쪽 이제

득점을 한쪽에 올린 거잖아요. 그런데 어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바로

정정을 했으면 어땠을까, 네. 아, 이거 렛을 먼저 콜했기 때문에 렛으로

판정하는 게 맞다, 라고 하면은 양쪽에서 ‘아, 그래도···.’ 라고 좀 아쉬

워는 하겠지만,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렛을 한 걸 다 선수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항의를 한 면도 없잖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서 좀 빠르게 차라리 이렇게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하는 방법을 택했었

더라면 좋았겠다. 나중에는 그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 (한동시)

3) 배우려는 마음 : 실패에도 배울 것이 있다

본 연구를 시작할 당시, 면담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할 때, 실패

를 통해 학습한다는 전제에 대해 모든 심판이 공감하고 수긍하였다. 이

후에 진행된 면담 내용 안에서 실패경험이 주는 학습의 강도와 지속력들

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연구에 참여한 심

판들은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전제를 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실패체험을

학습의 재료로 삼는 심판들의 학습자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심판

은 자신의 오심체험을 학습의 재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타인의 오심을

통해서도 공부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

오심 같은 경우는, 어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러니까는 오심을 안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런 실패가 꼭 나쁘기만 한 것

은 아니다. 언제나 그런 나쁜 상황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가

지고 있어요. (곽규범)

[오심은]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공부를 하게 됐던 크나큰 경험과 교

훈이었다. (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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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 경험이] 그게 이제 산 교육이라고 봐야지. (박도움)

오심은 실력이 없는 심판들에게만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스

포츠 상황에서 언제든지 발생 가능하며, 인간이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심판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심판들은 받아들이고 있었다. 인

간의 불완전성과 스포츠 상황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

기 때문에 자신의 오심을 인정하고 학습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출발점에서 이들은 심판으로서 자신이 공정해야 한다는

중요한 가치를 기본적인 지향점이자 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제와

지향점에 더하여 실패가 가치 있는 학습 재료임을 인정하는 심판의 학습

자 자세는 심판으로 하여금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심판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그 실패를 되돌아보고, 성장의 계기로 삼아, 공정하고 유능한 심판

으로 성장하게 하는 학습의 단단한 출발점이 된다.

오심을 통해서 배울 게 분명히 있어요. 저는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

요. 정심도 그렇고 오심도 그렇고 더 배울 게 있고 더 나은 게 뭘까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단정)

실수를 한 번 크게 하고 나면, 공부는 강습을 받을 때 책을 막 계속

딸 딸 외우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실패를 한 번 하게 되면 그와 똑같

은 실패는 다시 안 해요.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그렇고

너무 크게 사고 친 거는 그다음에 다시는 너무 아팠기 때문에 룰이 머

리에 확 박혀요. 사소한 실수라는 거는요. [머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여

기에 그렇게 자극이 가지 않아서 그 실수는 계속해. 근데 크게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규칙이 확실하게 박혀. 그래서 아프지만, 실

수를 많∼이 하면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라면 많이 한 사람이라면 나

중에 성공한다면, 그게 큰 공부가 될 것이며 바로바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바로바로 자기 머리에 뇌리에 박혀요.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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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나한테 공부가 되지. (중략) 남의 실수 발견한 게 많잖아요. 근

데 그게 다 나 나한테 공부되죠. (중략) 하여튼간 남의 실수도 내 스스

로 다 공부가 된다는 거는 뭐 무조건! (백아람)

2. 실패학습의 전략 : 성찰과 정서조절

실패학습은 실패를 재구성하는 이해의 과정이다. 자신이 실패한 체험

을 학습의 재료로 삼고, 실패한 체험에서 중요한 학습의 과업을 발견한

다. 실패를 이해하는 과정 안에서 새롭게 획득해야 하는 것들이나 수정

하거나 개선해야 할 것들을 찾아 나간다.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도 하

고, 기존의 지식을 더 세밀하게 조직화해나간다. 자신의 실패가 중요한

학습 원천임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학습의 과정이며 이 과정은 성찰을

통해 일어난다. 성찰은 실패학습에서 실패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찾아내

는 중요한 학습 전략이다.

실패학습에서 성찰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정서조절전략이다. 실패는

부정정서를 수반한다. 부정정서에 갇혀있으면 학습이라는 능동적 활동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일반적인 학습의 상황과 달리, 실패는 강한 부정정서

를 수반하기 때문에 실패학습에서 정서의 조절은 학습의 시작과 지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음에서 심판들이 오심을 성찰하고 부정정서를 조

절하는 전략들을 살펴볼 것이다.

1) 성찰 : 체험을 재구성하기

(1) 체험의 분석

실패로부터 학습하려면 실패상황을 다시 떠올려보아야 한다. 심판들은

경기 후에 자신의 실패 장면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복기해본다거나, 녹화

된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봄으로써 경기 장면을 자신의 관점과 타자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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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찰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경기 장면 안에서 자

신의 관점에서 본 것 혹은 카메라 렌즈로 보이는 장면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위치나 행동뿐 아니라 공과 같은 경기 구성물의 움직임과 상태,

행위자인 선수의 행동, 상대 선수나 지도자의 표정과 반응 등등 자신과

주변을 둘러싼 모든 요소를 재구성해보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왜’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내가 왜 그랬지?’, 그리고 ‘무엇을 했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오심을 성찰하고 재구성한다.

왜 저렇게 판정을 내렸을까, 왜 저런 오심이 나왔을까, 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고하진)

경기가 끝나면 항상 리뷰를 하고 저는 비디오가 있으면 비디오를 보

는데 실수를, 아, 저기 저거였구나, 실수를 나 스스로 누군가한테 지적

을 받아서 실수가 아닌 내가 그 경기중에서 아, 애매모호한 상황이 있

었구나, 라고 하면 저는 그 상황을 꼭 돌려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는

저러지 않아야지. 그게 그 하나의 공부가 되더라고요. (강용기)

○○○(종목명) 심판은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바

뀌는 상황 속에서 심판도 계속 움직이면서 그 위치 포지셔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를 그걸 계속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여기

있었을까예요. 결국에는 내가 왜 여기 있었을까? 여기로 갔어야 되는

데, 내가 왜 여기 있었을까? 여기로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시선! 결

국, 눈은 두 개뿐인데 이 눈이 따로 놀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눈은 같이

한 곳을 봐야 되는데 이 전체적인 플레이 흐름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현장의 기억을 떠올려야 돼요. (김단정)

그런데, 심판들이 성찰하는 ‘왜’라는 질문은 단지 자신의 인지판단이나

행위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신의 행위뿐 아니 타인의 행위, 영역,

일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성찰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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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성찰의 영역과 질문

성찰 영역 성찰 질문 예시

자신의 오심 성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타인의 오심 성찰 왜 저렇게 판정을 내렸을까?

공정의 가치 성찰
왜 선수가 피해를 봐야할까?

왜 우리나라가 피해를 봐야할까?

영역의 문제 성찰
왜 이런 규정 마련을 안 해놨을까?

왜 국제심판이 없으면 피해를 볼까?

왜? 내가 왜? 이거를 좀 선수들이 이게 피해를 봐야 될까? 그 미안

함이 가장 컸죠. (강용기)

왜? 우리가 왜? 실력은 월등한데 왜 국제무대에서 심판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런 편파 판정을 받아서 져야 되지? (고하진)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죠? 협회에 한 번 물어봤었어요. ‘우리

나라는 국제심판이 없어서 그래.’ 저도 그때까지 그걸 이해를 못 했어

요. 내가 해보니 그게 큰 문제인 거죠. (고하진)

왜 실수를 했지? 왜 착각을 했지? 이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아 왜

이런 규정을 마련을 안 해놔서 잘못된 행위를 방지를 못하게 하고, 더

실력이 좋고 페어 플레이를 한 선수가 져야만 하지? 이러한 어떤 그

런 분노라 그럴까, 그런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곽규범)

오심을 경험한 심판 대부분은 먼저 자신이 ‘왜 그렇게 했을까’ 질문을

던지고 성찰한다. 그 외에도 선배 심판의 고의적 오심을 경험한 강용기

심판은 ‘선수들이 왜 피해를 봐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러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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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통해 심판에게 ‘공정성’의 가치가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심판 정체성

을 강화한다. 권위에 굴복해서 오심 판정을 정정하지 못한 자신의 ‘힘없

음’을 성찰하고 ‘꺾을 수 있는 힘’을 ‘지식’을 통해 키워야 한다는 강한

학습 동기를 얻는다.

한편 곽규범 심판은 정당한 플레이를 한 선수가 편법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선수에게 패하는 상황을 오심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성찰하는 기회

로 삼게 된다. ‘왜 규정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동료 심판

들과 토의한다. ‘공정성’이라는 축을 지키기 위해 영역에 대한 성찰 과정

을 거치는 것이다.

선수, 다른 심판, 관중, 관련 협회 등과 관계적 맥락에서 일어나는 심

판의 성찰은 자신의 행위뿐 아니라 영역의 문제까지 그 대상이 된다.

개인이 처한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는 학습 전략이 되고,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성찰은 이루어진다. 성찰은 학습 과정에서 개인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까지 여러 범주를 분석하는 데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학습의 전략으로 기능하면서, 자신이 처한 문제 상황을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실패학습에서 나타난 성찰은 관계 지향적 성찰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성찰의 범주가 자신의 인지나 행동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지식

의 구조를 재조직화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관계한 분야와 영역으로 확대

되기 때문이다. 학습과제의 고착상황에서 문제를 되새김질하는 방식이

자기 지향적 성찰이라면 성인들이 생활세계 일의 맥락에서 경험하는 실

패학습에서 성찰은 관계 지향적인 특성이 그 핵심에 있다.

(2) 대안의 탐색

복기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한 뒤에는 ‘어떻게’ 질문 단계로 들어간

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더

좋은 방법의 판정이 있을까?, 그 순간에 이렇게 처리했더라면 좋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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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데…,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심판은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등등 자신의 경기뿐 아니라 타

인의 경기를 관찰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고 더 나은 판

정의 대안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심판들이 현재의 문제를

성찰하는 복습은 유사한 상황들을 탐색해보고 대안을 정립해 가면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지금까지 공부하고 생각해 둔 것

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예습의 의미를 함께 지닌다.

오심 사건이 하나가 있으면 그 실패를 사실은 계속 곱씹게 돼요.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다시 재발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하고…. 그것

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또 새로운 시합이 있기 전에도 그런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으로도 긴장하게 되고 공부하

게 되고 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죠. (곽규범)

그러면 내가 다음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이런 상황

이 아니라 조금 응용해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나아

가서 만약에 이 볼이 패스가 되거나 이 볼이 슛이 되거나 이 볼이 어

떻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원, 투, 쓰리 스탭으로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해 봐야지. 그다음 상황에

대한 좀 예상도 해야 돼요. 예상도….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오답 노

트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김단정)

경험과 간접경험. 계속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저 심판은 왜

이런 판정을 내렸을까를 빠른 판정, 이제 제가 이제 빠른 판정이 좀 힘

들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그러면은 이제 계속 그 상황을 계속 리마인

드, 리와인드를 하면서 계속 살펴보는 거죠. ‘이 사람은 이래서 이걸 이

렇게 판정을 했겠구나!’라는 걸 ‘나라면 어떨까?’ 다시 살펴보고, 살펴보

고…. (한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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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경험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상황에서 복기시킬 수 있잖

아요. 이런 상황을 한번 겪어봤다. 다음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

면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더 옳은 방법의 판정이 있을까?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재빠르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서 더 옳은 판정으로 더

나은 판정을 내릴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순간으

로 보면은 그런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동시)

2) 정서조절 : 부정정서를 해소하기

강한 부정정서 반응을 수반하는 오심에서 심판은 자신의 정서를 잘 관

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심리적 평정을 유지하지 않으면

잔여 경기에서 감정에 휩쓸려 부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제대로 된 경

기 운영을 하지 못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심리 불안 상태에서는 학습이 일어나기 어렵다. 적절한

불안은 학습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과도한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은

인간의 인지적 사고과정의 방해요소이다. 심리적 안녕은 인간의 기본 욕

구이기도 하고, 인지적인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심리적 평형의

상태를 이루도록 부정적 정서가 해소되어야 한다.

심판이 부정정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유능한 심판으로 성장하게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판을 중단하게 될 수

도 있다. 고민수 심판은 오심에 관한 경험을 반추하면서, 오심 이후에 심

판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동료를 생각하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하였

다. 심판들의 정서적 충격을 완화하는 심리적 지원책이 부족한 현실에서

부정정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루는지가 곧 그 심판의 노련함과 원숙

함의 지표로 작용한다. 바꿔말하면 심판의 전문성 향상은 오심체험에서

정서조절 전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는가에 따라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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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오심 때문에 자꾸 심판에 대한 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

어요.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멘탈이 저하되는 어떤 그런 어떤…. 근

데 그거를 특별히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좀 긍정적으로 해서 올라서

게끔 하는 어떤 그런 좀 강한 멘탈을 가졌더라면, 제가 봤을 때는 그걸

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심판이 될 수 있죠. (고민수)

본 연구에 참여한 심판들은 그들이 언급한 오심에서 부정적 정서를 불

러일으킨 체험을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실패라는 당

혹스럽고 부끄러운 경험을 다시 되돌아보고 학습할 요소를 그 안에서 찾

아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았다. 부정적 상태를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

는 심리가 학습의 동력이 되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

다. 비유하자면 부정적 정서를 학습의 땔감으로 사용해 부정정서를 소진

하고, 학습이라는 원숙한 결과물을 만들어 낸 셈이다.

본 연구에서 심판들이 활용한 정서조절 전략을 유형화하면 다섯 가지

전략으로 구분된다. 신체집중 대처, 동기전환 대처, 인지해석 대처, 정서

초점 대처, 정서회피 대처가 그것이다. 신체집중 대처는 주로 오심 사건

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신체 조절에 집중하여 심리적 평형상태를 유지

함으로써 상황을 긍정적으로 통제하는데 활용하는 전략이다.

학습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전략

은 동기전환 대처라 할 수 있다. 부정정서를 학습 동기로 전환시켜 학습

하는 동력으로 활용한다. 그 밖에 인지해석 대처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전환하거나, 정서초점 대처로 부정정서에 직면하는 과정

을 거쳐 부정정서를 해소한다. 실패학습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정서회피

대처로 정서를 대체하거나 망각하는 활동을 통해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

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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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집중 대처

정서 자극에 대해 신체반응이 먼저 나타나고 이것이 의식적인 정서로

느껴지는 것이라는 설명이 정서에 관한 제임스-랑게(James-Lange) 이론

이다(Reeve, 2011: 404). 심판들의 정서조절 전략에서 제임스-랑게 이론

과 부합하는 노력들이 발견되었다. 두려움을 느낄 때 심호흡을 하거나

명상을 하는 등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신체에 집중하는 것이 심

리적 안녕을 되찾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심판은 자신이 오심으로 인해

느낀 불안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미소를 짓거나 평온한 듯한

태도를 신체적으로 표현하고자 집중함으로써 그와 일치하는 정서적인 느

낌으로 변화하도록 전략적으로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부정적인 정서에서

벗어나기도 하였다.

심호흡

신체에 집중하여 정서를 환기하는 방법으로 크게 심호흡을 하는 것은

유용한 방법이다. 호흡에 집중하면 정신을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

문에, 명상이나 요가 등 수련의 장면에서도 호흡하기가 많이 활용된다.

심판도 오심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할 때 다시 경기에 집중할 수 있

도록 심호흡을 하는 신체집중 조절을 하였다.

그래서 일단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내쉬어요. 근데 그게 계속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뛰어야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한 그

냥 그런 뭔가 지금 빨리 잊어야 된다, 아니면 빨리 내가 좀 정신을 차

려야 한다, 내가 좀 더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하는 그런 좀 포인트적

인 순간에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행동을 재연하며][심호흡을]

한 번 하는 편이에요. (김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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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 응시

심판은 대중의 주목을 받는다.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시선을

느끼면 당황과 같은 정서가 더 크게 느껴지게 된다. 시선을 한 곳에 집

중하는 것은 외부의 시선을 덜 느낌으로 해서 자신의 정서를 보호하면서

자신의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순간을 잊으려면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지루해요. 그래서 어느 지

점을 계속···. 사람들이 카메라를 날 쳐다보죠. 그래서 어느 지점을 두

고 눈동자를 계속 거기만 주시해요. 1단계는 그거였어요. 목표물을 잡

아서! 사람이 눈동자를 봐도 불안한지 안 불안한지 알 수 있잖아. 인상

도 보면 일그러지는 거에 따라서는 알 수 있어.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을

그냥 멍하고 바라봐요.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오수연)

상상 미소

신체 반응에 따라 의식적인 정서가 느껴진다는 제임스-랑게 이론을 실

천으로 적용하는 한 예가 웃음 치료이다. 슬픔이나 우울의 정서가 느껴

질 때, 웃음이라는 신체활동을 하면 웃음이 부정적 정서를 줄어들게 하

고 그에 따라 고통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방법이다. 슬픔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거나 극복하려는 접근이 아

니라 웃음이라는 신체 반응에 집중하면서 정서를 환기하는 전략이다. 마

찬가지로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심판은 머릿속으로 즐거운

일을 상상해서 자연스레 미소가 따라오게 하여 표정을 관리하고 정서를

환기하는 노력을 하였다.

2단계가 되니까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 콧노래를, 내가 좋아하는…,

해요. 그러다 보면 내 얼굴이 (웃음) 빨가질 거 아니야, 콧노래를 하다

보면···. 음∼ 음∼ 하다 보면 내 얼굴이 나도 볼 때는 웃음을 약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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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얼굴에서 웃으면은 완전 우리는 미친 정신 나간 사람인데, 지금 심

각하잖아. 인상이 [얼굴 표정을 찡그리며] 이렇게 될 판인데 거기서 약

간 밝아지면 아, 정상적인 얼굴이 되는 거지. 그다음 단계에서는 ‘선생

님은 그 순간에 아무 표정이 없던데 뭔 생각을 하세요?’ 이래요. 내일

무슨 약속이 있으면 내일 누가 브런치 약속이 있었다, 그러면 그때 가

서 무슨 메뉴를 시킬까? 그 사람이랑 놀면 즐거우니까! (웃음) 그 사람

만나서 재미있을 일을 생각해요. (오수연)

가면 쓰기

상상미소와 마찬가지로 억지 미소를 짓는 신체활동에 집중하여 정서를

환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긴장이 되지만 안 그런 척하다 보면, 실제로 그

렇게 되는 느낌을 받는다.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불

안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 자신 있어 보이는 표정과 편안해 보이는 자

세를 취하는 방식을 통해 정서조절을 해나간다. 자신의 감정을 감추는

일종의 가면 쓰기인데, 한 심판은 이를 포커페이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긴장을 했더라도 긴장을 안 한 척을 한다든가, 그리고 내가 약간 다

소 명백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내린 판정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보

이는 듯한 제스처나 이런 표정을 한다든가, 그냥 선수들을 향해 선수들

과 이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웃어준다든가, 뭐 그런 식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나는 지금 굉장히 평온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면서 속으로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도 같아요.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방향으로 끌어나가지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아요. (한동시)

포커페이스를 잘해요.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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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면 돼요. 웃겨도 안 웃으면 되고요, 화가 나도 화를 안 낸 것처럼

하면 되고, 흥분돼도 흥분이 안 된 것처럼 해서 항상 그냥 사진처럼 얼

굴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것도 이제 연습이 필요하겠죠. 등에서 등짝

이 땀이 흘려도 계속 내 얼굴은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요. (오수연)

(2) 동기전환 대처

기능적 관점에서 정서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삶의 과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Kalat & Shiota, 2007). 정서는 그냥 갑자기 발생하

는 것이 아니다. 이유가 있어야 발생한다.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 그 과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응적 방식으로 정서는 우리의 행동을 지휘한다.

정서는 개인이 직면한 문제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일 방향을 정하고 움직

일 수 있게 안내하는 힘이 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동기전환의 정

서조절 전략이다. 실패상황에 부딪힌 개인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자신

이 움직여야 할 지향점을 정해서 학습이라는 여정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습 동기이며, 부정정서의 동기전환 대처는 실패학습이 가능

하게 하는 중요한 정서조절 전략이다.

학습 동기

심판들은 면담에서 자신의 부정정서가 문제해결 방법을 탐구하는 데

집중하려는 동기가 됨을 보여주었다. 선수에 대한 미안함과 경기를 더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각오가 학습 동기가 되기도 하고, 권위를 극

복하려는 의지가 학습 동기가 되기도 한다. 다시는 부정적인 감정을 경

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나은 수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각오

가 되고 학습 동기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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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오심을 통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게 약간 부

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더 저를 이제 집중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이

런 상황에 놓이고 싶지 않다. 나는, 나는 이런 두려움을 다시 맛보고

싶지 않다. 그럴려면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느낌? 그냥 오심을 통해서 막 어떤 긍정적인 효과 막 이런 것도 있겠

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오심을 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굉장

히 남아 있어서 그 당시의 느낌, 저런 상황에 다시는 빠지고 싶지 않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이제 준비도 더 잘해야 되고, 더 이 상황

에 이 시합 상황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많이 경험을 쌓아야 된다. 이

런 거! (한동시)

힘의 논리에 의해서 판정이 아닌 정말 규정의 논리, 규정을 규정집을

그냥 달달 외우면, 규정으로써 저의 그 규정의 힘을 가지고 어떤 판정

과 규정집을 갖고 서로 토론할 때는, 어느 누구한테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강용기)

내가 조금 더 선수들이 공정하게 선수들이 정말 공평하고 경기력이

최상을 유지하면서 자기 기량을 다 낼 수 있게끔 그 물에서 할 수 있

는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 라는 각성을 하게 되죠.

(고민수)

부정정서가 학습의 동기로 작용하면 궁극적으로 심판은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데 몰입하고, 학습의 과정이나 결과에서 오는 만족감이나 자신

감으로 긍정정서가 유입되는 정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긍정심리학에

서는 무언가에 완벽히 집중하는 몰입의 상태를 ‘플로우’(flow;

Csikszentmihalyi, 1990)라는 용어로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몰입은 행

복감을 느끼게 한다. 심판들이 학습하는 동안 느끼는 즐거움을 직접 언

급하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입한 구체적 경험들을 통해

플로우와 같은 긍정정서가 수반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부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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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학습 동기로 전환하여 학습에 몰입하면 긍정정서로 정서의 전환이 일

어나고, 학습 그 자체가 부정정서를 긍정정서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략으

로 작동하는 셈이다.

(3) 인지해석 대처

정서의 제2요인 이론은 정서가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와 생리적 반

응 간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진다고 본다. 즉 정서는 정서 자극에 의한

단순한 신체 반응으로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인지적 평가를 거

쳐 정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같은 정서 자극이라도 이를 경험하는 사

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의식적으로 다른 정서체험을

할 수 있다(Schachter & Singer, 1962, Reeve, 2011에서 재인용).

실패는 기본적으로 부정정서가 수반되는 경험이다. 그런데 심판 중에는

실패경험에 대한 재해석으로 실패를 나쁜 경험이나 기억으로 치부하지

않고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하기도 했다.

지금보다 더 나쁜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자신은 “올라갈 일만 남았

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상황이 돼도 지구가 무너지지 않는 거야”라고

생각하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내 후배들이고 나랑 같이 ○○○

(종목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함으로써 상황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평정심”을 찾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갔다. 지도

자의 거센 항의를 받으면 당연히 불안이나 위협감 혹은 부끄러움과 수치

심 등의 부정정서를 느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항의한 지도자에 대

한 감사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상황의 본질을 생각하는 긍정적 해석

이라는 인지적 대처 전략이 사용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긍정 해석

아래 사례들은 부정정서를 인지적 해석과정을 거쳐 긍정적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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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식함으로써 부정정서를 긍정정서로 전환하는 정서조절 전략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말 심판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을 나는 했기 때문에 아마

내가 앞으로 미치지 않는 한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사건을 일으키지는

않을 거다. 내가! 아무리 내가 오심이라고 아무리…. 예 그런 건 있었죠.

이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최악,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을 경험을 했

기 때문에 나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내려가더라도 여기까지

는 안 간다.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고하진)

왜 이렇게 갈 때마다 뭔 일이 생기냐는 거야, 나는. 근데 그게 나를

키우려고 하는. 또 나는 종교가 있다 보니까 어 나한테 이런 연단을 줘

서 더 단단하게 하려나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어요. (백아람)

그거 되게 중요한데 진짜 마음 다지는 그런 자기 자신한테 어떤 상황

이 돼도 지구가 무너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처음에 극

복한 거는 다 내 후배들이고 나랑 같이 ○○○(종목명)를 사랑하는 사

람들이고…. 처음에 할 때 생각나요. 야, 나 왜 이렇게 떨리는지 어떻게

나 떨려. 근데 다 후배들이고 나랑 내가 옛날에 나도 이렇게 운동을 했

고 막 이런 느낌들을 뭔가 몇 가지를 딱 갖고 항상 그렇게 시합하러 갈

때 그렇게 극복을 해. 그리고 나중에는 인제 경력이 쌓이면서 지금 줄

어들잖아. 그래도 또 힘들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는 하여튼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평정심을 갖는 거잖아요. 저는 그 평정심에

대해서 마음에 다지고 이미 일어난 건 일어난 거다. 이걸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는 내가 마음에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 침착하고 (백아람)

(4) 정서초점 대처

정서 초점 대처는 부정정서를 회피하거나 전환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체험과 정서를 인정하고 수용하여 마주하는 전략이다. 부정정서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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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정서의 해소를 꾀한다.

어떤 불평이나 원망함이 없이 자신의 약점이나 현실의 문제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수용이다. 부정적 상황에서 자기를 비하하고 낙담

에 빠지거나 문제상황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 수용은 성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며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성숙한 사람의 특성이다(Allport, 1961, Maslow, 1970, 임전옥, 장성

숙, 2012에서 재인용). 인정하기나 위로하기와 같은 자기수용은 정신건강

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인정하기나 위로하기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개인 내적 활

동이라면, 개인 외적 활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지지해 줄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위안을 얻거나, 동료들과 오심 사건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부

정적 감정을 해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이 경험한 오심을 감추지 않

고 신뢰할만한 동료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정서가 어느 정도 해

소됨을 경험한다. 어떤 경우는 토의 과정에서 문제해결의 방향을 찾아내

기도 하는데 집단적 토의는 개인의 부정적 정서 해소에 도움이 될 뿐 아

니라 영역의 발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용한 전략이 되기도 한다.

인정하기

심판들은 오심이라는 상황에서 개인 내적으로 그 감정을 그대로 인정

하고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를 다독이고 위안하는 말을 되뇌이기도 하

였다.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냥 그냥 인정하자. 그냥 인정하

고 그냥 나는 해왔던 대로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는 좀

편안해졌어요. (김단정)

내 자신을 믿자. 내 소신껏 하자. 나를 믿고 내가 아는 것만큼만 하

자. 난 그런 게 많이 생겼죠. (최예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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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하기

자신과의 내적 대화는 정서조절에서 중요하다. 자기 위로는 정서적인

스트레스에서 자기 스스로 감정을 달래서 부정정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오심이라는 이미 벌어진 사건이 주는 부정적 감정 안에 자신을 계

속 방치할 수는 없다. 심리적 안녕감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심판은

자기 위안의 방법을 동원한다. 오심을 하였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거나 어쩔 수 없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거나 혹은 자신이 역할을 할

만큼은 했고 더 나빠지지 않았다 등의 방식으로 상황을 정당화키고 스스

로 괜찮다는 위로를 한다.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위해 심판은 위안하기

정서조절 전략을 동원한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 괜찮아,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다음

엔 조심하면 돼! (최예쁨)

심판 각자의 자기 판단이기 때문에, 상대가 봤을 때는 오판, 오심이

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정당하다.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잖아. (박도움)

미안함도 극복했고, 왜? 내가 부르지 않았어. 저 그니까, 주심이 두

사람이다 보니 그 사람이 잘못 봤지, 정말 내가 내 구역에서 잘못 일어

났지만 합의를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합의를, 합의 판정을 할 수 없

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안하지만, 이거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극복했죠. 스스로 그냥 저 위안을 삼았죠. 다만 그 비디오를 보

면서 아 역시 내가 맞았구나, 그걸로 넘어간 거죠. (강용기)

대화하기

인간의 경험이 만남과 관계를 통해 확장된다고 할 때 의사소통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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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는 관계의 핵심에 있다. 대화는 다양한 기능을 지니며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 이외에도 발화자의 정서를 전달하고 부정정서를 해

소하는 데 의미 있게 기능한다. 정서를 내부에 가두는 것은 오히려 괴로

움에 빠지게 하므로 밖으로 풀어내야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연구참여자들은 오심을 겪으며 자신에게 생긴 문제의식을 대화나 토

론이라는 공론의 장으로 옮겨 그 해결책을 찾으려 시도하였다. 대화의

유용함은 해결책을 찾는 데에만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문제를

개선할 묘안을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

이 체험한 부정정서를 떠올리고 대면하고 표출하는 과정들이 동료들에

게 공감대를 이루고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 부정정서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는다.

고의가 아니었는데 참 욕을 많이 먹고 살았구나. 심리적으로 힘든 것

도 있고, 그렇지만 그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이겨내는 거는 토론이었어

요. (강용기)

심판들끼리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사석에서! 사석에서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사실 답은 없었어요. (곽규범)

조금 이렇게 편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라면 같이 얘기를 나누

는 편이에요. (김단정)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그래요. 상담이라는 게 사실은 내 마음을 알아

주기를 기대하는 거잖아. 그죠. 아픈 것을 긁어주고 더 잘했다, 잘했다

이거기 때문에 굳이 상담이 어려운 사람들은 금전이나 시간이나 마음

이나 이렇게 발이 안 가지면, 지인, 가장 친한 사람, 내 마음 절친, 소

꿉친구, 아니면 가족이라도 나를 정말 잘 알아주는 사람하고 이렇게 수

다하는 것만으로도 그게 상담이라고 그랬어요.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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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서회피 대처

정서회피 대처는 부정정서를 망각하는 방법이다. 부정정서에 직면해

해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잊기 위해 다른 활동을 하면서 부정정서

를 회피하는 것도 정서를 조절하는 하나의 전략이 된다. 다른 활동에 진

입함으로써 이전 활동 경험의 정서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다. 힐링할 수 있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기도 하고, 힐링을 목적

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바쁜 일정을 만들어 심판일로부터 자

신을 벗어나게 한다. 이를 통해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정서를 환

기하고 부정정서에서 벗어나서 심리적 평정 상태를 되찾는 시간을 가짐

으로써, 이후에 다시 심판으로 복귀하여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심리적

에너지를 얻게 된다.

다른 일 하기

그 경기가 끝나고 계속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이 나잖아요. 저

는 아예 다른 일을 하는 편이에요. 아예. 그냥 심판으로서 경기장에 들

어가서 한 경기를 치르고 경기가 끝나고 경기를 리뷰하고, 아까 말한

대로 오답노트처럼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아예 다른 아예 책을 본다

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심판이 아닌 나로 돌아가서 그런 걸 하는 편이

에요. 그래야 잊혀지지, 계속 ○○○(종목명) 관련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계속 생각 나더라구요. (김단정)

힐링하고 마인드 컨트롤할 때 제가 힐링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들

을 봐요. 예를 들면 ○○○ 선수[자신의 우상]의 영상이라든지, 뭐 사진

이라든지 이런 걸 봤던 편이고, 또 요즘은 유튜브 채널이 워낙 많잖아

요. 아예 다른 걸 함으로써 환기시켜요. 아예. 그걸 내가 자꾸…. 물론

경기가 끝나고 그 해당 경기를 다시 복귀하는 동안은 그 경기에 대해

서만 오로지 생각을 하지만, 내가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마인드 컨트롤



- 202 -

하고 뭔가 이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할 때는 다시 새로운 것으로

환기를 시키고 다시 제로로 만들어서 시작하는 편이에요. (김단정)

심판 일을 하면서 학교 학생을 가르치면서 잊어요. 학생들은 재미있

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것도 세대 차이가 나는 거기는 한데, 거기 가

면 세상에 유행어 TV 안 봐도 TV에 나오는 지금 트렌드를 다 알 수

있어. 학생들하고 얘기하면…. 그럼 애들은 또 나에 대한 얘기 들으면

기쁘고···. 나는 그 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 젊음이 나한테 와서 잊어

요. 잊고 다시 일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면은 나도 모르게 내 머

릿 속이 비워져. (오수연)

부정정서가 따라오는 실패의 속성상 실패학습에서 정서의 관리는 중요

한 부분이다. 부정적인 정서 상태에서 학습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정서 변화도 학습의 한 측면이다. 이상에서 실패라는 상황을 학습

이라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연결짓는 과정에 존재하는 심판의 정서조절

전략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서조절은 처음 심판이 되면서부터 가능

했던 것이 아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그 방법들을 연구하고 노

력하고 찾아 나갔다. 정서의 조절은 학습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실패를

통해 학습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실패체험으로 암묵적으로 습득

한 학습의 결과인 정서조절 전략은 그 과정 자체가 학습의 과정이며, 인

지적 학습을 위해서도 필요한 학습 수단이 되는 중요한 학습 전략이다.

3. 실패학습의 활동 : 빈틈 채우기 방법들

실패는 자신이 메꿔야 하는, 지식과 실제 사이의 균열이다. 그런 점에

서 실패학습은 기본적으로 실패를 통해 발견한 자신의 빈틈을 메우는 활

동이다. 실패로 드러난 부족한 지식은 규정집에 명시된 것과 같이 선언

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암묵적인 형태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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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절차적인 지식일 수도 있으며, 지식을 언제, 어떻게, 왜 적용해야

하는지 책으로 배우기 어려운 조건적 지식일 수도 있다.

실패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의 발견이고, 실패학습은 부족한 것을 찾고

채워나가는 노력의 과정이다. 그 노력의 과정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이 일

어난다.

가장 먼저 실패를 다시 떠올려 하나씩 다시 생각해 보는 것에서 시작

한다. 심판들은 이를 ‘복기’라고 언급한다. 자신의 머릿속으로 떠올려보기

도 하지만, 녹화된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용해 복기하기도 한다. 심

판들이 활동하는 종목들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경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학습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요한 규정들

을 다시 찾아 학습하며 이론을 점검하면서 대안을 정리한다. 한편, 실수

한 것에서부터 새로 바뀐 규정에 대한 것 등등 자신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을 메모함으로써 학습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활동도

이루어진다.

1) 복기와 모니터링 : 장면을 만드는 일

모니터링은 심판의 주된 학습활동이다. 경기 영상을 쉽게 구하기 어려

웠던 과거부터 활동을 해 온 심판들은 비디오 예약녹화를 하면서 경기

영상을 관찰했던 경험을 회상하였다.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장면을 영상

으로 다시 보기 하면서 경기 중 살펴보지 못한 전체와 부분, 전과 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 장면들을 분석하면서 자신이 놓친 부분들을 파

악하고, 더 나은 전략들을 학습해 나간다.

자신을 연구하는 심판이라고 한 고하진 심판은 자신의 모든 경기 영상

을 분석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확인한다고 하였다. 심판으로서 실

수를 많이 하게 되는 초임 심판 시기에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여

년이 넘는 동안 꾸준하게 영상 분석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클립으로 만들어 자료를 생성하고, 이를 심판 교육에 활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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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른 심판들도 영상으로 오심 상황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대

안을 생각해 보면서 지난 장면과 가능한 장면들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하

였다. 심판들에게 영상은 학습의 기본 텍스트이다.

다시 집에 가면 다시 생각해. 책 보고, 내가 그동안 비디오도 보고….

그때 엄청 봤어요. 근데 거기는 또 이쪽에서 서브 넣을 때 보고, 저쪽

도, 비디오는 조금 틀리거든. 그러니까 이쪽 앵글마다 그때도 엄청 서

브 연구하려고 비디오 연구도 많이 했죠. 그리고 내가 다시 시뮬레이션

을 해보는 거지. (백아람)

끝나면 내 경기를 다 리뷰를 하고 내 경기가 뭐가 문제였는지 다 클

립으로 남기고, 다 편집을 해서 그리고 내가 뭔가 판정을 했으면, 어떤

규칙에 의거해서 내가 판정을 내렸는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하거든

요, 자기 분석을. 네, 저는 그걸 십 년 동안 해왔어요. 사실. (고하진)

다음에 자기 모니터링하는 거. 자기 경기를 자기가 찍어서 (중략) 옛

날에는 비디오를, 지금은 이제 뭐 재방송도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지

만, 옛날에는 집에 비디오를 쓸 때는 경기 가기 전에 예약 녹화를 해놓

고 가요. (오수연)

당연히 실수는 따른다. 실수가 없을 수 없어. 실수를 하는데 본인이

이거를 복기를 잘해야 돼요. 그냥 술 한 잔 먹고 ‘아 몰라.’라고 하는 심

판은 이게 끝이에요. 자산이 될 수 없어. 이 실수한 것을 계속 자기가

메모해서 기억하고 그 룰을 잊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걸, 그다음에

는 실수로 끝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에 이렇게 처리했더라면, 그 순간

에 내가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뭐 그때 룰을 이렇게 적용해서 이

길로 갔더라면….’ 후회감이 생길 때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규칙서

를 보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 순간 그 룰을 정리하고, 아프지만….

그다음에 자기 모니터링하는 거. 자기 경기를 자기가 찍어서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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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렇게 비디오를 보면서 아 저 정도면 어느 각도로 볼 수, 이렇

게 몸을 좀 틀거나 어떤 노하우를 만들어내요. 장면에 따라서 내가 생

각을 해보는 거야. 그거를 놓쳤지만 ‘그걸 놓칠 수밖에 없어.’도 있고….

근데 저 때는 이렇게 했으면 내가 안 놓칠 수 있었네. 그리고 선수들

표정도 화면에 잡힌, 쟤는 벌써 맞는 표정이 나왔네. 자기가 그걸 보면

서 분석을 한다면 선수들이 경기 분석을 하듯이 심판도…. (오수연)

2) 규정 다시 보기 : 지식을 조직하는 일

실패경험은 규정의 정련을 돕는다. 규정을 세부적으로 다시 확인하고,

구분하고, 숙지하는 규정의 학습은 실패학습의 기본이 된다. 실패체험이

규정을 완벽하게 암기하는 계기가 된다. 심판들은 심판 승급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심판 이론 시험을 치른다. 국제심판이 되기 위해 영어 이론

시험을 치르기도 한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벽에 가깝게 규정을

암기해야 하고, 다양한 상황을 규정에 비추어 해석하고, 규정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경기 현장에서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

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지식과 현장 사이의 간극을 경험하면서, 가장 기

본적으로 하는 학습은 규정을 다시 찾아보고, 더욱 세밀하게 규정과 관

련된 지식을 정련하는 것이다.

전에 배운 것보다 더 많은 지식, 그러니까 규정집을 더 꼼꼼하게 살

펴보게 됐고…. (강용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고민

과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씩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음, 어떤

정립,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백아람)

정확한 규정을 제 몸소 습득할 수 있었어요. (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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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규정의 학습은 심판에게 판정을 올바르게 하는 정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지식을 자신의 무기로 여기

고 권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으로 규정을 학습한 사례도 나타났다. 실패

를 통한 완벽한 규정의 체득은 결국 ‘자신감’, 그리고 권위에 맞서 부당

한 판정에 승복하지 않는 ‘용기’의 바탕이 된다.

그 사건 후로는 내가 저분들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오로～

지 경력은 어차피 같이 가기 때문에, 저분들이 십 년을 했고 제가 삼

년을 했으면, 십 년이 지나면 저는 십 삼 년이고, 저분들은 이십 년이

에요. 경험하고 저희 경험치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나이도 못 따라가

잖아요. 아무리 올라가도, 제가 저분들하고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그 전략은, 정말 경험은 어차피 똑같이 가는 거니까 오로지 저분들보다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알아야 되고, 규정을 그냥 머릿속에 규정집이

필요 없을 만큼 규정을 정확하게 말하면 저분들하고의 어떤 대화라든

지 어떤 언쟁이 벌어졌을 때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그 이해!

(강용기)

3) 메모하기 : 기억을 돕는 일

오심체험으로 알게 된 지식을 잊지 않도록 하는 데 메모는 중요하게

활용되는 학습 방법이다. 메모하기는 여러 면에서 필요하고 유용한 학습

활동이 된다. 실수 후에 규정을 학습하고 나면 자신의 머릿속에 지식을

재조직하게 되며, 이렇게 자신이 조직화한 지식은 메모로 정리하여 기억

을 돕는다. 또한, 잊기 쉬운 규정을 메모해둠으로써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기억하기 용이하게 만들기도 한다.

한편으로 메모는 경기 중에 활용되는 팁이 된다. 새로 규정이 바뀌거

나, 로컬룰(local rule)과 국제룰이 달라서 혼동하기 쉬운 내용이 있을

때, 경기 중 자신만 볼 수 있게 작은 메모를 만들어 참고하는 경우도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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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수한 것을 계속 자기가 메모해서 기억하고 그 룰을 잊지 않도

록 하고 (오수연)

공부라고 하면은, 일단은 경험한 것들을 자기가 이제 메모한다라든가

아까 얘기한 규정, 몇 조 규정 이런 것들을 이제 안 보면 사실 또 좀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고 (백아람)

내 거를 가슴속에 깊이 해 두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기준은 또 어떤

거 내 노트에 다 적혀지게 되지. (백아람)

외우는 거! 유니폼 규정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안 봐요. 심판도 아무

도 신경 안 쓰고 국제대회에도 신경 안 쓰는데 뭐. 그래도 나는 레프리

이니까 좀 알아야 되니까, 만약에 2*3은 600이야 정면이, 그러면 크게

하나 하면 몇 2, 3은 20cm, 30cm 이렇게 그려놔. 그래서 자꾸 생각하

게…. 이 정도 크기! 엄청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해. (백아람)

내가 모르는 부분을 나는 잘 발췌를 좀 해서 하거나 노트북에 따로

이렇게 해서 규정에 대해 가지고 나만이 알아야 되는 것들을 좀 따로

빼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간단히 그거만 보면 되잖아. 최

신 룰은 두 장 프린트 해 가지고 파일 해놓고, 그러면은 시합 갈 때 그

런 거 갖고 다니고 (백아람)

사람이 생각할 때 컨닝페이퍼에 글이 많으면 그 바쁜 시간 안에 촉

박한 1분 1초에 안 보여요. 내가 공부는 다 해 놓고 컨닝페이퍼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컨닝페이퍼를 볼 수 있지, 공부 못하는 애들이 양이

너무 많아서 어디 있는지 몰라. 공부도 된 사람이 컨닝페이퍼 읽는다잖

아. 그래서 공부는 최대한 돼 있되, 가장 내가 평상시에 헷갈려하는 부

분만 적어서 그것도 몸이 지니고 그래서 급할 때 보고 (오수연)

나도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 같은 룰이라도 헷갈릴 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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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때는 정확하게 매끈하게 생각이 딱 나면 괜찮은데, 맞아, 이때는

그 룰이 국제룰하고, 로컬룰하고, 협회룰하고 다른 게 있어요. 위원장이

지식이 다르면 달라요. 장이 카드를 써야 되는 상황이 규칙서를 써야

되는 건데, 장이 지식이 부족해서 안 쓰는 거라면 그 사람한테 따라줘

야 돼요. (중략) 갑자기 이게 짬뽕이 돼요. 그러면은 그 대회에 맞는 포

스트잇을 붙여놓고 헷갈리면 그 순간에 약간 소란한 시간에 그걸 딱

빼서 들어보면 거기 다 [메모 돼 있죠]. (오수연)

4) 회의와 토론 : 관점을 나누는 일

심판의 학습활동 중에 집단적으로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

다. 심판 학습의 대부분 자기주도적인 개인학습으로 이루어지지만, 오심

에 대해 집단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 필요나 집단적 요구

에 따라 심판 미팅이나 회의가 열리고 토론이 이루어진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round table discussion)”을

하는 종목도 있다. 이런 경우 심판위원장의 주도로 경기 장면을 다 같이

모니터링하고, 개선점을 논의한다.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토론을 통해

그 차이를 좁혀나간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실제적인

배움이 일어난다.

같이 이제 끝나고는 심판 미팅을 해요. 거의 한 시간 이상씩 하는데 그

자리에서 같이 이제 저희는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심판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고 제재를 하는 공간이 시간이 아니고, 토론을

하는, 심판장이 주재를 하면서 비디오도 준비를 하고, 어떤 점수가 어떤 거

에 대해서는 만약에 ○○○[경기 기술명]이면은 누구는 플러스, 누구는 마

이너스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서로 의견을 듣죠. (최예쁨)

어떠한 수행에 대해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론을

해요. 점수를 많이 차이 나는 그 요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비디오를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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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럴 경우에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줬는데, 저럴 경우에는 레프

리가 설명을 해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는 너무 너무 스트릭한 점수고 좀 더

제너럴하게 더 올려줘도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죠. (최예쁨)

그게[파울 판정] 이제 사실 다수와 맞춰 가야야 되는 게, 그게 일관성이

고 그게 통일성인데, 저희가 토론이나 미팅을 하다 보면 엇갈릴 때가 있죠.

6대 4로 엇갈릴 때도 있고 7대 3으로 엇갈릴 때도 있고…. 그럴 때 무조건

내 고집만 피워선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단체가 우리 심판부라는

단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준으로 가고 있다면 일단 맞춰야 되는

거죠. 근데 나 혼자 남들은 다 이 기준으로 가고 있는데, 나만 여기서 이렇

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는 이렇게 봐서 이렇게 생각했는

데, 다른 사람들은 대다수는 저렇게 봐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그런 걸 미팅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맞춰가는 편이에요. (김단정)

어떤 공통의 규정집을 수정하는 범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수

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최대한 모아서 해결했다

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곽규범)

심판들은 집단 토의를 통해 공동의 지혜를 모아 규정의 문제를 보완하

는 해결책을 마련하기도 한다. 물론 공동의 논의가 모두 순조로운 것만

은 아니다. 자신의 오심을 한 경우 “그 자리가 항상 두렵고, 심판받는 기

분”이 들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한다. 그 때문에 혹시나 실수를 하더라도

거친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 대회에 가면 “심판 패널끼리의 유대관

계”를 잘 유지하려고 신경을 쓴다. 공동의 토론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

기도 하지만, “내가 놓쳤던 부분을 다른 심판들이 말을 하면 내가 그 자

리에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고, 다른 국제 대회에 먼저 갔다 온 심판

은 “이번 시즌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더라”와 같이 다

른 심판들한테 트렌드(trend)나 유의사항들을 공유도 해주기 때문에 회

의와 토론은 심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공동의 학습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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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안타깝게도 연구참여자들은 대부분 종목에서 집단학습이 활발

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대부분의 학습은 개인학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고 말하였다. 실패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현장의 분위기를 문제점으로 제기한 심판도 있었다. 오심을

하고 숨기는 데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실패를 같이 토론하고 고민해

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도록, 실패를 공유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문화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덧붙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심판의 학습활동은 오심 당시에 일회적

인 학습활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심판들은 학습한 내용이 유지

되기 위해서 규칙의 완벽한 습득과 지속적인 심판 활동 참여가 중요한

학습활동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오심을 하고 규칙서를 한 번

찾아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미 학습한 규정이지만 계속 공부하고,

지속해서 심판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습한 내용이 자신에게 완전히 흡수

되어 유지하게끔 노력하고 있었다. 지속해서 규정을 암기하고, 영상을 반

복 재생해 보고, 영상클립을 만드는 등 학습 내용과 학습 매체를 스스로

선정하고 상당한 학습시간과 학습량을 언급하는 심판들은 자기 주도적

성인 학습자의 전형으로서 모습을 보여주었다.

4. 실패학습의 결과 : 심판 수행과 마음의 변화

1) 심판 수행에 일어나는 변화

심판은 실패체험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간다. 스스로 실패

체험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실패경험과 학습의 결과로 초보 심판 때와 비

교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진술해 주었다. 실패경험이 누적되어 가면서

초보와 다른 질적 변화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실패학습

의 결과는 심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주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

및 지식의 누적과 다른 차원의 질적인 자기 성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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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나타난 심판 수행에 나타나는 변화들은 6가지 주제로 정

리되었다. ‘자신만의 기준점 확립’, ‘흔들려도 침착하게’, ‘정확한 타이밍

포착’, ‘전체를 보는 시야’, ‘마음읽기’, ‘행동하는 힘’의 여섯 가지 측면이

학습을 통해 나타나는 심판 수행의 변화들이다. 실패라는 체험은 심판들

에게 자신만의 기준을 확립하는 주체성을 확고하게 하고, 편안한 표정으

로 대처하는 침착함을 갖게 하며, 판정 수행의 정확한 타이밍을 포착하

게 하고, 전체를 보는 넓은 시야를 갖게 하며, 선수나 지도자 등 관계자

들의 행동 이면의 마음을 읽고 생각하여 대처하게 하고, 자신의 결단대

로 용기 있게 행동하는 행동력을 높여주었다. 연구에 참여한 심판들에게

실패는 심판 역량과 전문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학습경험이다.

(1) 자신만의 기준점 확립

심판은 실패체험을 통해 자신의 기준을 확립해 나간다. 초보 심판 때

는 교과서적인 판정에 집중하지만, 실제 수행에 대한 판정의 기준점을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서브의 각도, 선수의 랜딩(landing: 착

지)을 직접 현장에서 관찰하고, 자신의 판정이 선배, 동료 심판들의 기준

과 큰 편차가 있어, 오심으로 여겨지는 경험이 쌓여가면서, 자신의 눈높

이를 조절하고, 현장에 적용할 기준점들을 확립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초

보 심판 때는 외부 영향력에 자기 기준점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하

지만, 경력이 쌓이면서 어떤 감독이 있더라도 그들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확고한 기준점을 고수할 수 있게 된다.

자기 기준을 확립하는 데는 심판 개인의 부단한 성찰이 필요하다. 규

정과 자신의 판정, 선수들의 수행 등을 반복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을 통

해서 자신의 기준점을 만들어나간다. 한편으로는 타인의 기준과 자기 기

준과의 비교로 자신의 기준점을 조절한다. 회의나 집단 토의는 더 역량

이 우수한 심판과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절대적 기준점을 마련해

나가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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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의 기준점을 확립한다는 것은, 일관된 판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는 의미이며, 심판으로서 자신감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자기 기준점의 확

립은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게 된다

는 의미로, 심판으로서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기준이 생겨요. 초보, 처음 심판할 때는 그게 정말 교과서적으로 봐

요. 교과서적으로 보다가 이게 경험치가 조금 쌓이면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되느냐에 대한 기준이 좀 생겨요. 그게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

에, 절대! 사실 좋은 랜딩은 ○○○ 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끍었다는

[원문 그대로] 소리잖아요. 이게 힘이 부드럽게 쫙 떨어져서 샥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그거가 아니면 마이너스로 봤는데, 그

게 아니라 그렇게 가는 건 굉장히 잘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플러스가

가야 하고…. 그래서 처음 심판 보면 흔히 하는 오류는 플러스 점수보

다는 마이너스 점수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이두원)

어떤 그런 판정이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되면 고민을 계속 하게 되

는데요. 일단 그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선까지는 허용을 하고 어떤 선

까지는 허용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냥 개인적인 기준을 마련을 하는

게 우선이었고요. (곽규범)

그 초기에 나의 모습은, 열심히 하고 하지만, 다 책대로 이론적으로

접목하는 거지, 실기에서…. 그런 면이 ○○○(종목)에서 되게 어려운

거에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라고 그 매니지먼트를 잘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잘못 얘기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준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 난 그거에 대한 엄청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

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기준점,

가장 양 선수에게 불리하지 않고 공정한 기준점을 찾기까지가 엄청, 이

런 애매한 종목일수록 심해. (중략) 내가 최선의 나만의 그런 기준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백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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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얘가 굉장히 잘한 건데 다른 사람들 다 못했대. 그러면 아, 이

게 끝까지 내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못한···. 다수가

그러면 열 명 중에서 아홉 명이 아니라는데 나 혼자 주장을 할 수 없

는 거지. 그러면 내 눈높이가 잘못됐나? 그 좀 더 조절을 하겠죠. 그래

서 경험이 중요하고, 이게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게

몸에 배는 것 같아요. (최예쁨)

(2) 흔들려도 침착하게

연구결과 제2절 2항 ‘체험한 몸’에서 오심체험에 수반되는 다양한 신체

적 반응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3절 2항 실패학습의 전략 중 ‘정서조

절’ 전략에서 신체 반응에 연합되어 있는 부정정서들을 심판들이 다양한

전략을 통해 조절해나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심

판들이 오심을 하고 나면 피할 수 없이 손발에 땀이 나고 가슴이 뛰는

것과 같은 신체 반응이나, 당황과 압박감,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같은 부

정정서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심이라는 체험은 자연스럽게 부정정서가 수반되는 경험이지만, 전문

성의 최상위 수준에 이른 국제심판들에게 현재 경험하는 신체적 반응의

강도나 조절 등이 초보 심판 때와 다르다는 점이 전문성의 수준을 가르

는 중요한 특징이다. 국제심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초보 심판 때 보다

평정심을 찾고 편안한 표정으로 대응한다.

침착함과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것은 당황하는 표정이나 행동, 떨리는

신체적 반응의 강도가 약해질 뿐 아니라, 신체 반응을 편안한 신체 표현

으로 전략적으로 감출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전문성의 수준이 높아질

수록 신체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제2절에서 언급한

신체적 반응들은 초임 심판일수록 더 명확히 겉으로 드러나지만, 오심체

험을 경험하면서 여유와 침착함이 쌓여 나가고 전문성 수준이 높아질수

록, 신체 반응의 강도와 조절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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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좀 큰 경기들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좀 담대해지기도

하고 (곽규범)

노하우가 많은 사람은 경력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유

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린 교사들은 막 헐레벌떡할 때도 우리는 나

도 긴장했어, 놀랐어, 하지만 침착함이 있잖아. (오수연)

긴장을 했더라도 긴장을 안 한 척을 한다든가, 그리고 내가 약간 다

소 명백하지 않은 것 같지만 내가 내린 판정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보

이는 듯한 제스처나 이런 표정을 한다든가, 그냥 선수들을 향해 선수들

과 이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웃어준다든가, 뭐 그런 식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나는 지금 굉장히 평온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면서 속으로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서 실제

로 그렇게 되는 것도 같아요. (한동시)

포커페이스! 얼굴 표정 관리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첨

당하면 아무리 관리한다고 생각해도 등에서 여기서부터 짬이 쫙∼나면

서요 얼굴이 버∼얼게져요. 그리고 심장 박동이 막 막 막 뛰겠죠. 그럼

그다음 판정이 잘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에 그다음 판정이, 어린 심판

은 그래요. 그다음부터 들쭉날쭉, 들쭉날쭉. 그냥 다 말아먹는 애들. 베

테랑 심판은 그런 거예요. 경기 운영 능력이 그거 한 부분이 들어간 이

유가 오심도 경기의 일부로…. 그 말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오심은 있

으면 아까 했죠, 빨리 잊는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요. 그것도 경력이잖

아요. 오심과 실패와 스트레스와 포커페이스, 자기 이미지 관리, 이런

게 다 한 선상에 있어요. (오수연)

나중에는 인제 경력이 쌓이면서 지금 (오심이) 줄어들잖아. 그래도 또

힘들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는 하여튼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평정심을 갖는 거잖아요. 저는 그 평정심에 대해서 마음에 다

지고 이미 일어난 건 일어난 거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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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 침착하고. 그거를 잊어버렸다가는 막

이렇게 얼굴 빨개지고 허둥대고 다른 심판들한테 다 보여요. (백아람)

(3) 정확한 타이밍 포착

전문성이 높은 심판은 시간에 대한 인식도 발달한다. 아래 곽규범 심

판의 사례에서처럼, 긴박한 경우에도 시간이 정상적으로 흘러간다고 느

낀다는 것은 시간에 쫓기는 느낌에 압도되지 않고, 시간 흐름에 대한 나

름의 통제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초보 심판

때는 하나하나 분절적으로 평가하고 종합적인 평가에 시간이 걸리던 것

이 경력이 쌓인 심판은 신속한 판정이 가능해진다. ‘빠른 판단’으로 시간

에 대한 통제감을 갖는다.

그 3분 10초 정도 남았을 때 선수들이 불꽃 튀게 싸우고 있으면 정신

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 그 시간 가는 거 이런 거 하나도 느껴지지 못

할 정도로 정신이 없고 그랬던 적이 있고…. 근데 이제 경험이 좀 쌓이

고 지금에 와서는 그 3분 10초 남았을 때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1,

2회전처럼 그냥 평정심으로 얘네는 그냥 싸우는 거니 거거니 하고, 나

는 감점 나오면 정확하게 해줘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유롭게…. (곽규범)

초임심판들은 만약 선수가 실수를 하면은 저게 실수를 해서 어떤 실

수를 해서 몇 점 감점이고 몇 점 감점이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

베테랑 오래된 심판들은 전체적인 걸 다, 몇 점, 그냥 바로 이게 바로

나오는 거죠. 바로바로!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내 선수들도

딱 보면 ‘얘가 3점대 선수다.’, ‘5점대 선수다.’ 경기 시간 3분 중에서 한

30초만 타도, 봐도 그게 판단이 다 돼요. 초보자는 모르죠. 그래서 신규

심판들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게 경험이 쌓이는 거죠. (최예쁨)

빠른 판정과 더불어 중요한 시간적 측면은 판정에 알맞은 타이밍이다.



- 216 -

초보 심판 때 신속한 판정에 신경을 쓰다가, 빠른 판정이 오심으로 이어

지는 체험을 한다. 무조건 빠르게 판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내용

에 따라서 전체적인 것을 지켜보고 판정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체험한다.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는 상황과 더 상황을 지켜보고 타

이밍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구분이 생긴다. 미묘한 시간의 차이

를 고려해 판정의 시간성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하게 되는 것이다. 아래

한동시 심판의 면담에서 이러한 성찰의 과정이 잘 드러난다. 전체적인

상황과 경기의 흐름을 조망하면서 판정에서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능력

은 전문성의 상위 수준에서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건 신속하게 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잖아요.

이제 그 초보 단계가 지나면 빨리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 더 그렇게 해

야겠다 할 때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사실 렛은 바로 부르는 게 아니라

좀 상황을 지켜보고 이렇게 불렀어야지 되는 거라고 교육을 받지만 빠

르게 판정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콜이 나

왔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실수하고 난 다음에는 렛을 부를 때 좀 주저

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제대로 된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표현이 될 수

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저하는, ‘어 저걸 불러 말아?, 불러 말아?’ 이

렇게 더 판단하는 데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한동시)

○○○(종목명)은 진짜 결승전이 아니고서야 코트 하나만 쓸 수는 없잖

아요. 여러 이 주변 요소들에 대한 판단도 정말 빠르게 내려야겠다. 그래

야지 내가 이 정도 수준의 대회를 할 때 성인들 대회였으니까, 일반부 대

회였으니까! 예를 들면 좀 이 종별이 좀 낮은 종별에 대한 초·중·고 뭐

이 정도의 종별에서는 보다도, 요런 높은 이제 종별의 선수들을 대하거나

그런 볼을 할 때는 더 많은 그런 외부적인 요소, 우리 코드 말고 외부에

서 생기는 요소, 아니면 이 랠리 말고도 코치들에 대한 관리나 코드 주변

을 관리해야 되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들도 더 넓게

봐야지 더 높은 등급의 시합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겠다. (한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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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체험을 통해 잘못된 판정에 대해 빠른 사과를 해야겠다는 성찰까

지 이어진다. 사과의 순간을 놓치면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다는 점에서 사과의 타이밍도 중요하다. 오심체험으로 판정의 타이밍

뿐 아니라 사과의 적절한 타이밍까지 시간성을 성찰하고 그 감각을 익혀

간다. 아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이후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전 오심에서 성찰한 것을 실행으로 옮긴 경험을 얘기하기도 했다. 실패

경험으로 행위의 적절한 시간에 대해 성찰하게 되고 정확한 판정을 위한

시간의 탐색뿐만 아니라 실수를 했을 때 인정하고 사과하는 적합한 시간

을 찾아가면서 더 역량있는 심판으로 성장하게 된다.

좀 빠르게 차라리 이렇게 사과를 하고 정정을 하는 방법을 택했었더

라면 좋았겠다. 나중에는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한동시)

다른 기억을 이 사건처럼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빠르게

사과하고 정정하는, 했던 그런 케이스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스코

어를 잘못 올려서 ‘아 죄송합니다.’하고 바로 다시 했다든가, 아니면 폴

트를 조금 늦게 불렀지만 폴트가 확실했기 때문에 늦게 부른 것에 대

해서는 사과하지만 ‘폴트가 맞다.’라는 판정을 내린다든가, 그런 식의

경험은 조금은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한동시)

(4) 전체를 보는 시야

심판이 실패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으로 주요하게 언급하는 것 중 하나

는 ‘전체’를 보는 시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갖는

다는 것은 공간적인 시야가 넓어야 하고, 경기의 전후 맥락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간적으로 넓은 시야를 확보

해야 하고, 선후 관계나 앞뒤 상황에 대한 시간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지

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로 앞선 상황으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고려하거나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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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맞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노련한 심판이다.

이와 관련한 역량들은 책으로 얻는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쌓여가는 것이다. 초보 심판 때 겪었던 실패체험이 시야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심판들은 면담을 통해 이야기하

였다. 김단정 심판의 경우도 자신이 오심한 체험을 성찰하면서, 자신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지 않고 좁은 시야로 순간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판정 실책을 범했음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순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 장면에서 모든 상황을 백 퍼센트 다 인간의 눈으로 담는 것은 불가

능하다. 때때로 완벽하게 확신할 수 없지만, 판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런 경우 노련한 심판은 경기 중 공과 같은 사물의 움직임만을

좁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반응을 살필 수 있게 되고, 판정의

근거를 더 넓은 시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전체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자신의 실책을 스스로 인식하는 선수의 순간적인

반응, 자신의 득점을 확신하는 선수의 순간적으로 반응까지 포착할 수

있게 되고 심판판정의 정확도는 높아진다.

그 순간만 봐서요.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접촉이 일어난

이 순간만, 요기만 본 거예요. 단편적으로! 근데 이 접촉이 일어나기

전후 과정을 다 봤으면, 그게 이제 올바른 판정을 내릴 텐데…. 어쨌든

○○○(종목명)에서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다 스포츠가 마찬가지지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접촉이 일어나는데, 이 접촉만 보면 놀래

서 파울 판정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접촉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왜 일어났는지, 그래서 그 접촉이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 전체 과정을 봐야 되는데, 그 순간만, 순간에 놀라서 판정할 때도

있고, 순간만 판정을 하다 보니까 그 순간만 보면 정말 A 선수가 파울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죠. (김단정)

자기가 시야가 넓다면 선수 표정도 있잖아요. 또 그 뚫렸으면 지 손

에 맞았으면 알잖아. 그러면 애들이 아 그걸 내가 만약에 그 순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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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공은 못 봤지만 맞은 거야. 근데 내 순간에 이것만 보느라고 이 애

를 못 봤어. 시야가 좁은 거야. 시야가 넓어야 되는데…. (오수연)

공부라기보다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니까 일단은 심판들은 모터

보트 기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파도에 대한 거를 계산을 잘 안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베테랑 심판이 되면 계산을 해요. 그런데

보편적인 심판들은 제가 국제 대회 나가도 국제심판 얼마 되지 않은

심판들은 그걸 망각하고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고민수)

다른 경기 때 청과 홍이 동시에 판독을 요청한 경우가 있어요. 시간

차로 ○○○ 때문에…. 그때 판독이 많이 나오는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양쪽을 다 커버를 해야 하다 보니까 보통은 한 코치가 들어서 가면 그

쪽에만 사실 집중하고 반대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

고 신경도 안 쓸 때가 많은데, 그때는 코치가 반대, 코치가 거기에, 그

래 맞게 했잖아요, 막 이렇게 설명 자기들끼리 하는 것도 다 들리고….

좀 양쪽 코트가 다 다 보였었어요. (곽규범)

(5) 마음 읽기

초보 심판은 자신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노련한 벤치 지도자의 행동에

위축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력이 많은 심판은 지도자의 항

의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관계를 잘 통제하며 경기를 운영한다. 특히 경

력이 많은 심판이 갖게 되는 중요한 능력은 선수나 지도자의 심리를 읽

을 수 있는 능력이다.

선수의 단순한 행동이 정당한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인지

혹은 상대 선수의 흐름을 끊으려는 경기 지연 의도가 있는 행위인지 생

각할 수 있게 된다. 그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선수들의 행동이나 심리에

대한 고려가 가능해진다. 선수나 지도자의 보이지 않는 심리를 읽을 수

있게 되면, 경기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선수의 행동을 예측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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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진행을 조절해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이 사람이 뭐 자기 휴식 시간을 쓸 것인지 나는 미리 예상을 항상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폴트도 마찬가지고 이 선수가 그 시간에 그

랬으리라고 생각을 좀 먼저 해놨으면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잡았을 텐

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아직은 경력이 부족했고…. (백아람)

그런데 초보 심판 때는 규정에 맞는 판정을 하는 것에 오로지 신경이

쓰인다. 심판 경험이 쌓여갈수록 관계성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관계에

대한 고려도 심판 활동의 중요한 부분임을 깨닫는다. 최시한 심판과 김

단정 심판 모두 오심체험을 통해 항의하는 지도자에게 어떻게 표현할지

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경기 중 항의가 있을 때 지도자

의 항의를 잘 관리하고 진정시켜 빠르게 정상적인 경기 진행을 이끌어

가는지, 항의에 휘말려 소란스러운 상황으로 선수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경기를 지연시키는지는 심판의 역량 수준을 판가름하는 데 중요한 부분

이다. 상대방의 마음 읽기는 이러한 의사소통 기술과도 관련이 되며, 관

계를 잘 다루는 능력 역시 심판이 오심체험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역량

이다.

저는 심판, 심판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심판은 안내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규칙서대로 판정을 하고, 그리고 경기를 어떻게 이끌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해 주는 역할! 그리고 중재를 해 줘야

되는 역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메뉴얼! 일단 그런 느낌. 지금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다

르다면 조금 더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상황대처 능력, 상황대처 능력이

나 그런 선수나 감독을 대하는 방법, 그 정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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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선수도 심판도 뭐 코치 감독도 관중도 사람이잖아요. 결국, 사

람들 사람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화라든지, 커뮤니케

이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더 좀 들어요. (김단정)

제가 신임 심판 때는 어 말 안 하고, 그냥 판정만 하고 불필요한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더 말을,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감독이나 선수나 이 사람이 나한테 이걸 얘기할 때는 어떤 의

도일까? 정말 아쉬워서, 정말 궁금해서 하는 말인 건지, 아까 아까처럼 찔

러보려고 하는 말인 건지, 그거에 따라 나의 대답도 조금 바뀌어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걸 정서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해야 될지 모

르겠지만, 저 사람의 이제, 생각, 의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나의 감정을

배제한 깔끔한 군더더기 없는 그런, 그런 한 문장이 뭘까, 라는 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정서적 발전인지 아니면 좀 어휘력이 올라가는 건

지 몰라도, 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단정)

(6) 행동하는 힘

실패가 현재의 지식 구조를 재구조화하거나 수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Kalish et al., 2005). 실패는 현재 지식기

반에서 갭(gap)을 찾아내고 잘못된 현재 전략을 재평가함과 동시에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전략이나 해결책을 모색하게 한다(Haleblian et

al., 2006).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 지식의 분화가 일어나 다른 상황에서도

더 높은 문제 해결력을 보여준다(Kapur & Kinzer, 2008; Kapur &

Rummel, 2012).

심판 개개인에게 어느 지식 구조의 공백으로 실패가 나타났는지 지식

의 세부내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연구참여자들에게 실패 통해서 지식

구조를 재구조화하고 수정하는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존의 연구

들과 동일 선상에서 이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종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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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지는 지식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다. 그보다 중요

하게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식 구조의 공백을 채우고 지식을 구조

화하는 일이 그 후속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그 후속효과는 바로 행

동의 변화이다.

오심을 통해 지식을 재구조화하고 자신의 지식 구조 사이의 갭을 메우

는 일은 지식의 충족으로 끝나지 않는다. 단단한 지식의 구조는 심판에

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

를 지닌다. 실패학습은 단지 지식을 많이 알게 되는 내적 충만감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수행의 장면에서 행동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식 습득의 학습과 매우 구별되는 학습의 결과이다.

내 거를 가슴속에 깊이 해 두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기준은 또 어떤

거 내 노트에 다 적혀지게 되지. 아, 그러면 이거 좀 이만큼, 그렇게 해

서 십 년을 하다 보면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자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백아람)

결론은 자신감이 있어요. 행동의 변화는 그냥 자신감이었어요. (강용기)

그 시간 후에 또 오심이 있었겠죠. 어떤 해프닝들은 정말 많아요. 많

았는데 그것도 벌써 12년 전인가, 그것도 전국체전 결승이었어요. 일반

부. 그때는 최상급, ○○○(종목명)에서 최고위층의 경기전 약간의 지시

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꺾었어요. (강용기)

오심을 통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끊임없는 학습을 한 결과,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된다. 자신감

있는 판정은 오심이 더 줄어들게 하고, 오심이 적어지므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더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선수와 지도자, 동료

심판들에게 신뢰가 두터워지는 결과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뿐 아니라, 지식에 대한 자신감은 권위에 맞서는 힘이 되어, 애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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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 판정의 상황에서 더 경력이 많은 심판의 잘못된 판정이 나타날 위

험에서 맞서 자신의 판정을 관철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변화로 나타나

기도 하였다. 한 심판은 경기 중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권위가 높은 심판

으로부터 특정 팀에 유리한 판정을 하도록 압력을 받았으나, 지시에 불

응하는 판정을 함으로써 심판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경험을 회고하

였다. 실패학습의 결과로 자신감이 높아지면서, 다른 어떤 힘에 눌리지

않고 자신의 판정을 고수하는 용기와 행동력을 얻었다고 했다. 그 경기

후에 압력을 지시한 사람으로부터는 배척을 당했지만, 그 한 명을 제외

한 많은 지도자와 후배,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인정

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하나의 실패가 단일한 실패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학습으로 이어지고, 그 실패학습의 결과는 연쇄적으로 더 자신감 있고 용

기 있게 판정을 하는 심판이 되게 함으로써, 결국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 수 있다. 개인의 발전이 영역의 발전으로까지 확대되는 긍정

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점에서 실패학습의 가치는 작지 않다.

2)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개인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도 다

른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심판은 일차적으로 창피함이나 미안함

같은 부정적 정서를 느끼지만, 모든 심판이 부정적 정서체험만 하는 것

은 아니다. 실패는 부정정서를 불러오는 체험이지만 놀랍게도 심판들은

체험을 학습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긍정정서들도 체험하고 있었다.

오심체험을 계기로 일어난 마음의 변화 측면인 긍정적 정서체험은 심

판 성장의 중요한 측면이다. 자신이 동료의 도움을 받지 못해 오심을 피

하지 못했지만, 그 동료를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동료가 자신의 판단을

신뢰한 부분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심판판정에 있어서 동료의식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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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깨우치는 사례가 있었다.

게다가 매우 차원 높은 정서의 해석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실패를 개인의 쾌, 불쾌의 차원에서 일차적 감정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

라, 보다 보편적 윤리 차원에서 해석하는 경우이다. 심판에게 항의한 코

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경우가 그러한데, 이는 자신에 대한 항의를

일차적 불쾌의 정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항의는 결국 선수를 위

한 것이고, 자신에게 잘못을 수정하는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공

정성이라는 경기의 본질을 생각할 때 고마운 지적으로 해석하고 항의를

한 코치에게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심판이 있었다.

이 밖에도 심판들은 오심체험을 통해 정의적 측면의 다양한 변화들을

언급했다. 심판들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정의적 변화는 실수하지 않

도록 더 집중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거나, 타인의 오심에 대해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책임감이나 겸손과 같이 긍정 심

리자본과 성격 강점이 강화되는 정의적 측면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실패

이후 긍정정서를 체험하는 정서적 성장은 실패체험을 통한 학습의 결과

라 할 수 있다. 실패학습의 심층에서는 정서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숙

이 이루어진다. 다음에서 정의적 성장과 관련된 심판의 구체적인 사례들

을 일에 대한 마음, 관계에 대한 마음, 자신에 대한 마음 세 부분으로 나

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일에 대한 마음 : 각오와 책임감

실패체험은 심판이라는 일에 더 집중하도록 심판을 성장시킨다.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최선의 일이 무엇인가 각성하게 된다.

한편으로 일에 대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는 계기가 된다. 막연하게 생

각했던 대상들에 대해 팬과 관중의 중요함을 실감하고, 심판으로서 더

책임감있는 태도를 생각하고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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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오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수행이 자동화되어 능률과 효율이 향상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착오를 일으키거나 매너리즘에 빠

지게 될 수 있다. 실패체험은 자신감에 차 있는 심판에게 심리적인 경각

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당연히 그냥 각오가 좀 달라지죠. 각오 자체가! 그런 각오들이 좀 달

라지죠. 딱 심판실에서 두 명만 저랑 이제 제 파트너가 준비를 하죠.

야, 우리 진짜 잘하자! 이런 일들 안 벌어지게 잘하자고…. 어떻게 하

자, 어떻게 하자, 뭐 이야기를 많이 하자든지…. 그런 거 경험을 한 번

해봤기 때문에 어떤 각오들이 달라져요. 각오들이! 각오들이! 집중하자!

일단 첫 번째, 집중하자, 정말 집중하자. 이 60분에 우리 모든 게 달렸

다. 이런 각오들이 되게 현실적이 되는 거죠. 한 번 그런 오심들을 겪고

나면 정말···. (고하진)

오심을 하면 안되지만은 오심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실수를 하지 말

아야지 하는 교육은 되죠.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죠. 실패는 성공의 어

머니라는 그 말이, 괜히 생기는 건 아닌 거 같고 (최예쁨)

내가 조금 더 선수들이 공정하게 선수들이 정말 공평하고 경기력이

최상을 유지하면서 자기 기량을 다 낼 수 있게끔 그 물에서 할 수 있

는 일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 라는 각성을 하게 되죠.

(고민수)

책임감

오심 때문에 관중으로부터 야유나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성숙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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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야유와 비난이 팬의 종목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해한

다. 부정적 상황에서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그 종목을 사

랑하는 팬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 팬들이 실망하지 않는 경기를 운영

해야겠다는 심판으로서 책임감을 다지면서 정의적인 성장이 일어난다.

기존에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 선수들, 한국에서는 학생 선수들 대상

으로 하다 보니까 팬이나 관중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베트남

은 프로리그다 보니까 프로는 어쨌든 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팬들이 되게 막 컴플레인도 많이 걸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런 팬들 ○○○(종목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 대한 책임감!

그런 것도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최시한)

(2) 관계에 대한 마음 : 동료에 대한 고마움과 공감

심판의 수행은 사람들의 관계망 안에서 이루어진다. 선수와 관계, 지도

자와 관계, 동료 심판과의 관계가 그 안에 그물처럼 얽혀있다. 심판의 수

행은 특히나 그 결과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거나, 온전히 홀로 책임

을 지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며,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여

러 대상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터 맥락의 관계적 차원에

서 벌어지는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된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며, 성인들의 일터 현장 역시 사람들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기 때

문에 심판의 역할 수행과 학습을 관찰하는 것은 일터 학습의 관계적 측

면에서 교육적인 시사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심판들은 일의 관계망

속에서 실패라는 체험으로 동료의식과 고마움, 공감의 정서가 커졌다.

동료의식

스포츠 종목은 둘 이상의 심판이 판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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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협업이 중요하다. 실패는 자신의 실수나 실책을 알려주기도 하지

만, 동료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기도 한다. 인간의 한계 지점에 이르는 부

분에서 동료의 도움이 있다면, 오심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료

관계는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심판 혼자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팀 멤버 간의 그런

팀워크, 그리고 팀 멤버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

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동료 의식과 동료애가 어떻게 하

면 더 생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된 것 같아요. (최시한)

고마움

오심이 발생했지만,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동료에 대해 고마운 마음

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오심 이후에 항의하는 코치에게 고마움

을 표현하는 심판도 있었다. 이것은 실패체험의 누적된 결과로 얻게 된

긍정심리자본이다. 한 심판은 코치가 경기를 바로잡을 수 있게 해 준 것

에 대해 고맙다고 하면서, 오심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것일 수 있으

나,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오심인 줄 알면서 바로잡지 않고 판정

을 고수하는 것은 경기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끝나게 되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

초임 심판 때는 항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웠지만 오심체험을 통해 판

정을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코치의 항의와

조언이 감사하다는 말 속에서 실패학습이 일어난 성숙한 심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동료는 나를 신뢰해줘서 되게 고맙구나. (최시한)

지금의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은 지금은 코치가 항의해 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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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고 좋아요. 왜냐하면, 코치가 내가 잘못된 판정을 했을 때 항의해

주지 않는다면은 저는 그 실수를 깨닫지 못할 거고, 고민조차 안 할 거

고요. 그 선수가 아무튼 피해를 받게 되는 거고, 저는 그다음에도 깨닫

지 못한다면 선수에게 계속 피해를 주는 심판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코치도 선수를 위해서 항의를 해 주라는 것

이 저의 생각,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다 선수를 위해 존재하니

까! 그 선수를 위해서는 코치든 심판이든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래

서 코치가 이제 항의해 주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실수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

는 고민과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 하나씩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음… 어떤 정립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곽규범)

근데 지금은, 지금은 조언들이 이제 많이 얘기할 기회는 없지만, 얘기

를 해 주면 웬만하면은 아주 잘못된 게 아니면 제가 확실하지 않을 경

우에는 많이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자격지심 없이 고마운 마음으로, 고

마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경험상 제가 잠깐

의, 잠깐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잘못한 판정을 바로잡지 않음으로써 경기 자체가 잘못된 방향

으로 가서 끝나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를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옛날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어떤 항의라던

가 그런 조언들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치의

항의나 조언들의, 조언 자체도 사실은 경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사실 다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알

게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곽규범)

공감

연구참여자들에게 오심을 경험한 뒤 타인의 오심을 볼 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감’을 공통적으로 언급하였다. 실패를 체험하

지 못했다면, 다른 심판의 오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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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볼만한 것들도 오심체험을 한 뒤에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

고 분석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느낄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심정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음을 토로하였다. 공감은 타인에 대한 배려의 기본

이 되는 긍정정서이기도 하고, 긍정 조직이 형성되는데 필요한 긍정심리

자본이기도 하다.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사자는 얼마나 일단 힘들까 하는 생

각이 먼저 들죠. 쟤는 분명히 의도한 게 아닐 텐데…. 저 심판, 저 심판

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게 첫 번째 든 생각이고, 아 쟤는 왜 저렇

게 불었을까? 자꾸 반문하게 되죠.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판정을 내렸을

까? 왜 저런 오심이 나왔을까, 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죠. 일

단 공감! 첫 번째는 인제 공감! 아 힘들겠다. 끝나고 힘들겠다. 일단 공

감이 첫 번째. (중략) 그 역대급 오심을 경험하지 못했다, 라고 하면 글

쎄요, 예, 몰랐을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웃고 넘겼을 거예

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 쟤, 뭐 오심? 하지만 분명히 이유는 있고,

내가 경험을 해보니 웃으면 안 된다. 저거에 대해서 말도 꺼내면 안 된

다. 쟤네들한테 쟤는 얼마나 힘들까? (고하진)

저는 더 큰 공감은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오히려 경

험이 쌓이면서 ‘왜 저런 실수를 하지?’ 이런 느낌보다도 순간 ‘아 저 심

판, 진짜 스트레스 받았겠다. 너무너무 두렵겠다, 저 순간이!’ 막 그런,

그런 생각을 더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나도 저러지 말아야지!’

막 이런, 이런 거보다도 ‘아, 저 심판 진짜 지금 얼마나 떨릴까? 얼마나

힘들까?’ 막 이런 생각! (한동시)

네.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확실히 이제 제삼

자가 보는 거다 보니, 그니까 아무래도 더 잘 보이고, 이제 바둑이랑

똑같잖아요. 바둑 옆에서 두는 사람이 이제 훈수를 잘 두듯이 밖에서

봤을 때는 이거 왜 판정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현장에

서의 그거는 확실히 존중을 해줘야 되고, 현장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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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판정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현장

분위기나 이런 것도 분명히 무시할 수가 없는 환경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더 동료 심판

그리고 같이 일하는 심판에 대해서 그런 판정에 대해서 더 생각 한 번

더 생각하게 됐고, 또 왜 그런 판정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하

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 상황에 대해서 대입을 하게 돼서 더 저 스스

로 또 트레이닝이 된 것 같아요. (최시한)

(3) 자신에 대한 마음 : 자만에 대한 경각심

다음 사례는 확신하고 내린 판정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자

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한 심판의 이야기

이다. 유사하게 심판 고하진은 국제심판이 되고 나서, 국제무대에서 자신

의 역량을 인정받으며 맘껏 기량을 펼치던 시기에 역대급 오심을 경험하

였다고 했다. 공격선수와 수비선수가 뒤엉킨 상황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선수가 있었고,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심각한 행동에 대해 실격

처리를 하였는데, 가격한 선수가 아닌 맞은 선수에게 실격을 준 오심이었

다. 스스로 역량있는 심판이 되어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퍼포

먼스를 보이고 있다고 자부하던 시기에, 당시 자신이 왜 그런 판단을 했

는지 믿기지 않을 만큼 파장이 큰 오심을 경험하면서 배운 것은 판정에

필요한 지식이 아니다. 실패체험은 자신이 그동안 자만하지 않았는지, 자

만한 마음 때문에 경기의 순간들을 신중하게 관찰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안일한 태도로 실수한 것은 아닌지 등등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겸손

심판은 때에 따라 딱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오

심으로 판명되는 때도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다. 이런 과정에서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전히 스스로 채찍질해야겠다는 내면의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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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침을 얻게 된다. 실패체험을 통한 이러한 배움은 이후 심판 활동을

대하는 태도와 각오를 달리하게 만든다. 어떤 경기든 쉽게 생각하지 않

고, 처음 심판을 보듯 각오를 다지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는 각오 하에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경기에 임하는 심판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자만. 나는 확신이 찼고, ‘저 감독님 왜 그러지. A팀 선수 파울 맞는

데 왜 저러지?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어, 이거 나라서 항의하

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신임 심판이라서 항의하는

건가, 나를 찔러보는 건가, 그렇게…. 그게 이제 자만에서 온 것 같아

요. (중략) 내가 경기장에 있을 때는 내가 이걸 펜으로 본 게 삼백 프

로로 삼만 프로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어 이건 펜이야. 그런데 다시

경기가 끝나고 복기를 해보면 연필일 때가 있어요. 이러면 그런 게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신임 심판 때부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건 언제나 내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김단정)

5. 실패학습의 확산 : 실패가 거름이 되는 공동 텃밭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열두 명의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실패체험에 대한 분석은 불가피하게 개인의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졌

다. 앞서 언급한 실패학습의 전략과 활동, 그리고 결과는 다분히 학습이

일어난 개인의 측면에서 실패학습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실패학습은 한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다수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실패학습은 한 개인의 학습을 넘

어서 그 개인이 관계 맺는 분야와 영역의 성장으로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실패학습이 우리 사회와 공동체에 던지는 의미가 크다. 이 절에서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드러난 실패학습의 확산적 측면을 살펴보는 것으로 연

구 결과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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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혜를 모아 만드는 로컬룰(local rule)

곽규범 심판의 경우, 자신의 오심을 통해 변칙적인 선수 행동을 제재

할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지만, 이를

긍정적인 행동 에너지로 삼았다. 자신의 체험을 계기로 문제를 제기하여

규정의 공백에 대해 집단적인 토의를 하게 되었다. 심판위원장과 심판들

이 다 같이 회의를 통해 문제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내부 규정을 더

분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영역의 발전적 변화 방향을 찾아냈다. 코치의

항의로 자신의 판정을 오심으로 인정했지만, 그것을 일회적 사건으로 치

부하지 않고, 사석에서 심판들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공식적 회의를 통해 해당 부분을 엄격하게 판정하도록 “지혜를”

“모아” 일종의 로컬룰(local rule)을 만들었다고 한다. 이처럼 분노의 부

정정서가 행동의 원동력이 되고, 실패체험이 개인의 발전뿐 아니라 영역

의 발전까지 이어지는 학습 효과는 실패학습의 확산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공통의 규정집을 수정하는 범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수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최대한 모아서 해

결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곽규범)

2) 확실한 교육자료

오심은 누가 봐도 승, 패가 명백한 상황보다 판가름하기 모호한 상황

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점에서 오심은 모호한 상황을 분명하

게 정리하는 예시로서 매우 유용한 교육자료가 된다. 한 사람의 경험이

교육자료로 생성된다는 것은, 해당 내용을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 있는 교육 자원이다.

처음 심판에 입문하면 혼돈할 법한 상황에 대해, 오심에 관한 사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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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들은 관련 규정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강

용기 심판의 경우는 자신이 경험한 오심의 영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교육

에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 올바른 판정이 무

엇인지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었다.

최시한 심판은 자신이 활동하는 심판 공동체 안에서 오심 사례 영상

이 교육에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료 활용의 유용성

도 언급하였다. 과거의 사례들을 모아서 현재 교육을 진행하면 심판들

이 오심을 예방할 수 있게 되고, 지금까지 그러한 교육이 있었기에 양

적으로 수를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마도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법한

오심이 지금 정도로 줄어든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가정을 얘기하였다.

적으나마 오심 사례의 공유가 없었다면 더 많은 오심이 발생했을지도

모른다. 오심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일어난 오심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오심을 예방하는 교육방안이 될 수 있다. 불분명

한 사례에 대한 오심 예방자료로 오심만큼 확실한 교육자료는 없다.

정말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저거는 이제 ‘앞으로는 페널티가 나

서는 안 돼!’ [목소리 힘주어 단호한 어조] 이렇게 ‘저거는 패널티가 돼

서는 안 되는 상황이니까 다들 심판들이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었죠. (강용기)

사실 저희가 그런 교육을 받을 때 다 이제 영상, 그러니까 말로는 설

명을 해도 이게 정확하게 묘사나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장면을 말하는지 저희도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

서 심판들은 항상 어떤 모르겠어요. 다른 종목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경기 영상을 통해서 이런 심판 자

료들을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하고 교육을 한다고 들었어요. 저희 종목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런 선례들이 없었으면 그리고 그런 자료

들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을 거고, 또

대비를 잘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충분히 그런 사례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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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

심이 하나 이게 나온 거지, 만약에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더 많은

수많은 오심이 이제 나왔겠죠. (최시한)

3) 배움의 도미노

최시한 심판의 사례는 시끄러운 경기장 환경으로 공격 전환 시간 차이

를 인지하지 못한 자신의 오심을 통해, 해당 판정이 동료 심판의 도움으

로 방지할 수 있는 사항임을 동료 심판에게 알리는 계기가 된 경우이다.

한 개인의 오심을 감추지 않고 분야 안에서 공유할 때 해당 경기에 임했

던 동료심판에게도 효과적인 학습의 경험이 된다.

이게 저는 그 내용을 공부를 했으니까 알고 있었지만 같이 들어간 심

판의 경우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저를 믿었고 저의

판정을 이제 신뢰하고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야 뭐 서로

믿고 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다 일어난 실수인 거고 그랬

는데 그런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알고 있었지만 다른 심판분들

은 몰라서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게 됐죠. (최시한)

일단 기술적인 측면은 정확하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판정을 내려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었고, 또 그 상황 속

에서 서로 파트너십과 동료 이제 역할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요. (최시한)

앞선 예시는 오심체험을 매개로 한 학습은 경험의 당사자인 심판에게

도 학습이 되고, 이를 공유하는 파트너 심판에게도 학습이 됨을 보여준

다. 그리고 아래 사례들은 개인 차원의 학습에서 더 나아가 다수의 집단

학습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집단학습은 오심 사례를 중

심으로 토의나 토론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패학습으로 알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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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강의나 대화를 통해 집단에서 공유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진다. 집

단학습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나, 실패체험의

집단적 공유는 전체 심판의 질을 평균적으로 높이는 유용한 학습경험이

될 수 있다. 실패경험을 집단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분야와

영역 발전에 유용한 방법이 된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일체 이제, 그다음 시합부터는···. 다른 심판한테도

주의를 주죠. 그게 이제 산 교육이라고 봐야지. (박도움)

그 현장에서 우리가 왜 보통 강의실에서 이런 경우도 있다. 사례를

얘기를 해 주는 사람 누군가 있단 말이죠. 그게 지금의 저예요. 제가

지금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

다. 미리 예측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강의를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죠. (고민수)

우리는 경기 전에 항상 모여서 이제 규정이랑 새로 바뀐 룰이랑 이걸 한

번 브리핑을 하고. 한 시간 정도. 그 경기가 끝나면은 국제대회 같은 경우

는 그다음 날 따로 어떤 호텔 룸에 모여서 비디오 설치를 해놓고 항상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는 토론회를 하죠. 디스커션을 하죠. 그 자리에서 공

부가 굉장히 많이 되고, 내가 놓쳤던 부분을 다른 심판들이 말을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죠. 그래서 국제 대회 먼저 갔다 오신

분은 이번 시즌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더라, 그리고 다른

심판들한테 공유도 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최예쁨)

4) 후진 양성의 역할 전환

심판의 실패체험에 관해 추가적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한 분야의

실패는 다른 분야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심판으로서 “첫 번째

라이프”를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두 번째 라이프”를 설계하는 심판이 있



- 236 -

었다. 실패는 성공의 방법을 알려주기에 선험자로서 자신이 직접 겪은

실패경험을 활용해서 후배들이 국제적으로 성공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

는 교육자 혹은 관리자로 역할 전환을 다짐했다고 한다. 단 하나의 오심

사례로 인해 인생의 진로를 바꾸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역

할 변화의 이유를 ‘실패’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패학습의 확산적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저는 정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실패를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지

금 어쨌든 좀 어린 나이에 관리자가 되고 제가 ○○○(종목명) 아카데

미에서 뭔가 후진을 양성하는 양성을 하고 하는 이유는 실패를 해보니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길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이

제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제 어, 역량 있는 국제심판이 되겠구

나, 라는 걸 안 거죠. 저는 늦었지만…. (고하진)

진짜 실패했어요. 사실은, 지금도, 그러니까 저는 그 실패라는 게 뭐

단어 어감 자체가 실패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이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

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막 너무 막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거죠. 그 실

패 의미가! 그냥 실패랑은 다르니까! 저도 최대한 저도 거의 노력을 다

해보고 해보고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장벽이 분

명히 있어서 실패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뭐. 값진 실패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뭐 한가요? 값, 값어치가 좀 있는 실패! 근데 결국은 실패는

한 거 맞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있죠. 더 뭔가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를 못 뛰어넘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

었다. 그래서 그 실패, 실패라고 저 스스로를 정의를 하다 보니 내가

여기서 심판 활동을 앞으로 10년, 20년 하는 건 무의미하다. 나는 심판

활동을 되도록이면 빠르게 끝을 내고 나는 내가 이렇게 실패를 경험을

하고 내가 뭔가 액티브하게 뭔가를 알고, 내가 뭔가 더 배우고 연구하

고 뭔가를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있을 때, 빠르게 제 롤을 바꿔서 후진

들, 후배들을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 가급적이면 국제심판들을 양성을

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그냥 숫자 티오만 채우는 국제심판이 아니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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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있는 국제심판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종목명)과 관련된 두 번째 라이프가 된 거죠, 지금. (고하진)

고하진 심판은 올림픽 심판으로 배정될 만큼 심판으로서 역량을 인정

받은 심판이다. 그런데도 세계를 무대로 한 심판 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를 심판으로서 실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외부의 평가

는 성공한 심판이지만, 본인은 “값진 실패”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설계하고 준비한다. 자신이 겪은 실패를 기반으로 국내심판

분야의 성장을 돕는 길이다. 실패가 없었다면 보이지 않았고 불가능한

길이다.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의 방식을 찾아냈다. 그리고 분야를 성장시

키는 중요한 역할을 스스로 발견하여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실패학습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심판의 실패학습과

다르다. 다른 심판들의 실패학습은 같은 일의 맥락 안에 개인이 성장하

기 위한 학습이다. 향후 유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자신

의 빈틈을 발견하고 관련 지식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포함해, 심판이라는

일의 맥락 안에서 역량 수준을 높이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전문가로서 성

장하는 학습이다.

그러나 고하진 심판이 “값진 실패”라고 언급한 실패학습은 한 분야의

실패체험에 바탕으로 다른 분야로 이동하여 성장하는 실패학습이다. 같

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학습이 아니라, 타인의 성공을 위해 새로

운 분야를 개척하는 학습이다. 이는 실패를 통한 학습이라기보다 실패경

험 자체를 전이하는 학습으로써 실패 자체의 학습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실패학습은 개인의 연속 체험의 누적으로써 실패가 분야 간 학습과

성장으로 전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실패학습의 확장적 의미를 생

각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 명의 유능한 심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작용하는

분야와 영역의 역할을 생각해 보게 한다. 분야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

큼 탁월한 성취는 한 개인의 수월성으로만 도달할 수 없다. 거인의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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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세상을 본다는 말처럼, 그 분야와 영역의 토대 위에 개인의 능력

이 발휘될 때 가능한 것이다. 고하진 심판은 자신의 실패체험으로 이 점

을 느꼈다. 우리나라에서 선구적으로 국제심판이 되어 세계무대에서 활

동하면서, 다른 국가에 비해 토대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넘어서기 어려운 국제무대의 벽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에 대

한 성찰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영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개인의 성공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실패도 분야와 영역의 토대와

맞물려 일어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실패학습이 분야와 영역으로 확산되

는 결과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이 결과는 일터의 각 장면에서 실패

학습이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는 방안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할

필요를 확인시켜 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 제3절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실패학습의 양상은

실패학습의 촉발요소, 실패학습의 전략, 실패학습의 활동, 실패학습의 결

과, 그리고 실패학습의 확산으로 그려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여 그림

으로 나타내면 [그림 4-2]와 같다. 실패에서 나타나는 부정정서, 실패 수

용 태도, 학습 의지는 실패학습을 촉진한다. 정서, 태도, 의지로 촉발된

실패학습의 활동이 겉으로 관찰 가능하고, 외부로 드러나는 학습 방법으

로 기능하는 것이라면, 실패학습의 심층에는 성찰이나 정서조절 전략이

라는 내적 기제가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실패학습으로 나타나

는 결과 가운데 심판 수행의 변화들은 겉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가시적

측면이라고 한다면, 긍정정서 체험이나 인격적 성숙과 같은 마음의 변화

는 개인 내면에 자리한 비가시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이 주

체가 되어 경험하는 실패학습의 촉발, 실패학습 활동, 실패학습 전략, 그

리고 그 결과는 개인 차원의 학습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실패학습은 개

인 내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패학습의 결과가 공동체 차원으로 전

이되어 실패학습의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패학습의 개인 차원

과 공동체 차원을 점선으로 구분 지어 도식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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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스포츠 심판의 실패학습 전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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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제언

제 1 절 논의

1. 실패학습에서 성찰

1) 모름을 ‘모름’의 발견

실패학습은 빈틈학습이다. 지식과 실제 사이 괴리 혹은 지식구조 사이

의 갭(gap)을 메우는 학습이다. 빈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가는 식의 새로

운 것을 누적하는 지식 습득 학습과는 다르다. 세계와 상호작용 하는 가

운데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구조 안에 있는 빈틈을 발견하고, 자신의 부

족한 ‘무엇’을 채워나가는 학습이기에 실패학습은 부족함을 발견하고 채

우고 연결 짓는 학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학습자들이 실패로 발견하는 ‘빈틈’이란 어떤 것들일까? 학습

내용을 다 암기하지 못해서 시험에서 과락하는 것처럼 심판의 실패가 단

지 지식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까? 그렇지만은 않다. 내용 지식

의 부족이 실패의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실패의 모든 측

면이 설명되지 않는다. 실제 현실에서 실패에 관여하는 요인들은 그보다

더 복잡하다.

연구에 참가한 심판들은 자신들의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에 이른 전문

가들이며, 이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정도로 지식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실패를 경험한다. 한

심판은 빈틈을 학습한다는 것을 아래와 같이 표현해주었다.

책과 현장을 접목하려면 그 사이 오심이라는 게 있어요. (오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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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책이잖아. 현장은 현장이고. 사람은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거. 경험은 한 번 한다고 백 프로가 되는 게 아니에

요. 많은 일이 나는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 경험을, 경기, 자기 횟수, 잘

하고 못하고 떠나서 자기가 느끼라고 그랬잖아. 책은 책이고 책과 현장

을 접목하려면 현장에다가 책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바로 갈 수가 없어

요. 그 사이는 오심이라는 게 있어요. 책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들었지만, 현장에서 자기가 그걸 벌써 생각이 안 나. 몸이 반응을 해야

돼요. 공부는 머리만 반응을 하면 되지만 현장은 이 사지가, 오지가, 오

감이, 다 감각까지 내 사지까지 다 같이 잘 움직여야 반응을 잘하는 사

람이야 하는데, 이 사이에 접목선에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접목이

잘 안 돼요. 그게 그 사이에 실패와 오심이라는 것이 어떤 연결고리!

제가 볼 때는 이거라는 거죠. (오수연)

규정을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책’과 ‘현장’은 다르기 때문에 빈틈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책과 현장 사이에 존재하는 빈 공간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심판에게는 ‘오심’이다. 오수연 심판은 실패학습의 의미를 ‘책

과 현장의 연결고리’라는 말로 표현하였다.

앞 절에서 심판들이 체험한 실패의 다양한 양태들을 살펴보았다. 심판

들 중에는 규정을 혼동해서 오심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있지만 순간적으로 상황을 놓치고 판정하지 못해서 오심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분명히 규정을 알고 자신의 판정에 확신을 갖고 판정을 했

으나 차후에 오심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다시 실패의 상

태를 구분해보면, 수행에 필요한 것을 모르는 경우뿐 아니라, 수행에 필

요한 것을 알지만 하지 못한 경우, 그 수행이 옳은 것이라고 알고 행동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실패인 경우가 있었다. 실패는 ‘모름’의 상

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앎’의 상태에서도 나타난다. 자신의 앎

과 모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 그것이 실패학습에서 하게 되는

성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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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상황을 크게 ‘모름’과 ‘앎’의 상태로 구분할 때, ‘모름’의 상태는 지

식의 결핍이기도 하지만, 실패를 하고 나서야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지

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이 비로소 드러나고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자

신에게 어떤 지식이 부족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면, 실패에 이르기 전에

부족한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용이하다. 지식을 습득하는

학습을 해 왔으나, 실제 상황에 부딪히기 전에는 그 상황에서 필요한 지

식이 ‘무엇’인지 예측하지 못했고, 학습한 지식으로는 불충분했다. 그 지

식은 경기 규정과 같은 선언적 지식일 수도 있고, 경기 상황에서 규정을

실행하는 방법에 관한 절차적 지식일 수도 있으며, 그 방법을 언제, 어떻

게, 왜, 어디에 적용해야 하는지 지식의 활용 조건에 관한 조건적 지식일

수도 있다.

한 심판은 초임 심판 때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어쨌든 우리 종목에서는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

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가 부족한지는 매 시간마다 느끼고

그래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세우는데 사실은 그것도 저는 심판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고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뭘 해야, 이 실수

를 안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알려주

는 사람도 없고…. 저희는 만약에 ○○나 ○○이나[기술명] 뭐 이런 걸 하

는데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안 알려줘요. 아무도! (이두원)

자신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몰랐다는 고백,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고백은 심판의 실패가 그 부족과 모름을 발견해 가는 과정임

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 결여되어있

거나 불충분한 상태임이 실패를 통해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데에 실패

의 의미가 있다. 실패를 통해 결핍과 불충분의 ‘모름’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모름의 발견에서 시작되는 성찰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실패

학습은 모름(문제해결 지식)의 모름(자신의 상태)을 알게 되는 학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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앎과 모름의 경계의식은 학습상황에서 철저한 이해를 추구하는 동기를

제공해 준다(최일호, 최인수, 2001: 422).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

는 것을 구분하는 것에 관한 정신 작용을 메타 인지라고 할 때, 실패를

통해서 메타 인지가 작동하고 상위 수준의 초인지학습이 일어나게 된다.

모름을 ‘모름’의 발견은 실패학습이 지닌 고유의 가치이다.

2) 관계 지향적 성찰

실패학습 과정에서 ‘성찰’은 다각도로 이뤄졌다. 실패상황을 다시 떠올

려 보며 ‘왜’ 그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곱씹어 생각한다.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혹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도 고민한다. 실패학습 과정의 핵심은 성찰이라고 해도 될 만큼 실패학

습에서 성찰은 큰 부분을 담당한다. 그리고 성찰의 범주는 실패한 행위

주체자,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실패학습에서 나타

난 성찰은 기존 학습이론에서 포괄하지 않은 관계적 차원까지 아우르고

있음을 드러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다. 실패의 결과는 행위의 주체인 개인뿐 아니라

주체와 관계한 타인, 분야, 영역과도 관련된다. 그 때문에 개인이 실패를

마주하고 그 체험에 대해 반추하고 성찰할 때, 성찰의 대상이 자신의 행

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분야와 영역, 일의 중심이 되는 가치까지 폭넓게

성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기존의 학습이론들은 대체로 학습을 개인의

발달적 측면으로 이론화해 왔다. 그리고 학습이론이 설명하는 발달은 인

지적 발달에 집중되어 있다. 학습이론에서 성찰의 범주 역시 개인의 인

지적 차원에 머무른다.

성찰을 학습의 핵심적 기제로 다루고 있는 주요 이론으로 Kolb의 경

험학습, Schön의 행위 중 성찰, Mezirow의 전환학습이론을 들 수 있다.

먼저 경험학습에서는 구체적 경험이 성찰을 통해 추상적 개념화에 이르

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경험학습 이론가인 Kolb는 경험학습이 지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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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한하지 않는 인간의 총체적 학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가 제안한

학습의 사이클은 성찰의 결과로 추상적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학

습한 것을 구체적 상황에서 실험하는 과정으로 설명함으로써 성찰의 범

주가 개인의 지식 형성에 초점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Kolb가 인간의 총

체적 학습으로서 언명하고 있는 경험학습은 결국 인지 과정 모델로 비추

어진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전문가의 역량 발달에서도 성찰의 중요성이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Schön(1984, 1987)은 전문가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 중 반성

(reflection-in-action)’이 ‘앎’을 획득하는 중요한 방식임을 설명하였다.

이는 행위 과정 중에 반성적인 성찰을 통해 나타나는 인지학습이다. 다

시 말해 Schön은 전문가의 실천과정에서 암묵지로 축적되는 역량 개발

의 관점에서 성찰을 지식의 축적 과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성인 학습이론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전환학습이론에서는 성찰을 내용성

찰, 과정성찰, 전제성찰로 구분한다(Merriam & Baumgartner, 2020). 전

환학습을 주창한 Mezirow는 해방적 학습이 진정한 학습이며, 전제성찰

로 나타난 학습이 진정한 학습이라는 입장이다. 기존에 당연하게 여겼던

전제 혹은 준거 틀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결과 관점 전환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학습이 일어난 것으로 본다. 전환학습에서 일어나는 성찰

이 개인의 중요한 사건에서 문제적 준거틀을 전환하여 삶의 의미를 찾아

가는 중요한 학습의 일면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전환학습의 성찰 역시

개인의 인지적 준거 틀에 그 범주를 제한하고 있고, 성찰을 개인의 준거

틀을 변화시키는 학습 기제로 협소하게 바라본다.

전제를 성찰하는 것만이 진정한 학습이며, 준거 틀의 전환만이 질적인

성장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실패학습에 나타난 성찰은 ‘스포츠의 공정

성’과 같이 중요한 전제를 바탕에 두고 문제 상황에서 공정성이라는 가

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전제 지향적 성찰이다. 중요한 가치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지향적 성찰의 결과로 개인의 지식을 재구조화하고 역량의 질

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영역의 문제를 쟁점화해서 변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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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영역의 질적 변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앞서 모름의 ‘모름’을 발견하는 것이 실패학습 고유의 가치임을 살펴보

았다. 자신의 지식이 불충분한 상태임을 스스로 저절로 알게 되기는 어

렵다. 다시 말해 자기 지향적 성찰로는 모름의 ‘모름’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모름의 ‘모름’은 자신이 속한 세계와 소통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다. 모름의 ‘모름’을 발견하는 핵심적인 기제가 관계 지향적 성찰이

라 할 수 있다.

곽규범 심판의 사례를 살펴보면 관계 지향적 성찰이 모름의 ‘모름’을

발견하는 데 핵심 기제가 됨이 잘 드러난다. 곽규범 심판은 오심의 상황

에서 규정을 혼동해서 상황에 맞는 판정을 하지 못했다. 오심을 하고 나

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해당

오심이 벌어지기 전에는 특정 상황23)에 적합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모

르고 있었다.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 규정심판은 자신이 오심을 한 이후에 “왜 정

당하게 경기를 한 선수가 피해를 봐야 할까?”라는 내적 의문을 가졌다.

관계 지향적 성찰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왜 이런 규정 마련을 안 해

놨을까?”라는 영역의 문제를 성찰하였다. 이 역시 관계 지향적 성찰이다.

오심에 대해 관계 지향적 성찰을 통해 필요한 규정이 없다는 사실을 발

견하였다. 관계 지향적 성찰을 통해 모름의 ‘모름’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

고 이에 대한 개인의 문제 제기가 집단적 성찰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로

컬룰(local rule)을 정립하는 영역의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에서 실패학습 과정에서 성찰은 지식 축적과 같은 인지적 차원

에 국한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 정체성과 같은 정의적 차

원에서도 나타났다. 그리고 타인의 권리나 복지에 대한 염려, 영역의 제

도나 가치와 같이 개인을 넘어선 관계적 차원에서도 성찰이 일어난다.

성찰의 결과는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차원의 모든 심리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야와 영역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23) 편법적인 방법으로 득점하는 선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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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기존 학습이론은 성찰의 범주를 개인의 내적 인지발달 측

면에 한정해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실패학습에서 나타나는 성

찰은 개인의 인지적 영역뿐 아니라, 정의적 영역에도 적용된다. 개인이

관계한 타인, 개인과 영역이 추구하는 가치의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일어

날 수 있다. 기존의 학습이론에서 성찰을 자기 지향적 프레임으로 다뤄

왔다면, 이 연구에서 드러난 실패학습의 성찰은 관계 지향적 프레임으로

다룰 가능성을 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성찰과 관련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Merriam(2004)의 전환학

습에 대한 논의이다. Merriam은 학습에서 경험 자체가 가치 있다기보다

경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 과정에서 지적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여 학습에

서 성찰의 핵심적 지위를 지지한다. 효과적인 학습은 경험이 아닌 효과

적인 성찰에서 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찰은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

이기 때문에 전환학습은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이 전제되어야 일어난

다고 주장한다. 전환학습은 비판적 반성과, 반성적 담화라는 두 개의 구

성요소가 있어야 하고(Feinstein, 2004), 이 두 작용이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이므로, 모든 사람이 전환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

서 피아제식 인지발달단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차원 높은 성인 발달 단계

가 존재할 수 있다는 논지로 성인 인지발달 이론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

하였다.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선행연구들이 지지하는 바는 실패학습이 지식을

명료화하고, 지식과 실제를 연결 짓고, 학습의 지속성을 부여하고, 통합

적 시각을 갖게 하며 이러한 학습 과정에서 성찰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실패학습 과정에서 심판들은 자기 지향적 성찰

에서 더 나아가 관계 지향적 성찰을 하였다. 실패를 성찰하여 학습으로

이끌어 나가는 실패학습을 통한 성장은 보통의 성인들이 달성하는 피아

제식 인지발달의 다음 단계를 확장할 수 있는, 성인 발달이론의 확장 가

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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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패학습에서 정서조절

1) 정서의 역할과 정서조절의 의미

본 연구를 통해 심판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정서

조절 전략들을 알게 되었다. 신체집중 대처, 동기전환 대처, 인지해석 대

처, 정서초점 대처, 정서회피 대처가 그것이다. 이러한 정서조절 전략을

활용해 부정정서를 대치하고 해소하거나 망각한다.

오심체험은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 상태에 대한 경험이므

로 자연스럽게 부정정서가 수반된다. 그러나 심판들은 부정정서를 효과

적으로 다룸으로써 이후 판정이나 자신에게 끼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최

소화하고 오히려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실패상황

에서 부정정서를 경험하지만, 그것이 학습의 방해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촉진하는 동기가 되고 문제해결의 에너지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심호흡, 한 곳 응시, 상상 미소, 가면 쓰기와 같은 신체집중 대처 전략

을 통해 신체 일부 혹은 그 기능에 집중하고 조절하면서 오심이라는 문

제상황 가운데에서도 부정정서를 잘 조절하였다. 그리고 학습의 동기로

전환시켜 문제해결 방법을 탐구해나가는 동기전환 대처 전략을 사용함으

로써 오심체험을 자신을 학습으로 이끄는 발전적 방향의 추동력으로 삼

았다. 한편 부정정서를 직면해서 인정하고, 스스로 위안하고 다독이거나,

타인과 대화를 통해 부정정서를 해소하는 방식의 정서초점 대처 전략을

활용했다. 주목할 만한 전략으로 오심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

여 감사와 같은 긍정정서로 정서를 전환하는 인지대처 전략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는 오심에 대한 성찰로 문제를 정리한 이후에,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다른 일과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부정정서를 망각하는 정

서회피 대처 전략을 활용했다.

이 연구에서 밝혀낸 이상의 정서조절 전략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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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는 부정정서가 정서조절을 통해 학습의 동기로 작용하고 학습을

촉발시킨다. 둘째, 정서조절은 심판이 경험을 통해 만들어 낸 학습의 결

과이다. 셋째, 정서조절은 우수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심판의

정서조절은 심판 전문성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부정정서는 무조건 회피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학습 연구에서 대체

로 배제되었다. 그러나 부정정서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어떻게 조절해나가느냐에 따라 학습을 촉진하는 에너지원이 되

고, 개인 성장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부정정서가 문제해결에 효과적임을 밝힌 연구들이 있

다. George와 Zhou(2002), Kaufman(2003) 등은 그들의 연구에서 부정정

서가 문제의 제한된 중요한 특성에 주의를 집중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

게 함으로써 수행을 증가시킨다고 결론 지었다. Carver와 Scheier(2000)

의 연구에서도 부정정서가 이후 노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Baas와 동료들은 슬픔을 경험한 집단이 과제 노력을 오래 유지하고 자

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Baas et al.,

2011). 또한, 창의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의 역할을 연구하였는데,

정서의 톤에 따라 창의적 사고가 다른 양상으로 촉진되었음이 나타났다

(Baas et al., 2008). 긍정정서는 유창성, 융통성과 같은 아이디어의 양적

인 면에 더 효과적이었고, 부정정서는 유용성, 논리성, 정교성과 같은 아

이디어의 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부정정서는 문제

해결에 더 주의를 집중하고, 수행을 오래 유지하게 하며, 아이디어 질을

높이는 데 유용한 학습의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서조절은 연습 가능하며 학습되는 것이다. 초임 심판의 경우

부정정서와 연합되어 있는 신체 반응들이 외부로 그대로 드러나는 편이

지만, 경력이 쌓이고 전문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정정서를 느끼더라도

신체 반응의 정도가 약화되거나 신체 반응의 표현을 조절하는 능력이

생긴다. 상상미소, 가면쓰기와 같은 전략을 활용하는 노련함이 생긴다.

그에 따라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도 좋아진다. 역량 수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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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심판들은 정서조절 전략을 적절히 잘 활용한다. 이처럼 부정적 정서

를 다루는 데 활용하는 정서조절 전략들은 심판들이 경험을 쌓아가는

동안 주체적으로 연습하고 노력하여 만들어 낸 학습의 결과물이다.

영국 축구심판이 대상인 한 연구에서도 전문성 수준에 따른 정서조절

전략의 사용에 관해 이 연구의 논의와 상통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Neil과 동료들(2013)은 스트레스와 감정이 심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기 다른 레벨에 있는 축구심판을 그 대상

으로 하였다. 지역 레벨에서 활동하는 두 명의 아마추어 심판과 두 명의

전문 직업 심판으로부터 심층 면담을 통해 대조적인 두 집단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유발되는 위협 또는 위험의 스트레스

(threat or harm stress appraisals)는 부정정서(negative emotions)와 연

합되었다. 그리고 부정정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의사결정

(poor perceived decision-making)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직업 심판들은 정서 대처 전략을 사용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는 반면, 아마추어 심판은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해

부정정서를 경험하였고, 공격적인 선수나 팀에 대항해 결정할 때 반대

의사결정(counter-attacking decision-making)을 하거나, 불안으로 집중

력이 흐트러져 부정확한 결정을 하였다. 이처럼 아마추어 심판들이 효과

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이 부족한 이유는 전문 심판보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구에 참가한 전문 심판은 아마추어 심판에

비해 최소 11년 이상 경력이 많았고, 다른 연구(Folkesson et al., 2002)

에서도 경험이 많은 심판은 더 효과적인 감정 조절 전략을 배운다는 결

과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정서조절의 유능성은 경험을 통해 향상되는 것이며, 그것은 전 생애에

걸친 과업이기도 하다(Carstensen et al., 2000). 정서조절의 경험은 실패

학습과 분리되지 않는다. 실패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경험을 하면서, 정서

를 잘 조절하는 유능성을 학습해 나간다. 그리고 정서조절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정서가 심판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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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의 조절은 정서의 안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과

같은 인지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우수한 수행으로 연결된다는 점에

서 정서조절이 학습에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강조하자면 실패학습은

정서조절을 배우게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긍정해석과 도덕발달

본 연구에서 심판은 정서조절 전략의 하나로, 부정정서의 긍정 해석이

라는 인지해석 대처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서 자극은

신체 반응을 활성화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인지능력은 그 자극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서의 2요인 이론이다. 정서는 선행 사건에 대한 인지

적 평가 없이 일어나지 않고, 사건 자체가 아닌 평가가 정서를 일으킨다

는 것이다(Reeve, 2011: 420). 더욱이 인간은 사태에 대한 해석과 태도,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적 존재이다. 이 연구에서 부정정서 자극을

유발하는 체험에 대해, 해석을 통해 긍정정서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었다.

심판의 오심에 대한 지도자의 항의를 듣고, 지도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는 내용이다.

이 결과는 정서의 2요인 이론을 지지한다. 정서 자극은 신체 반응을 촉

발시켜 정서 경험을 하도록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는 정서 자극에 대한 인

지평가에 따라 의식적 정서 경험이 달라지기도 한다. 즉, 눈물이 흐르는 신

체 반응에 따라 슬픔의 정서를 느끼기도 하지만, 어떤 사태가 위험하다는

해석과 평가 뒤에 공포라는 정서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포라는 정

서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고 싶은 추동이 순연하여 발생한다. 이처럼

정서는 인지, 느낌, 행동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 된다

(Plutchik, 1982).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정서의 한 측면이기도 하지

만, 정서에는 평가, 즉 상황이나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결합해 있다.

심판은 부정정서 체험을 해석의 인지적 작용을 거쳐 긍정정서로 전환

하는 정서조절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전략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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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매우 고차적인 인지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이나 일반 성인

들이 광범위하게 부정정서를 평가라는 인지적 해석을 동원해 긍정정서로

전환하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고 전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긍정 해석의

전략은 일부 사례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긍정해석이라는 높은 수준의 정서조절 전략은 인지발달과 도덕 발달의

이론적 틀로 해석이 가능하다. Kohlberg의 도덕 발달이론은 긍정해석의

정서조절 전략이 높은 수준의 도덕 발달 단계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심판이 공정이라는 가치나 종목의 규정이라는

준거에 따라 승, 패를 가려내는 일은, 준거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도덕판단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심판의 판정행위를 도덕판단을 설명

하는 이론적 틀에 준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Kohlberg는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을 발전시켜 도덕 발달이론을 구축

하였다. 인지심리학에 기초한 도덕 발달이론에서 도덕판단은 크게 세 수

준으로 구분되며, 세 가지 수준은 그에 대응하는 사회적 조망을 가정한다.

첫째 단계는 인습 이전의 단계로 구체적 개별자 조망(concrete individual)

이 특징이다. 인습 단계에서는 사회구성원 조망(member-of-society)을 통

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인습 이후 단계에서는 사회 선행 조망

(prior-to-society)이 가능하다. 풀이하면, 벌을 피하거나 자기 이득에 맞

는 것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관습 이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

던 유아들은 인지발달과 더불어 관습 수준에 이르게 되며 사회적 관계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인습 단계에서는 사회 질서와 체제를 유지하는 관

습적 수준에서 도덕판단을 하게 된다. 심판이 규정에 따라 판정을 하는

행위는 관습수준의 발달 단계와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단계를 넘어서 관습 이후의 단계가 되면 사회 계약보다 보편적 윤리를

우위에 두는 판단을 하게 된다. 단지 규칙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

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도출한 도덕적 근거, 본질적 가치, 모든 인간

이 따라야 할 보편윤리적 원칙을 판단의 준거로 삼는다. 이러한 인습 이

후 단계는 소수의 사람만이 도달 가능한 도덕판단의 최상위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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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이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해 자신에게 주는 쾌, 불쾌(인습 이전

수준) 혹은 그것이 규정에 기반한 옳고 그름의 차원의 해석(인습 수준)

을 넘어서서 행위의 본질과 보편윤리적 가치를 고려해 판단하고 해석한

것은 바로 도덕 발달이론에서 설명하는 도덕판단의 최상위 단계라 할 수

있다. 지도자의 항의가 자신이 더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공정성이라

는 경기의 본질적 가치에 입각해 판단할 때, “코치의 항의나 조언 자체

도 사실은 경기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

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해석의 준거는, 보편윤리적 원칙의 단계에

상응하는 판단이다. 이러한 판단은 최상위 상위 수준의 인지발달과 도덕

발달 단계에 도달한 것임을 보여준다.

덧붙여 살펴볼 것은 한 연구참여자는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은 지금

은”, “코치가 항의해 주는 것도 고맙고 좋다”(곽규범)고 언급하였다. 추

가적인 전화 질문에서 항의에 대한 고마움의 정서는 초기 심판 때부터

느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뒤에 가능했다고 하였다. 이

는 정서의 ‘발달적’ 측면을 언급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개인의 역량이

심판을 시작할 때부터 상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실패경험

이 쌓여가면서 정서조절 전략을 발전시켜 왔으며, 인지해석을 통해 긍정

정서를 경험하는 단계로 발달한 것이다. 정리하면, 실패체험은 최상위 인

지발달과 도덕 발달 단계에 도달하게 하는 중요한 학습 자원이 된다는

점, 심판은 실패체험을 통해 높은 수준의 인지작용과 도덕판단 단계로

발달해 나간다는 점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정서조절에 대한 논의와 동일 선상에서 긍정해석과 도덕판단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다. 인지적 성장과 정의적 성장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영

역이 아니라, 상호 관계를 맺고 발달해 간다는 점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실패학습은 인간을 전인적 존재로 바라보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실패학습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지 인간의 인지적 사고 발달을

촉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자극하며,

궁극적으로 인격의 성숙, 전인적 발달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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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패학습에서 인지와 정서의 교차

실패는 수행해야 할 과제에 관한 지식이 불충분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수행에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

다. 즉, 알고 있지만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다.

순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기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판정을 하지

못할 때 오심이라는 실패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 선수가 규정에 맞지

않게 서브를 했지만, 그 순간 서브 폴트를 부르지 못하고 상황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 심판 스스로 자신의 역량이 부족함을 느끼고 실패로 인식한

다. 그리고 상급 심판이 오심을 하려고 할 때, 자신은 경기 상황의 올바

른 규칙을 알고 있고, 판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합의 판정이라는 실행 방

식을 알고 있었지만, 파트너로서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높은 경력

과 권위의 벽에 압도되어 상급 심판의 오심을 묵인해 실패로 인식한 예

도 있다. 또 다른 예로, 심판이 경기 중 선수에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

는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선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선수의 수행에 관에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건넨 것이 문

제시되고 실패를 경험한 심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무

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의 준거, 즉 지식은 알고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

아는 대로 적합하게 행동하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알지만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 실패의 상태란 ‘불능’의 상태라 할 수 있다.

다른 경우로 자신이 본대로 판정했으나 경기가 끝난 뒤 그것이 오심임

을 확인하는 예도 있었다. 심지어는 자신이 알고 본대로 폭행을 가한 선

수를 실격 처리했는데, 실제로는 폭행을 당한 선수를 실격시킨 오심이었

고,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불거진 사례가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알고 있

는 것이 ‘참’이라고 믿고 수행했지만, 참이 아닌 ‘거짓’임을 알고 당황하

게 된다. 이른바 ‘모순’에 직면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자신이 오심을 하

게 되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 당시 본대로 아는 대로, 그것

이 참이라고 믿고 행동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자신이 틀리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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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실패학습이 내포하는 겸허의 의미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논리적으로 다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일들은 명확한 선후 관계나 인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모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심판들 가운데에서도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순’의 상태로 오심을 경험하는

예가 있었다. 정리하면, 심판들이 오심을 통해 발견하는 실패의 상태는

[그림 5-1]처럼 도식화할 수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심판들은 각자 자신의 종목에서 최고 수준의 수행

력을 지닌 국제심판이다. 국제심판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 학습하여 상

당한 양의 내용 지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수년간 다수의 경기에 참여

해 직접 경험을 통해 상당한 정도의 실제적인 지식도 체득한 심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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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누구 못지않게 많은 시간, 많은 양의 학습을 하고, 스스로 전문가로

인정할만한 심판들도 실패를 경험한다. 이처럼 많은 양의 지식을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문가들이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학습에

어떤 의미일까? 성인학습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실패체험이 성인학습에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실패체험은

심판들에게 성장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는 의미 있는 경험이다. 분야의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더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

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실패학습이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나태해지

지 않고, 배움에 담금질하도록 일깨워 준다.

둘째로 심판들에게 실패체험은 자신이 결핍, 무지, 모순, 불능의 상태

임을 발견함으로 인해 겸허함의 태도를 지니게 하는 의미가 있다. 실패

를 통해 비로소 자신에게 ‘빈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잘 알

고 있다고 자신했지만, ‘모순’이나 ‘불능’에 처할 수 있음을 경험함으로써,

세상과 배움을 향한 겸허함의 태도를 갖게 한다.

앞서 김단정 심판, 고하진 심판의 경우 자신의 오심을 통해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고 직접 언급하였다. 자신을 계속해서

채찍질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겸허란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비우는 태도

이다. 심판은 실패에서 학습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여전히 부

족함이 있음을 깨닫고, 세상에 대해 겸허한 태도로 배워나가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이미 최고 수준에 이른 전문가들이지만 겸허함의 태도로

한 뼘 더 성장하였다.

여기 있는 전문가들의 한 뼘만큼의 성장은 홀로 책을 파고들어 얻어낸

것이 아니다. 일의 맥락에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빈틈을 발견하고, 실패를

감추거나 외면하지 않고 직면할 때 배움의 자세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실패학습의 이론화는 모순의 표출과 관련되며, 그 모순이나

불능의 자기 극복을 통해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기제의 단면

들을 포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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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학습은 인간의 삶에서 완결성을 지닌 활동이 아닌 지속 가능한

연속적 활동임을 확인시켜 준다. 최고 수준의 경지에 이른 전문가라 하

더라도 학습은 끊임없이 평생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자) 오심이 더 좋은 심판이 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김단정)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물론 완벽한 심판이 있

다면 좋겠고, 오심을 안 하고 계속해서 10년, 20년, 30년, 정심만 하는

심판 심판이 있다면 좋겠지만, 언젠가 겪을, 아까 말한 수치심이라든지

뭔가 그런 것들이라면 오히려 일찍 겪고, 매도 먼저 받는 게 낫다는 것

처럼,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오심을 해서 이만큼 내가 좀 이만큼[손

으로 아래로 한 계단 내려가는 동작 표현] 뭔가 다운이 됐다면. 다시 또

올라서기 위해서, 그걸 빨리 겪고 또 올라가고, 두 계단 올라갔다 한 계

단 내려오고, 다시 세 계단 올라갔다 두 개 단 거 내려오고 하는 그 과

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가면 층층이 그게 두터워지고 겹겹이 두터워

지고 바람이 불어도 그게 쉽게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쭉 올라만 가다가 갑자기 어 오심을 했으면, 그때 받는 그 느낌은 더

크지 않을까요? 그 데미지가…. 저는 오히려 오심으로 착착 마일리지

쌓아가면서 하는 게 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위 면담 내용을 보면 김단정 심판은 완벽하면 좋겠지만 완벽할 수 없

다는 모순적 사실을 받아들인다. 심판으로서 역량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

다고 할 수 있지만, 한 계단 내려갈 수 있다는 겸허한 태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계단 끝에 이르렀을 때 추락하지 않고 다시 두 계단, 세 계단 올

라가는 학습자임을 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속에 실패를 경험하더라

도 정서를 조절하며 학습해 나가는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있음이 드

러난다. 그 과정에서 겹겹이 두터워지고 쉽게 쓰러지지 않는 심판으로

성장해 나가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실패는 불완전한 자신을 단

련시키는 학습이 됨을 안다. 오심의 “마일리지”라는 표현에 실패학습이

내포하는 겸허 학습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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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의 발달을 모순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성인 학습이론가들이

있다. Reigel은 Piaget의 형식적 조작기 사고에 맞서기 위해 변증법적 사

고과정을 제시하였다(Merriam et al., 2007). 그 핵심은 사람들은 사고과

정에서 내적인 모순과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변증법적 사고를 한다는 것

이다. 성인의 발달은 인생의 내적 모순과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모순은 사고와 창조성의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모순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학습이 완결된 완성체가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실패는 현재 미완성형의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 완성형으로 믿어

온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미완성인 자신 사이의 모순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현재의 미완성형인 자아의 발견은 완성형인 이상적 자아와 충돌하

는 모순의 상황이기도 하다. 아무리 완벽해도 완벽할 수 없고, 그런데도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순된 자아의 속성은 학습이라는 다리 놓기를

통해 현재의 자아가 세상으로 연결되고, 더 성숙한 미래의 자아에게 다

가간다. 학습이 없이 이들 간의 연결은 일어날 수 없으며, 이러한 학습은

평생 끝없이 계속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다수의 학습이론가는 갈등의 해소로 학습을 설명해왔다.

Piaget는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인지 도식과 다를 때, 동화와 조절을 통

해 평형상태가 되는 것으로 학습의 과정을 설명했다. Kolb를 비롯한 경

험학습 이론가들도 개인이 세계에 적응할 때 대립과 갈등이 존재하고 그

갈등의 해소가 학습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실패학습에서 확인

되는 것은 성인들은 생활세계에서 모순의 상태에 직면하고, 모순이 이성

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나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더라도 학습이 일어난다

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패를 통해 발견된 모순의 수용, 갈등의 수용도

학습의 한 부분이다.

학습을 인지 도식의 평형이나 갈등의 해소로 설명하는 데에는 서양의

계몽주의적 합리주의 전통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여전히 인간을 몸과 마음, 이성과 감성으로 구분하고, 신체나 감

성보다 정신과 이성을 우위에 두고자 한다.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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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용이며, 학습이란 합리성에 기반한 지식의 습득, 즉 합리성의 형식

으로 도식화되는 정신적 작용으로 설명된다. 마찬가지로 학습의 핵심 기

제라 할 수 있는 성찰은 다분히 지적 과정의 측면만 강조되었다.

그러나 근대적 계몽주의나 합리주의가 지배하던 시대는 지났고, 다양

성의 가치를 재인식하게 한 20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사조를 지나, 21세기

탈인간중심주의적 일원론을 주장하는 신유물론과 같이 새로이 등장하는

학문의 패러다임은 우리에게 근대적 사고의 변혁을 요구한다. 물질세계

와 정신세계를 분리해 하나의 세계를 우위에 두거나, 학습에서 인지와

정서를 상호 분리된 이분법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려는 근대적 사고에서

탈피하고 보다 관계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의 연결망을 이해하는 것이 요

구되는 시대이다.

같은 맥락에서 학습에서 비판적 성찰과 정서의 상호의존성은 간과되어

서는 안 된다(Merriam et al., 2007). 성찰은 관계적 차원과 정서적 차원

까지 관련되는 것이다. 또한, 합리성의 획득만이 학습이라 할 수 없다.

인간의 생활세계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모순은 항상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그 모순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과정에도 학습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실패학습은 인지와 정서의 교차점에 있다. 이성과 감성의 상

호 역동 안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며, 실패학습은 모순의 갈등과 겸허한

수용에 바탕 해 이루어지는 인간 성장의 한 모습이다. 비판적 성찰과 정

서 간 상호 역동의 한 단면을 심판들이 일의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경험

하는 오심체험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

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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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1. 실천을 위한 제언

1) PER JAM model의 활용

이 연구에서는 실패가 일어나는 요인을 네 요인으로 제안하였다. 실패

를 일으키는 요인에 따라 실패는 지각의 실패, 판단의 실패, 동기의 실

패, 실행의 실패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일반화하여 실패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의 상호관련성을 나타내는 실패의 4요인 모형을 ‘퍼 잼 모델

(PER JAM model)’로 명명하고자 한다. PER JAM model이라는 명칭은

수행에 관련된 각(Per) 요인인 지각(P: Perception), 판단(J: Judgment),

실행(A: Action), 동기(M: Motivation) 중 하나가 실패하면 수행(PER:

Performance)은 실패한다(JAM)는 뜻을 담고 있다.

[그림 5-2] 퍼 잼 모델(PER JA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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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에 도식화한 PER JAM model은 실패의 네 요인과 요인을

둘러싼 맥락, 최종 결과로 나타나는 수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형은

개인, 분야, 영역의 맥락 안에서 실패의 각 요인이 다른 요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면서 수행으로 연결되고, 하나의 요인이 실패할 경우 수행은

실패하게 됨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네 개의 작은 사각형은 실패의 각 요인을 나타내는 것이며, 점선으로

된 큰 사각형은 실패의 요인 전체를 담고 있다. 여기서 큰 사각형을 점선

으로 표현한 것은, 실패 요인들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연구결과의 제2절에

서 오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분야, 영역의 맥락이 도출된 것에 기반하

여 큰 원 안에 그 맥락을 표현하였다. 이 가운데 개인의 맥락은 심리적

요소와 신체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지식이나 경력은 심

리적 요소, 체력은 신체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퍼 잼 모델(PER JAM Model)이 지각, 판단, 동기, 실행의 단계와 관련

된 교육적 처치들을 보다 구조화하여 교육자료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방

안을 모색하는 하나의 틀로 활용되기를 제안한다. 실패를 예방하기 위해

서는 실패의 역동을 이해하고 잠재적 실패 원인을 예측하여 대비하는 것

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이를 위한 실천적 교육 모델을 제공하고자 이 모

형을 고안하였다.

이 모델은 수행의 실천으로 결과물이 나타나는 다양한 성인 교육 분야

에 적용할 수 있다. 각 업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패를 분석하면서, 지각

(P:Perception), 판단(J:Judgment), 실행(A:Action), 동기(M:Motivation)로

구분하여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분류하면, 보다 체계적으로 실패의 원

인을 유목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심판 교육 분야를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는 심

판 교육들은 규정이라는 선언적 지식을 강의식 학습으로 전달하고, 이를

습득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교육으로는 심판들이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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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 종목의 실천적 지식들을 습득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심판

들이 오심을 하는 실제 사례들을 각 종목에서 수집해 보면 다양한 원인

과 상황이 존재하고 퍼 잼 모델을 적용하면 오심의 원인을 네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각 차원에서 잘못하여 일어나는 오심 사례들이 수집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주 놓치는 장면이나, 주의 집중해야 하는 특정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지각실패를 줄이기 위한 학습자료나 교육방법으로 무엇이

적합한지 원인에 따라 구체화 시킬 수 있다. 판단실패의 경우 규정을 강

의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학습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각실패의 경우는

규정에 대한 강의가 실패를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경

기 영상을 보고 선수 움직임에 따라 심판의 위치나 시선처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생각해보는 활동이 지각실패를 대비하는 더 나은 학습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지각 차원, 판단 차원, 동기 차원, 실행의 차원 각 각에 대해

실수를 줄이고 적절한 수행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학습자료로 생성하고 적합한 학습 방법을 구조화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심판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성인 교육

분야에서 퍼 잼 모델은 실패의 단계별 원인을 규명하여, 각 단계에 맞는

교육자료를 생성하고 적합한 교육방법을 고안하는 등 교육과정을 체계화

하는 하나의 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심판 교육 분야

심판의 행위는 스포츠 종목마다 다르다. 수십 가지의 스포츠 종목을

구기형, 네트형, 기록형, 채점형, 기록형,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고

할 때, 유형별로 심판 행위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까지 유형에 따른 심판 행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

헌을 찾아보기 어렵다. 종목별 심판 행위의 특징도 마찬가지이다. 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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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종목에 따라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전술이나 전략, 경기의 형태나 양

식 등이 다를 것이며, 그에 따라 심판 행위의 핵심적 특질에 차이가 있

을 수 있다.

각 유형과 종목에 맞는 심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심판

행위의 본질과 특징을 유형과 종목에 따라 밝혀내고 이를 이해하는 작업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직접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대련형 종목과 선

수 간 신체접촉이 없는 네트형 종목에서 심판으로서 중요하게 요구되는

특질은 다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수의 심판이 한 선수의 퍼포먼스를

채점하는 종목과 심판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선수의 순위나 시간 기록으

로 평가하는 기록형 종목에서 심판의 역할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과 선수의 이동을 따라 경기장을 누비며 판정을 해야 하는 구기형 종

목의 심판들은 정해진 위치에서 심판을 보는 다른 종목들과 차별화되는

자질이 요구될 것이다. 하나의 유형 안에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고, 그

종목들은 나름의 고유한 물리적 환경이나 조건, 경기의 규칙을 갖는다.

종목마다 나타나는 심판 행위의 특질이나 오심을 하지 않기 위해 주의할

사항들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심판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종목과

유형별 심판 행위의 특질들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형들과 종목들의 관계성을 파악해 심판 교육으로 활용하면 심판들이

스포츠 영역 안에서 자신의 위치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심판으

로서 해야 하는 역할들에 대해 깊이 있고 확장된 이해를 통해 심판으로

서 역량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심판 교육에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실패사례집을 제작해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다. 심판 교육에서 오심 사례를 교육 영상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유용한 교육자료로 활용

의 가치가 높다. 하지만 영상으로 기록될 수 있는 경기는 대체로 일 년의

대회 중 일부 대회이거나, 한 대회 안에서도 일부 경기에 해당한다. 게다

가 직접 오심을 경험한 심판의 실패학습 경험은 오심 순간의 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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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다 담기지 않는다. 오심의 영상은 순간적인 장면을 되돌려 볼 수 있

을 뿐, 심판이 그 체험을 통해 성찰하고 학습한 부분까지 다 담아내지 못

한다.

실패가 학습의 기회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스포츠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늘 변화되는 것이므로, 동일인이 실패를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을 다시 마주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한 개인이 겪은

실패학습 경험을 개인 안에 묻어두지 않고, 개인 간 전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실패경험을 감추어 두지 않

고 실패사례집으로 기록하여 누적하고, 개방하여 공유하면, 초임 심판을

비롯한 다른 심판들에게는 간접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심판 공동체

역량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교육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연구에 참여한 심판들은 처음 자격을 취득하면서 제공되는 형식교육

이외에 다른 교육적 지원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경험 많은 심

판들의 실패학습으로 얻어진 암묵적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실패는 공유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

다. 종목별로 심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오심 사례들을 기록하여

자료화하면, 실패경험을 통한 암묵적 지식을 발굴하여 유용한 교육자료

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심판들이 오심체험에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심판이 되기 위해 실패에서 학습하는 실천적 과정을 드러냈다. 심

판들의 경험을 통해 구체적인 오심의 원인과 맥락들도 밝혀졌다. 향후

종목마다 해당 종목의 실천적 현장에서 오심체험을 수집하고 지각, 판단,

동기, 실행 차원을 구분하여 각 실패 요인들을 대처할 수 있는 전략과

방안들을 구체적인 학습자료로 생성한다면 초임 심판들의 역량을 증가시

키는 데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심판 교육현장에서 실천적인 지식들이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심판의 학습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지 못했고, 전문

성이 높은 심판들이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공공의 지적 자산이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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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기도 하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심판 교육현장에는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모델이 부재한 실정이다.

스포츠 경기에서 핵심은 선수이며, 연구와 지원도 선수를 중심으로 짜

여왔다. 상대적으로 심판은 스포츠 분야 연구에서도, 교육에서도 소외된

영역이다. 그러나 선수들이 경기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치도록 하기 위해

서라도 심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적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

다. 이 연구의 결과와 제언들이 현장에 적용되어 심판 교육 분야가 더

발전되도록, 학술적, 실천적 장면에서 스포츠 관계자와 연구자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2. 연구를 위한 제언

1) “실패학습(failure learning)” 개념 연구 확장

실패학습은 실패체험에 기반해 달성하지 못한 목적을 지향하여 일어나

는 학습이다.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실패학습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출발한다. 둘째, 구체적

경험 가운데 실패경험이 학습의 계기가 된다. 셋째, 실패한 목적의 달성

을 지향하는 의도적인 학습에 수반되는 인지적, 정의적, 신체운동적 변화

이다. 넷째, 실패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학습은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실패체험으로부터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 다섯째,

실패를 기반으로 일어나는 학습은 단기적 활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반복적, 지속적,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한 개인이 과

거 특정 실패경험을 자신의 학습과 성장의 계기로 기억하는 경우 그 개

인에게 실패학습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구체 경험을 출발점으로 시작한 실패학습 과정에서, 타

인의 실패경험을 직접 관찰하거나, 영상을 통해 간접 관찰하는 학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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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실패의 직접 체험 이외에 실패의 간접 체험, 실패를 내용으로

한 학습 등등 실패학습의 개념 안에는 실패를 매개로 다양한 유형의 학

습을 포섭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한 개념화 작업이나, 구체적 연구들이

축적되고 구조화되지 않았다.

그동안 실패학습은 다소 실용적인 목적으로 산업 분야에서 더 많이 논

의되었다. 용어도 ‘learning from failure’, ‘learning through failure’,

‘failure based learning’ 등 서로 다른 수식어를 덧붙여 사용하고 있어

용어가 합치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습이라는 현상은 산업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며,

그 개념과 철학에 대한 논의는 교육학이라는 학문적 토대 안에서 다루어

야 할 가치와 책무가 있는 것이다. 교육학에서 다뤄지고 있는 실패를 관

통하는 학습 현상들에 대해 실패학습이라는 용어로 연결망을 만들고, 실

패학습의 개념과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서론에서 문제 제기한 실패에 관한 재인식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실패학습(failure learning)’을 학술용어로 제안하고 제목과 내

용에 실패학습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실패로 촉발된 학습 현상의 단면을

설명하는 시도를 하였다. 실패를 다룬 학습 연구들은 대체로 ‘실패를 통한

학습(learning from failure)’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본 연구결과로 나

타난 실패학습의 양상이 ‘실패를 통한 학습’으로 칭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현상은 아니다. 그러나 ‘learning from failure’는 문맥 안에서 실패에서 학

습한다라는 서술적 언어로 기능하므로, 실패학습의 다양한 국면을 포괄

하는 학술적 용어(terminology)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실

패를 통한 학습’은 실패가 원인이 되어 결과로서 학습이 이루어졌다는 것,

즉 학습의 제한적 조건과 결과적 측면을 전제하기 때문에, 실패로 촉발되

는 가치 있는 학습 현상의 다양한 측면들을 교육 담론으로 끌어오지 못하

고 놓칠 가능성이 있다. 단적으로 실패가 학습으로 연결되는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양 측면 모두 교육학적으로 탐구할 가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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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면이지만, ‘실패를 통한 학습’이라는 용어 안에는 그 반대 가능성에

대한 탐구가 제한되게 된다.

그러나 ‘실패학습’은 실패를 통한 학습뿐 아니라 그 반대 가능성을 포

괄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실패학습 촉발 조건, 과정, 결과, 영향 등 실

패를 통한 학습의 전 과정뿐 아니라, 실패를 직접 체험하는 학습, 실패를

직접 관찰하는 학습, 매체를 통해 실패를 간접경험하는 학습, 실패를 학

습하는 학습 등등 학습을 다양하게 범주화하고, ‘실패’와 ‘학습’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여러 지형들을 탐구하며, 이들을 하나의 학습 담론의 관

계망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용어의 포괄성

이 장점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 살펴본 심판들의 오심 체험을

통한 학습양상을 ‘실패를 통한 학습(learnig from failure)’이 아닌 ‘실패

학습(failure learning)’으로 명명하고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실패는 가능하면 피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실패

의 학습 가치와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실패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활

용할 수 있는 학술적 토대를 단단히 하는데 더 많은 연구자가 힘을 모으

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패의 직접 경험에 한정하여 실패학습의

개념과 속성을 정리하였으나, 실패학습의 개념은 정태적이거나 당위적인

것이 아니므로 향후 연구를 통해 실패학습의 개념을 보완하고 확장할 필

요가 있다.

2) 실패학습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 기업 최고경영자의 생애를 학습생애사로 조망

한 연구에서, 기업인의 “실패 학습”에서 하나의 실패가 단지 실패로 끝

나지 않고, 학습으로 이어지고 다른 삶의 영역에서 학습을 촉진하는 학

습결과의 “연결 접속 현상”이 이루어졌음을 논하였다(강대중, 2015). 그

리고 학습결과의 연결 접속 현상이 가능했던 이유는, “내 이익”만을 추

구하면서 살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고, 개인과 회사의 자립을 넘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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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립이라는 “큰 이상”과 연결되어 있어 “확장”의 학습자 자세가 가능

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강대중, 2015: 288). 실패학습의 “연결 접속 현

상”으로 일컬은 이러한 통찰은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향후 연

구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본 연구에서도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그 실패경험을 잊지 않고 ‘학습’

함으로써, 자신을 발전시킬 뿐 아니라, 그러한 경험이 분야와 영역의 발

전까지 확장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면의 한계로 담지 못한 심판 면담의

일부 가운데, 한 심판은 실패경험 이후에 배울 수 있는 기회라면 해외

교육도 마다하지 않고 자비를 들여서까지 참가하면서 자신이 권위에 굴

복하지 않는 심판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 최신의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

도록 지속적인 학습을 이어갔다. 그 결과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오심으로 판정될 상황을 자신의 지식으로 정정하고, 최

신의 국제 규정에 맞게 국내 경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영역의 질적 성

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개인학습이 확장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

던 밑바탕에는 실패를 경험하며 ‘공정’의 가치가 무너진 것에 대한 미안

함과 ‘공정’의 가치를 지키는 심판이 되겠다는 의지적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오심 체험을 현상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주안을 두었

기 때문에, 학습의 “연결 접속 현상”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일부

의 사례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을 뿐이다. 향후 다양한 분야의 성인학

습 연구에서 실패가 연결 접속 현상으로 나타남을 이해할 수 있는 종단

적 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패의 연결 접속 현상과 개인의 실패경험이 분야와 영역으로 연결 접속

되는 현상에 대한 실패학습 생애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

고 실패학습의 연결 접속 현상에서 차지하는 ‘가치’의 역할도 함께 탐색

되기를 제안한다.

덧붙여 성인학습연구에 대한 일반론에 비추어 본 연구의 의의를 확인

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추가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숭희(2004: 331)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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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성인학습연구가 아동학습과 중요한 차별점이 있

다고 하였고 본 연구를 통해서도 이를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성인학습연구는 다양한 상황 학습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포함된다. 아동

학습은 학교라는 인위적이고 전일적 체제가 조절하고 통제하는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지만, 성인학습은 학습자가 위치한 사회정치적 맥

락 및 직업적 다양성의 맥락에 따라 상이하고, 이에 따라 형식화된 학습

보다 무형식학습이 보다 큰 의미를 갖게 된다(한숭희, 2004). 이 연구에

서 심판의 판정행위는 사회정치적 맥락의 영향을 받으며, 각 심판이 처

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체험과 학습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이들의 성장에 큰 의미가 있는 실패학습은 무형식학습의 형태로 이루

어졌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인 학습이론을 지지한다.

둘째, 성인은 경험 과정과 관련된 비판적 반성의 속성이 중요하게 연

구된다. 아동은 교과에 의한 인지적 측면, 즉 지식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

으나 성인은 경험을 중심으로 변화, 성장, 축적 등의 학습 현상이 나타나

는 경향성이 강하다(한숭희, 2005). 이 연구에서 성찰은 학습 과정에서

핵심이 된다. 지식을 연결 짓고 창출함과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

하고,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것도 성찰의 결과로 이루어

지는 실패학습이다. 이 연구를 통해 성인학습에서 비판적 반성의 중요성

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셋째, 성인은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학습의 측면을 강조한다. 평생

학습사회에서는 학습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가보다, 학습력의 학습

(learning to learn), 즉 얼마나 자기 스스로 학습을 수행할 주도적 능력

을 보유하였는가에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한다(한숭희, 2005). 심판들은

규정을 반복해 보고, 영상을 관찰하고, 지속해서 대회에 참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습해 나간다. 강제된 방식으로

학습하지 않으며, 스스로 학습 방법을 터득해 나간다. 실패학습에서 독특

하게 나타난 정서조절은 그동안 감춰져 있던 정서 측면의 학습력 학습

(learning to learn)을 밝혀낸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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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전 생애 발달이론의 등장으로 아동과 청소년기에 발달과업이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 및 노년기에도 분명한 발달과업이 존재하며, 그

달성을 위한 학습이 중요하다(한숭희, 2005). 본 연구에서는 아동, 청소년

기와 다른 성인기 발달의 차상위 측면에 대한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관

계적 성찰’과 관련한 논의 부분에서 전환학습은 모든 성인에게 가능한 것

이 아니며, 고도의 인지적 과정인 성찰이 가능한 보다 상위 발달 단계에

이른 성인들만 가능한 것일 수 있다는 Merriam의 논지를 소개하였다. 이

연구에서 기존 성인학습 연구들이 ‘성찰’을 인지학습의 일부로 협소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논의하고 ‘관계적 성찰’의 측면이 실패학습

에서 활발히 일어남을 새로이 규명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향후 연구에서 성인 발달단계의 새로운 국면

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기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성인들에게 ‘인지적 성

찰’과 ‘관계적 성찰’이 어떠한 단계로 일어나는지, 이 둘의 상호작용 양상

은 어떠한지, 성찰의 수준과 범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들의 차이로

특징지어지는 성인기 발달단계의 각 국면이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지 등

성인 발달에 관한 다양한 탐구가 요구된다. 또한, 이들 탐구 안에 밝혀지

는 학습의 모습에서 성찰과 정서의 상호의존성이 어떤 양태로 나타나는

지를 관련지어 탐색하기를 제안한다. 모든 성인이 도달 가능한 단계를

넘어서는 최상위 단계의 성인기 발달 단계는 어떻게 정의되고, 특징지어

지며, 어떠한 학습으로 도달 가능한지 등에 관해 성찰과 정서의 상호역

동성 안에서 확장된 연구가 이뤄진다면 성인 학습이론은 질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측면에서 이 연구의 참여자는 10종목,

12명의 심판에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스포츠 분야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오심체험을 포괄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하지 못했다. 12명의 심판

의 오심체험은 매우 다채로웠으며 연구참여자가 확대된다면 더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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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심체험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실패학습의 양상의

다른 측면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초심자와 전문가의

경력 수준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흥미롭고 유용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한된 연구참여자 수로 인하여 스포츠 종목이나 유형별로 상이

한 오심체험과 실패학습의 특징을 다루지 못했다. 향후 오심체험을 수집

하고 실패학습의 양상을 밝히는 연구들이 각 종목과 유형별로 추가적으

로 이루어져지기를 제안한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종목별 심판행위 특징

의 이론화 및 심판의 직업적 특성을 탐구하는 작업은 체육전문인 교육과

평생교육에 있어서 학문의 지평을 넓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은 직업이동과 전환, 그리고 소위 투잡(two job)과 같은 유

연한 노동의 형태를 탐색할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심

판들이 경험하는 자아실현으로서 직업 선택과 생계유지를 위한 직업으로

써 심판이라는 일 사이의 갈등을 다루지는 않았으나, 심판을 통해 평생

학습사회에서 성인들이 경험하는 일과 학습, 직업과 여가 등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의 변화를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연구방법 측면에서 본 연구는 현상학적 체험연구로 수행되었고,

현상학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을 교육 연구에 적용하면서 개념 간 모호성

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어 본질 구조와 사실 구조, 체험과

경험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제3장 연구 절

차와 방법에서 본 연구가 철학으로서 현상학이 아닌, 현상학적 방법에서

출발한 연구임을 충분히 소명하고자 하였으나, 인간의 경험적 사실을 질

료로 다루는 질적 연구에, 현상학에서 논의되는 체험과 경험, 본질 구조

와 사실 구조의 개념이 적용될 때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현상학적 연구의 진화 과정에 수반되는 문제로 여겨

진다. 현상학 안에 존재하는 불분명한 경계를 Thévenaz(2011)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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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음[현상학이란 무엇인가?]은 현상학이라는 말을 듣고서 최소한

이것이 거칠게나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문외한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겨져 있다. 또한, 이 물음은 후설로부터 셸러, 하

이데거, 사르트르 및 다른 여러 인물들을 거쳐 메를로퐁티에 이르는 50

여 년 동안의 풍요로운 진화 과정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선명하게 정의되지도 않은 채로, 이 교설을 추적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

는 철학사가들이나 전문 철학자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현상학은 때로는 본질과 의미의 논리에 대한 객관적 탐구로, 때로는 의

식에 대한 심원한 심리학적 기술이나 분석으로, 때로는 ‘초월적 자아’에

대한 사변으로, 때로는 생생하게 체험되는 실존에 대한 구체적 접근 방

법으로, 혹은 후설이나 메를로퐁티에게서 보듯이 오로지 단순하게 실존

주의와 혼동되는 일종의 프로메테우스로 여겨지기도 한다(Thévenaz,

2011: 25).

이 연구는 “생생하게 체험되는 실존에 대한 구체적 접근 방법”으로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얼개가 되었다. 실존을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적 의미가 이 연구에서 중요하였고, 체험을 수집하기 위해 본질 구조에

서 출발한 질문으로 사실적 자료를 수집하는 현상학적 체험연구로 수행

하였다.

이른바 응용현상학에서 나타나는 개념 간 혼란을 해소하려면 향후 교

육학 분야에서 현상학적 체험연구에 더 많은 연구자의 참여가 요구된다.

체험과 경험의 개념 정의, 두 개념 구분의 필요성이나 유용성, 한계와 방

향, 교육학 이론과 맺는 관련성 등에 관한 탐구가 교육학연구에서 이루

어질 수 있다. 현상학적 본질적 체험연구와 사실적 체험연구들이 수행되

고, 이론으로서 현상학적 방법과 실제 경험 연구로서 현상학적 방법이

탐구될 때 교육학 안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이 진화되고, 교육 현상을

이해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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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이 연구에서 실패학습(failure learning)을 학술용어로 제안하였

으나 개념과 용어의 정립 측면에서 학문 공동체 안에서 합의된 개념이

아니므로 혼동을 줄 여지가 있다. 그리고 실패학습(failure learning)이

무엇인지 완전한 이론화에 미치지 못했다. 연구결과는 실패학습 일부를

보여주는 것에 그쳤다. 연구 내용 면에서 연구자가 제안한 실패학습의

면면을 이 연구 하나만으로 완전히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향후

실패가 학습으로 이어지는 교육적 장면을 실패학습으로 바라보는 연구

들이 축적되어 실패학습의 개념화가 선명해지기를 바란다. 흩어져 있는

실패에 관한 학습연구 간에 연결망이 공고해지는 체계적인 이론화작업

이 이루어져서 학문 공동체 안에서 실패학습이 하나의 학습 담론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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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인터뷰 프로토콜

1. 인터뷰 기본 사항

2. 소개

3. 질문지 내용 질문(질문지 사용, 녹음 시간 기록, 메모)

  1) 오심탐색

    ① 대상 : 오심에 대한 정의, 생각   ② 주체 : 자신은 어떤 심판?

    ③ 사건진행과 마무리              ④ 이유(동기)          ⑥시간

    ⑤ 몸                       )   ⑦ 공간               ⑧관계

    ⑨ 사회문화적 맥락   �� 가치평가 : 학습에 지니는 의미, 삶의 의미

  2) 심층질문 –학습전략, 부정정서 극복전략 등 추가적 진행

    마인드 컨트롤 방식, 오심 대처 방법

    폐기학습

    테크놀로지 영향

4. 마무리 지침

준비물 설명문, 동의서, 볼펜(참여자용), 녹음기, 메모보드, 질문지

날짜 장소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참여자 나이 국내심판 시작년도

성별 국제심판 시작년도

직업 국제심판 경력

이메일 심판 총 경력

∨ 연구자 소개

연구목적, 연구 윤리(참여자 보호)

연구동의서 서명

인터뷰방식 설명(녹음. 메모)

참여자 질문사항 확인

감사인사

비밀보장 확인

추가 인터뷰 요청 시 선호 방식(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

연구결과를 받고 싶은 경우 전달방식

모바일 쿠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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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연구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스포츠 심판이 실패경험을 통해 무엇을 학습하여 

                성장해 가는지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참여자 선정 조건 : 5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국제심판

� 참여 내용 : 총 1~2회의 개별 면담(예상 소요시간은 약 2시간)

� 참여기간 및 장소

   1) 기간 : 연구 착수일로부터 1년

   2) 장소 :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면담에 적합한 장소

            (연구참여자의 거주지 주변 장소, 체육인재아카데미 등 협의하여 

             결정, 혹은 Zoom을 통한 화상 면담 가능)

� 참여 시 사례 : 소정의 사례로 모바일 기프티콘이 제공됩니다.

� 참여 방법 : 다음 연구 담당자에게 연구참여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연구담당자

가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연구담당자에게 연구 절차 및 동의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자발적 참여의사에 따라 면담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 안내 사항 : 연구는 본 문건이 게시된 단체나 기관과 관련이 없으며, 연구참여 

여부가 본 문건이 게시된 기관이나 단체와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본 연구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다음 연구 담담자에게 하십시오.

이름: 류정현      전화번호: 010-0000-0000

연구 과제명

실패 학습 연구 :스포츠 심판을 중심으로

연구 책임자명

류정현(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연구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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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심판의 경험을 통한 학습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본 설문에서

는 연구참여자께 심판으로서 경험을 되돌아보고 떠올려 보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심판을 보면서 잘못된 판정을 했던 오심 사건을 회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회상한 

사건과 경험을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

십시오. 설문의 내용은 연구 윤리에 따라 비밀이 보장될 것입니다.

1. 참여자 기본 정보

2. 아래 체험 묘사 가이드를 참고하여 오심 체험을 떠올려 보시고, 질문에 

솔직하게 응답해주세요.

<체험 묘사 가이드>

♠ 체험 묘사 가이드

1)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가요?

2) 어떤 일이 있었나요?

3)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 되었나요?

4) 사건 당시 어떤 기분이었나요? 몸이 어떻게 느꼈나요?

5) 사건 당시 시간이 어떻게 느껴졌나요?

6) 사건이 일어난 곳의 공간적 특징은 어떠했나요?

7)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누가 있었나요?

8) 그들과 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했나요?

9) 본인의 행동에 이유나 목적이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10) 그 사건을 사회적·역사적 맥락과 관련지어 생각한 것이 있었나요?

심판의 경험과 학습에 대한 설문

연구책임자 : 류정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010-0000-0000

********@snu.ac.kr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심판 총 경력 국내심판 시작년도

국제심판 경력 국제심판 시작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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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1. 심판을 어떤 계기로 시작하셨나요?

1-2. 그동안 참가하신 주요 대회 활동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2. 자신은 어떤 심판이라고 생각하나요?

3. 경기 중에 잘못된 판정이 나오기도 하는데, 평소 오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

고 있나요?

4. 심판을 하면서 오심으로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다면,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요?

5. 어떤 일이 있었나요? 왜 그러한 행동을 하셨나요?

6.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 되었나요?

7. 사건 당시 어떤 기분이었나요? 몸은 어떻게 느꼈나요?

8. 사건 당시 시간은 어떻게 느껴졌나요?

9. 사건이 일어난 곳의 공간적 특징은 어떠했나요?

9-1. 평소와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10.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였나요?

10-1. 그들과 관계는 어떠했나요?

10-2. 그들과 관계어서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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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심을 한 원인이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2. 당시 자신의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또는 역사적 요소가 있었다면 무

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3. 사건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13-1. 그 경험으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술에 변화가 생겼다면 무엇인가요?

13-2. 그 경험으로 자신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면 무엇인가요?

13-3. 유사한 실패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나요?

14. 오심 체험을 통한 학습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졌나요?

15. 그 경험이 타인의 오심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에 영향을 미쳤나요?

16. 이후 유사한 판정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17. 오심 사건이 자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18. 오심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9. 오심이 심판으로서 학습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20. 오심이 심판으로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21. 그러한 경험을 통해 ‘심판’에 대한 정의나 의미에 변화가 생겼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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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failure learning based on

referees’ lived bad call experiences

Ryu, Jong-Hyon

Major in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the referee grows

and learns through failure. Our society is so competitive, that it tends

to be unforgiving of failure. However, numerous failure and learning

experiences exist in the context of work and the life-world. This

study examines the aspects of failure that adults naturally experience

in the context of work, focusing on the referees’ lived bad call

experiences, and explores the process and meaning of how failure

experiences are transferred to failure learning. The aim of this

approach is to derive educational implications necessary to link failure

to learning and to contribute to the extension of failure learning

research.

In this study,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through twelve international referees of ten sports events: badminton,

basketball, biathlon, figure skating, handball, rowing, table ten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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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kwondo, volleyball, and water polo.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Member

checks, peer reviews and external audits were conducted to increase

credibility and rigor of the study. In addition, IRB deliberation and

regulations were observed.

The main results are outlined below. First, the essays

describing the international referees’ lived bad call experiences which

demonstrate the aspect of recognizing and constructing their lived

experiences in an integrated way, reveals concreteness and diversity

of them.

Second, the concrete aspect of lived bad call experiences were

thematized into six constructs of lived experiences such as the

subjects' perspectives of lived experiences, lived body experiences,

lived time experiences, lived relations experiences, contexts of lived

bad call experiences, and causes of lived bad call experiences.

Especially, causes of lived bad call experiences are revealed as the

aspects of perception, judgment, motivation, and action, and this

result is recontextualized by 'PER JAM model: four factor model of

failure’ so that it can be applied to other situations and objects.

Finally, the development pattern of failure learning was

demonstrated by triggers, strategies, activities, outcomes of it and the

spread of it. The outcomes obtained from failure learning are shown

by changes in referee performance and emotions. Changes in

performance were captured in which expertise increased through in

establishing their own reference points, maintaining composure,

having a great sense of exact timing, obtaining wholistic view,

guessing the other person's mind, and having the power of execution.

In addition, personal maturity was achieved by growing 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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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sponsibility for work, generating fellowship, gratitude, empathy

for other referees, and a humble attitude. The results of failure

learning did not remain at the individual level, but influenced the

growth of the community.

Based on the results, the role of reflec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in failure learning was discussed. Also, it was claimed that

failure learning for international referees is meaningful as humility

learning where cognition and emotion intersect.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the factual

aspects of the sports referee's bad call experience, which have not

been revealed so far, were explained within the structure of lived

experience phenomenologically. Second, the cause of failure and the

development pattern of failure learning were identified to provide

practical educational materials for adult learning. Third, failure

learning was proposed as an academic term, and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and meaning of failure learning was expand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discourse of failure learning.

keywords : failure learning, phenomenological research, referee,

lived experience, bad call

Student Number : 2013-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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