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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생태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전용배 / 단국대학교 교수

들어가며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선진국이라는데는 이제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스포츠는 어떠한가!
“스포츠강국인가? 스포츠선진국인가?”라고 묻는다면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나 스포츠선진국은 아니라는데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축구는 2018 러시아월드컵까지 9회 연속 본선에 진출했지만 아직도 철저히 ‘변방’에
속한다. 다른 스포츠종목들은 어떤가.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스포츠강국이다. 1988 서울올림픽
4위의 기적을 쓰더니 2020 도쿄올림픽만 제외하면 2016 리우올림픽까지 종합 순위 ‘상위 10위’ 수준을
유지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7위를 달성해 동계스포츠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결과에도
왜 대한민국 스포츠는 끊임없는 위기론이 나올까. 도대체 스포츠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어느 누구도
한마디로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나라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스포츠가 성장한 배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스포츠문화가 제대로 정착된 나라가 스포츠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포츠문화를 성숙하게 하는데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경기력부터 스포츠저변, 스포츠시설 인프라,
스포츠시스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보다 스포츠생태계를 선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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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스포츠가 마주하고 있는 불편한 현실
1. 뿌리가 다른 스포츠선진국선수와 한국선수
일본의 공무원 출신 아마추어 마라토너 가와우치 유키는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18 보스턴마라톤에서
우승했다. 스포츠선진국에서 가와우치 유키의 사례는 특별하거나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여자 빙상(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우승한 고다이라 나오는 고향인 나가노에서 어릴 적부터 눈과
얼음에서 놀았고, 공부와 빙상을 병행했다. 그녀의 꿈은 교사였으며, 지금은 병원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컬링에서 동메달을 딴 후지사와 사츠키는 어떤가. 홋카이도 태생의 보험판매원이다. 추운 홋카이도에
태어나 어릴 적부터 컬링을 취미로 해서, 고교 졸업 이후 보험사에 취직하고 시간 날 때 컬링을 한다.
그게 전부다. 스포츠선진국에서는 프로스포츠선수가 아닌 이상, 국가대표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처럼
운동만 할 수는 없다. 미국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대부분의 사회지도층과 지식인이
최소 고교까지는 운동선수 출신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우리는 ‘국위선양’이라는 대의때문에 대표선수들을
‘국가공무원’화시켜 돌봐준다. 우리나라 실업팀 아마추어선수 90%는 공공기관 소속이다.
표 1. 전미 고교 체육연맹 주요 종목별 현황
(단위: 명, 위)
전미 고교
체육연맹 종목

남

미식 축구(11인)

1,057,407

1

1,992

-

1,059,399

농구

550,305

3

430,368

3

980,673

야구

491,790

4

1,145

39

492,935

축구

450,234

5

388,339

4

838,573

조정

2,745

26

2,434

32

5,179

스키(알파인)

5,451

20

4,605

30

10,056

크로스 컨트리

266,271

6

226,039

6

492,310

테니스

158,171

8

187,519

7

345,690

수영&다이빙

138,364

10

170,797

8

309,161

골프

141,466

9

75,605

11

217,071

564

41

473

46

1,037

사격(Air Riflery)

저변
랭킹

여

저변
랭킹

합계

출처: 미국고교체육연맹(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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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프로스포츠
2021~2022 시즌 한국여자프로농구(WKBL)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선수는 박혜진(31 · 우리은행)이며,
연봉 2억 5,000만 원과 수당 1억 8,000만 원을 합쳐 총 4억 3,000만 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미국여자프로
농구(WNBA)의 최고 연봉은 얼마일까? 정답은 22만 1,450달러(한화 약 2억 5,600만 원)이다. 다이애나
터라시(39 · 피닉스), 디와나 보너(34 · 코네티컷), 리즈 캠베이지(30 · 라스베이거스), 엘레나 델레 도네(32 ·
워싱턴) 등 4명이 2021 시즌 최고 연봉을 받았다. 한국 여자농구대표팀이 미국과 맞대결을 벌인 건 11년 전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였고 44-106으로 패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 때도 60-104로 졌다. 세계 최고인
미국여자프로농구 리그보다 한국여자프로농구 리그의 연봉이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프로스포츠는
구단이 버는 만큼 연봉을 주는 시스템인데 국내는 이러한 시장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축구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 지속가능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 줄어들고 있는 엘리트스포츠선수
우리나라 스포츠종목 관련 제일 특이한 현상은 국제대회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종목의 선수가
늘어나기는커녕 소수 정예만 남아 더 초라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스포츠생태계가 고사(枯死) 직전이다.
각 대학에서 왜 운동부가 없어지고 있나. 올림픽 메달을 따도 학교에 도움이 안 되니 해체되고 있는 것
아닌가. 2019년 대한체육회 산하 각 연맹에 정식등록된 초, 중, 고, 대학 및 시 · 도청 선수의 수는
13만여 명이다. 이 중에서 1만 명 이상 선수로 등록된 종목은 축구, 야구, 태권도이다. 주목할 점은 인기
구기종목인 여자배구와 여자농구의 경우, 고교 수준에서 등록선수가 각각 18개 학교에서 185명, 20개
학교에서 153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학년당 선수가 전국에 50~60명 규모이다. 프로스포츠
리그가 있는 여자배구와 여자농구의 현실이 이러할진대, 향후 한국 엘리트스포츠의 미래를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반면에 일본의 경우 고교 야구선수만 16만 5천 명, 미국은 여자고교 배구선수만 44만 명이다.

4. 학교스포츠클럽의 현재
그렇다면 정부 주도의 학교스포츠클럽은 어떠한가. 대한민국 스포츠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시작한 학교
스포츠클럽은 2008년 출범했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참여하는 학생과 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소수의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국제대회에 보내 성과를 거두던 엘리트운동부 중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학교스포츠클럽이 스포츠 인재 발굴의 근원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있다. 우선 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학생이 기대만큼 충분하지 않다. 다음
<표 2>는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학생 현황인데, 전체 학생에 비해 매우 적은 학생이
참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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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울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참가 학생 현황
(단위: 명, 개, %)
2018년
학교급

전체 학교

2019년

전체 학생

참가 팀

참가 학생

참가학생
비율

참가 팀

참가 학생

초등

603

424,600

485

8,079

1.9

431

7,379

중등

385

216,330

1,097

18,362

8.5

1,114

18,607

고등

283

263,952

759

12,442

5.0

724

12,904

합계

1,271

904,882

2,341

39,883

4.4

2,269

38,890

출처: 2019 학급 학교 통계현황, 서울시교육청

이 통계는 전국에서 스포츠클럽 리그가 가장 활성화되었다고 평가받는 서울시의 사례인데, 서울시는
초기에 토너먼트 방식으로 해 오던 대회를 2011년 중학교 136개 팀 리그를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운영
방식도 리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012년부터는 초 · 중 · 고교로 확대하여 2015년까지 참가 팀이 2,368개
팀으로 계속 늘었으나, 그 후 2019년까지 4년간 참가 팀이 정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교내에서만 활동(걷기, 개인 줄넘기 등)을 하는 학생들도 있으나, 일본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중학생의 70.8%, 고등학생의 37.4%가 운동부에 참여하고 있고 이들이 중학교 전국체육대회,
지역별 대회와 같은 경기에 출전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는 저조하다.

5. 체육특기자 제도의 양면성
원래 체육특기자 제도는 1972년 10월 체육진흥계획의 일환으로 <학교체육 강화 방안>이 공포되고,
동년(同年) 11월에 제정된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었는데, 학업성적과 상관없이 일정한 경기실적을
보유하면 상급학교 진학 허용과 등록금 · 수업료 감면 등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다. 이후 체육특기자 제도 덕분에 우리나라는
엘리트스포츠에서 빠른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스포츠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실적에 따라 상급학교에 진학이 가능한 관계로 운동에만 ‘올인’하는
구조를 낳았고, 참여자 수가 적정 수준에 못 미치는 소수 정예의 구조를 만들었다. 국내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농구선수가 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할 확률은 1.3:1, 대학졸업생이 프로농구 드래프트에서 뽑힐
확률은 2.3:1이다.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선수 3명 중 1명이 프로선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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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엘리트스포츠선수 은퇴 이후 삶
<그림 1> 은퇴선수 실태 현황
2017년 은퇴선수 실태 현황 (단위: %)

최근 10년간 은퇴선수 현황 (단위: 명)
2008~2012년

스포츠
관련
22.7

무직
35.4

5만 4,437

2013년
사무 4.8

2014년

6만 4,209
7만 4,856

판매 1.3
서비스 0.8
기타
34.0

군인 2.0

2015년
2016년
2017년

8만 5,729
9만 5,793
10만 4,755

출처: 대한체육회(2018). 2017 은퇴선수 생활실태조사 및 진로지원 사업개발

운동을 전문적으로 한 엘리트스포츠선수. 은퇴 이후 삶은 어떤가. 2017년 기준 은퇴선수 10명 중 4명이
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에 성공한 은퇴선수의 경우에도 60% 가량이 비정규직이었으며
38%는 월수입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몇 해 전부터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취업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대다수 은퇴선수는 있는지조차 인식을 못 하는 게 현실이다.

대한체육회의 <2017 은퇴선수 생활실태조사 및 진로지원 사업개발> 자료를 보면, 40세 미만의 은퇴선수
1,7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의 71%가 대학교 졸업 이후 바로 은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업팀 등으로 진출하지 못한 결과 때문이다. 결국 은퇴한 선수들은 활동기간 10년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60.7%에 이르고 있었다. 물론 국가나 사회가 모든 걸 책임져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먹고사니즘’도 해결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시스템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정부와 스포츠계는 꾸준히 노력을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다. 스포츠선진국이란 결국 스포츠저변이 넓어져 그 자체로 선순환
스포츠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과거의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으로는 미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가장 여건이 좋다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2014년 이후 학교운동부 200여 개가 해체되었다. 학교운동부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던 학교스포츠클럽도 답보상태다. 어떻게 하면 경기력도 유지하고 스포츠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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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스포츠기본법」의 조속한 정착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1964 도쿄올림픽 등을 앞두고 제정된
법안으로 일본의 「스포츠진흥법」이 모태가 됐다. 제정 당시 우리나라 경제 및 스포츠 상황을 제대로 반영
하지 못하는 등의 평가를 받아왔다. 또 입법목적인 생활체육이나 사회체육의 활성화보다는 국가주도형의
엘리트체육 육성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운용되어 왔다. 2011년 제정된 일본의 「스포츠기본법」이 스포츠와
관련된 법들을 총괄하는 우월적 지위의 모법(母法) 형태로 작동하듯이,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8월
제정된 「스포츠기본법」의 조속한 정착은 스포츠정책의 일관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우리나라 스포츠가 한 단계 성장을 위해서는 스포츠가 인간답게 살 권리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둘째는 교육부 산하에 학교체육국 또는 최소 학교체육과 정도는 신설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1장관,
1차관, 3실, 4국, 10관, 49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체육은 ‘무존재’이다. 하나의 과(課)도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국가와 스포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국(局), 최소한 1개의 과(課)는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2015년 문부과학성 산하에 스포츠청(廳)을 외청으로 신설하였다. 물론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스포츠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일본은 문부과학성으로 일원화되어
있었기에 스포츠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체육
관광부가 스포츠를 전담하고 교육부가 학교체육을 맡고 있는 이원화된 구조이다. 이원화된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포츠거버넌스이다.
셋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원은 스포츠저변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포츠 기반 조성에 투자되어야
한다. 스포츠는 유희와 경쟁성을 내재하고 신체활동을 동반한 조직적 활동이다. 아침마다 동네를 뛰는 것은
운동이지 스포츠는 아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를 위해 유의미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스포츠문화도 만들어진다. 스포츠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지도자, 시설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은 이러한 토대, 즉 스포츠
기반 조성을 위해 투입되어야 한다.
넷째는 스포츠에도 최소한의 시장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 스스로 자립이 어려운 종목은 경기장 건설도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규모, 국토,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모든 종목을 발전시킬 수는
없다. 그 기준은 참여하는 선수 및 동호인 수가 되어야한다. 저변이 있어야 최소한의 생태계가 작동된다.
축구와 배드민턴의 경우 저변이 넓기에 괜찮은 지도자 자리가 많다. 대한체육회도 종목평가에 있어 저변이
넓은 종목에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공공(公共)이 모두를 먹여 살릴 수는 없다.
다섯째는 체육특기자 제도의 개선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운동만으로 자아성취가 가능한 시스템은
한계에 왔다. 체육특기자 제도가 학교운동부를 기피하게 만드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 고교선수
수가 남 · 여 합쳐서 1,000여 명이 안 되는 종목이 거의 대부분이다. 몇 명 안 되는 선수와 종목을 위해서
제도가 악용될 수도 있다. 체육특기자 제도의 근본취지는 운동을 잘하면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도움이 아니라 전부인 상황이고, 운동만 해야 유리한 구조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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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처럼 일반학생의 신체활동을 입시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간다면 청소년들의 스포츠
종목 참가는 선진국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선진국 청소년 스포츠활동이 활성화된 이유는 결국
진학과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기는 결국 스포츠생태계 부재의 결과이다. 스포츠생태계는 저변과 관련이 있다.
이제 스포츠정책도 스포츠생태계 복원과 생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스포츠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편하지만 이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피해갈 수 없다.

“이번 호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과학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상담 채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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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테마

“체육인들의 생활안정 등 체육인의 복지를 위한 체육인 복지법”
제2탄: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관련 제5조, 제6조
제복지법
정
체육인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체육인의 근로실태와 생활
정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AD MORE

스포츠클럽법 확인하기

체육인 복지법 확인하기

READ MORE

▷ 이번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도록 의무화할
뿐 아니라, 정부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이렇듯 국가가 체육인의 현실을 파악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적합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체육인들이 보다 안정된 삶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체육발전에 더욱더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계
이모저모
스포츠계
이모저모

문화체육관광부, ‘드림투게더 서울 포럼 2021’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새로운 지구촌을 위한 스포츠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를
주제로 ‘드림투게더 서울 포럼 2021’을 개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오후 2시부터 엘타워 오르체 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 김원수 위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스포츠
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블로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AD MORE

READ MORE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공식 온라인 올림픽 쇼핑몰 개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24 파리올림픽을 1,000일 앞둔 지난 2021년 10월 28일 사상 최초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추후 개최될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공식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올림픽 쇼핑몰을 개설
했습니다. 새롭게 개설된 온라인 올림픽 쇼핑몰은 의류, 액세서리, 마스코트, 완구 등 다양한 올림픽 브랜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영국, 스위스, 미국, 멕시코, 유럽 등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는 2022년 여름까지 전 세계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AD MORE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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