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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스포츠과학기술분류체계
개선방안
황종학 /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들어가며: 스포츠산업 시장 및 환경 변화
구찌 운동화를 12달러(한화 약 1만 3천 원)가 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다면 놀랍지 않은가? 구찌는 2019년부터
증강현실용 운동화를 만들었고 루이비통은 캐릭터가 점프하고 달리며 운동하는 방식의 게임을 출시한 바 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은 스포츠산업 전 분야에 걸쳐 서로 연결되고 발전하고 있다.
<그림 1> 구찌가 메타버스1)에서 판매중인 옷과 운동화

출처 : https://www.gucci.com/kr/ko/st/stories/article/gucciTennisClash

운동장비, 스포츠 서비스, 학교체육 현장 등에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이
빠르게 접목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한 스포츠 빅데이터는 보는 재미와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준 지 이미 오래이다.
1) 메타버스(metaverse):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매일경제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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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학술연구 및 과학기술분야 분류 현황
연구분야의 분류는 크게 학술연구분야의 학술연구분야분류표와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우선 학술연구분야분류표 체계는 대분류 8개, 중분류 152개, 소분류 1,551개, 세분류 2,468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학술연구분야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인문학

23

167

298

사회과학

22

269

479

자연과학

13

135

371

공학

28

310

457

의약학

39

409

648

농수해양학

7

64

132

예술체육학

12

104

61

복합학

8

93

22

합계

152

1,551

2,468

출처 :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2018년 2월 개정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으며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과학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 중 스포츠는 인문사회과학분야 중 인간분야(HE. 문화/예술/체육)에
속한다.
표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연구분야 분류
분야

대분류

분야

대분류
HA. 역사/고고학

NA. 수학

HB. 철학/종교

NB. 물리학
자연

생명

과학
기술

인공물

NC. 화학

인간

HC. 언어

ND.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HD. 문학

LA. 생명과학

HE. 문화/예술/체육

LB. 농림수산식품

SA. 법

LC. 보건의료

SB. 정치/행정

EA. 기계

인문

SC. 경제/경영

EB. 재료

사회

SD. 사회/인류/복지/여성

EC. 화공

과학

사회

SE. 생활

ED. 전기/전자

SF. 지리/지역/관광

EE. 정보/통신

SG. 심리

EF. 에너지/ 자원

SH. 교육

EG. 원자력

SI.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EH. 환경
EI. 건설/교통

인간과학과
기술

OA. 뇌과학
OB. 인지/감성과학
OC.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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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5년 주기로 개정한다. 개정이
필요한 분류에 대한 수요 조사, 개정 타당성 평가대상 선정, 개정수요 적합성 평가, 근거/영향 모니터링,
국가 연구동향 분석 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정이 이루어진다.2)

분류체계의 중요성 및 스포츠분야 분류체계 현황
아래 <표 3>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중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세분류로 스포츠분야는 체육인문사회와
스포츠과학, 기타 문화/예술/체육으로 나뉘어 있다. 체육인문사회의 하위분류에서는 체육철학/체육사,
스포츠심리학, 스포츠사회학 등과 같이 체육과 스포츠를 혼용하고 있고, 일부는 학문적 분류로 되어 있다.
표 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중 스포츠분야 현황

HE12
체육인문사회

HE13
스포츠과학

HE99
기타 문화/예술/체육

HE1201. 체육철학/체육사
HE1202. 스포츠심리학
HE1203. 스포츠사회학
HE1204. 스포츠경영학
HE1205. 스포츠산업
HE1206. 특수/장애인체육
HE1207. 여가/레크레이션
HE1208. 체육교육
HE12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체육인문사회
HE1301. 운동생리학/운동처방
HE1302. 운동영양학/운동생화학
HE1303. 운동역학
HE1304. 스포츠의학
HE1305. 스포츠측정/분석
HE1306. 스포츠환경/시설
HE1307. 스포츠종목 경기력향상
HE13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스포츠과학
HE9999. 달리 분류되지 않는 문화/예술/체육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장의 수요와 기술의 발전, 인식의 변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과연 <표 3>에서 제시된 스포츠분야의
분류체계를 가지고 정부는 스포츠 R&D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겠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연적인
스포츠와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현행 분류체계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인가? 이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전문기관으로 하여
전년 대비 123.7%나 늘어난 170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사업, 장애인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스포츠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스포츠 창업·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개발사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지원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2) 이상남 외(2020). 2020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선 및 활용기반 구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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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기술분류체계이다. 왜냐하면 스포츠 R&D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포츠분야에 필요한 기술발굴
및 전략, 발전 가능성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포츠과학기술분류체계의 출발
필자가 스포츠과학기술분류체계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CT)분류체계를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편입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였다.
필자는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스포츠과학기술분류체계에 대한 스포츠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스포츠과학기술분류체계를 제시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문화기술을 대분류로 하고 스포츠를 그
하위의 중분류로 둔 것이었다. 스포츠는 미디어에서 ‘스포츠뉴스’를 따로 편성할 정도로 문화기술분야 보다
큰 영역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때의 분위기는 문화기술이 중심이었고 스포츠는
과학기술분류체계의 필요성이 덜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단 스포츠를 중분류에라도 편입하는 것을
시발점으로 하고 나중에 대분류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지만 스포츠를 문화기술의
중분류가 아닌 별도의 대분류로 하는 방안이 수용되었다면 스포츠산업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4차 산업혁명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과학기술분류체계
2007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필자는 스포츠가 새로운 융·복합이 필요한 기술분야라는 데 공감하고
스포츠과학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를 스포츠로 하여 6개의 중분류와 중분류 당 6개 이상의 소분류까지 조사
및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중분류까지만 소개한다(그림 2).
<그림 2> 스포츠과학기술분류체계 제시(안) [2007]
중분류 1

스포츠(과학) 기반 기술: 스포츠과학이 주가 되면서 인접
학문 분야가 보조하는 기술

중분류 2

스포츠 능력 향상 지원·구현 기술: 스포츠과학 인접 학문이
스포츠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현장 적용 및 창출을
유도하는 기술

중분류 3

스포츠 활동 안전 지원·구현 기술: 스포츠 활동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중분류 4

스포츠 활동 기록/측정/분석 지원·구현 기술: 스포츠 활동의
기록/측정/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

중분류 5

스포츠 환경·시설 구축 기술: 스포츠 활동이 늘어나는
환경·시설의 안전성,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중분류 6

스포츠 콘텐츠·서비스 기술: 스포츠 활동을 조직화하고
관련 콘텐츠·서비스를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기술



2021년 5월 27일





시대의 변화와 함께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의 새로운 축인 스포츠도 이제 대분류로 높여야 하며,
분류체계도 학문중심에서 기술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이는 스포츠 R&D를 통해 스포츠산업 발전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3> 스포츠과학기술분류체계를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
스포츠과학
융·복합기술

스포츠과학
기술분류체계

과학기술
분류별
발전 전략(안)

스포츠 R&D

스포츠산업 발전
선순환 구조 조성

이를 위해 현재의 스포츠분야 분류체계에 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며 필자는 시대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스포츠과학기술분류체계로 4차 산업혁명 등을 접목한 기술중심의 SIT(Sports Industry Technology 또는
Sports Information Technology)를 제안한다. 정부와 민간, 학계 등 스포츠산업 관련자들이 함께 모여 SIT와
관련된 사전 연구를 진행하고 새로운 스포츠과학기술분류체계 개정 및 적용에 전략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

나가며
2016년 6월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의장이었던 클라우스 슈밥이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이슈화된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정의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발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거
경험해 보지 못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과 기술을 접하게 되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분야에 있어 언택트 플랫폼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스포츠의 속성이나 첨단기술과의 융·복합 활용 등을 고려한다면 그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다면 관련 시장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스포츠과학기술분류체계가 우리나라 스포츠산업 발전의 촉진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스포츠윤리센터 신고·상담 채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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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로 알아보는
체육법령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지킴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15 등 신설 [2021.2.19. 시행]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6(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법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지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훈련시설의 출입문·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국민체육진흥법 확인하기

READ MORE

▷ 신설된 조항은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여 인권침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체육인의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함께 현장의 체육인들이 스스로 인권침해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서로를 보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더욱 건강한 체육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한국체육정책학회 춘계학술세미나’ 개최

스포츠계
이모저모

‘2021 한국체육정책학회 춘계학술세미나’가 “한국 스포츠 현안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5월 28일 10시부터
개최됩니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포츠인권과
자격제도’,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스포츠 환경’ 등 다양한 현안 관련 발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체육정책학회 누리집(https://ks-sp.or.kr/)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AD MORE

한국스포츠산업협회, ‘제137회 스포츠 비즈니스 네트워크’ 개최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주관하고 한국스포츠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제137회 스포츠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뉴노멀시대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와 스포츠토토 대상경기 확대의 당위성”을 주제로 5월 28일 오전 7시
호텔 프리마에서 개최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성택 기금조성총괄본부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발제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누리집(http://www.kasipo.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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