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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학습을 통한 Fair Play 인권교육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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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철(제주국제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스포츠와 그 가치의 발전과 변화에 따른 스포츠 학습을 통한 페어플레이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하
여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UN과 FIFA와 같은 기관과 단체들은 스포츠 현장과 세계분쟁지역들에서의
폭력과 비인권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를 통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
고 적극 보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피고, 효과적인 인권과 페어플레이에 대한 학습 사례를 들어 설명했고, 학
교 체육에 의존되어 있는 한국의 엘리트 스포츠 육성 프로그램들로 인한 체육 교과 수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페
어플레이 정신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었다. 일반적인 스포츠 학습 효
과를 통한 페어플레이 교육을 위해서 스포츠 관련 단체들의 인식 공유와 역할이 필요하다. 인권과 페어플레이 교
육 성과와 필요를 독일의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한국 학교와 스포츠 단체, 기구에서 페어플레이를 위한 학습 프
로그램 개선 방향성을 모색했다.
주요어 : 인권교육, 길거리 축구, 메글링겐 협약, 페어플레이

Ⅰ. 서론
2011년 10월 17일 BBC(2012)는, 영국 2012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유엔에 2012년 런던 올림픽 경기기간
중 모든 종류의 휴전을 요청했음을 보도했다. 사실 올
림픽 경기 중에 모든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로운 올림
픽 경기가 될 수 있도록 했던 전통은 고대 올림픽경
기에서 찾을 수 있다.
올림픽 정신은 곧 평화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지난 2003년 2월 24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코
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올림픽 경기 중 전쟁 휴전
선언에 서명했고, IOC 또한 2004년 8월 올림픽 경기
중 휴전 협정에 서명했다(www.un.org/sport2005). 이
러한 노력들은 스포츠가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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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 세
계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과 분쟁 그리고
갈등들이 산재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러한 국제적인 현실과 함께 스포츠 현장에 까지도 개
인과 사회에서의 비인권적인 사례들이 비일 비재하다.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꾸준히 진화하며 중요한 가
치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포츠는 전
통적 형태에서 사회의 발전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세분화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선 오히
려 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리드하는 새로운 트렌드로
서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향을 리드하고 있는
선진 산업사회에서 스포츠의 가치 변화는 매우 빠르
고 현저하여 세계적인 보편적 가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산업 발전과 함께 스포

152

스포츠 학습을 통한 Fair Play 인권교육에 대한 소고

츠의 다양한 가치가 조명되어 중요한 사회 문화 현상
으로 발전했다. 우리사회의 다양한 가치는 오랜 전통
사회의 특성으로 인한 보수주의적 경향성간에 강력한
저항과 수용의 혼재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당연히 스
포츠 현장에서도 이러한 전통사회가 갖고 있는 특성
안에서 스포츠현상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세대, 계층, 직업, 지역 간 갈등으로 표출되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특히 위계질서를 중
시해온 전통사회의 특징과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
린 군사문화 잔재들은 승리 제일주의, 집단적 우월주
의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절대
부족하게 나타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폐
쇄적이고 경직된 사회 분위기에서 암묵적 승인 하에
집단 내에서 폭력, 왕따와 같은 비인권적인 행위들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당연하고 절대 필요한
교육의 수단으로 여전히 용인되는 경향이다. 그 어느
때보다 스포츠교육을 통한 인권교육이 필요한 시기이
다. 페어플레이는 가르쳐 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
해 배워지는 것이기에 학교에서 스포츠를 통한 페어
플레이와 인권에 대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
서 소개하고 있는 스포츠 교육현장에서의 학습목표
10개항은 독일 스포츠 협회에서 제정한 스포츠 내용
들이다.

Ⅱ. 스포츠, 인권을 위한 배경과 역할,
가치 이해, 스포츠 활동목적에 따
른 분류
1.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발전과 인간권리의 사회
적 특징과 기능
Hans Lenk(1989)는 "스포츠는 사회의 문화 현상중
하나"라고 했다. 스포츠의 특성은 시대에 맞추어 변화
하며 사회의 전 영역에 긍정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가치 부여가 동반 되어져
야 한다. 21세기의 최대 관심은 복지(well-fare)이다.

개인과 사회가 전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 즉, wellbeing을 추구 하고 있는데 그것을 충족시키는 절대
조건은 건강이 보장될 때에 가능한 개념이다.
우리나라도 향후 20년 이내에 초 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절대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대표적 병리현
상은 인간소외 현상일 것이다. 사회 모든 분야의 중
심에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차 사회의 변방으로
몰리게 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들의 역할이 축소되
어 지면서 사회 불균형 상태가 나타나게 된다. 여전
히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정체성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도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일은
중요한 것이다. 이렇듯 시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관련된 시장의 형성과
관련업종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포츠 또한 하
나의 산업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세대 간의 소통과
소외를 극복하게 하여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통한 인
간 권리를 확보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시
키며 품위 있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
은 건강이며 건강은 스포츠 활동 즉, 신체활동을 통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스
포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살펴보
면 ①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력을 주
는 기능, ②사회 통합, ③교제기회 확대, ④건전한 여
가문화 창출, ⑤지역 경제적 활성화, ⑥지역홍보, ⑦
지역정체성 확립, ⑧인구유입, ⑨사회 간접 시설 확
충, ⑩애향심 및 애국심고취, ⑪규칙준수를 통한 자
기 보호와 인권보장, ⑫다양한 형태의 범죄 예방 효
과 등이 있다.
위에 열거한 대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며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을 하게 하
는 학습이 장이 될 수 있다. 놀이 또는 스포츠 활동
을 통하여 청소년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발전과
사회화를 형성시켜 간다. 또한 단순히 스포츠 활동만
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로 하여
금 인권을 고려할 수 있는 도덕적 인성을 발전시키
는 것은 아니다. 확실하게 적절한 대처를 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스포츠 능력과 페어플레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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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력, 운동지도력이 탁월한 지도자로부터 훈련을
받게 되면 스포츠가 갖고 있는 긍정적 개념들인 개
인의 성취감을 맛보게 하며 긍정적인 사회 적응과
건강한 사회인, 페어플레이 정신을 통하여 사회성 형
성에 기여하게 된다. 스포츠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는
가에 따라 스포츠의 긍정적 목표 도달하는 것이 아
니라 꾸준한 활동을 통하여 긍정적이고 건강한 사회
인이 되는데 기여케 되는 것이다. 정확하고 올바른
스포츠 활동은 성공과 실패의 감정을 조절하고 심화
된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회성을 발전
시키게 되는 것이다. 스포츠 규칙을 준수하는 습관은
일상에서와 경기장에서 신뢰할 수 있게 하고 자아
정체성 형성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통합에도 역할
을 한다. 규칙을 중시하는 스포츠 활동은 건강한 사
회 구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평화로운 삶을 위한
기본적 태도를 강하게 형성시킨다.
2. 현대사회의 스포츠 활동 목적에 따른 4가지
유형 구분
Rittner(1987)에 따르면, 첫째, 경기 자체를 위한 스
포츠 예컨대 올림픽 경기와 같은 Mega-sports event
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이미지 개선을 견인,
둘째, 스포츠관련 엔터테인먼트 활성화, 셋째, 여가 스
포츠로서 흥미 또는 여가활동을 위한 스포츠 활동으
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소비활동을 촉진시켜 다양한
스포츠 산업을 견인한다. 넷째, 개인의 취향과 목표에
맞는 스포츠 활동을 하며 자기만족을 성취시킨다. 또
한 이를 추구함은 개인의 권리이다.
1) 현대사회의 사회적 가치 변화의 예
Digel(2000)은 물질중심주의적 가치 사회와 물질중
심주의적 가치 중시 이후 사회의 특징을 분류했는데
물질 중심주의적 가치 이후 사회에서는 인권이 강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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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현대사회의 물질 중심주의적 가치 전후 비교
물질 중심주의적 가치
물질 중심주의 가치 이후
전통적 교육사상, 근면,
민주적이고 평등주의적 경향
군기-단체정신, 복종
파트너의식, 역할에 따른
성별에 따른 역할 구분 확실
순위조정
남녀평등, 단체보단 개인별
복종, 단체정신강조, 신의, 능력위주, 창조적, 자기실현,
서열 중시 등의 체재순응
자아표현-매니아집단 형성,
자기 판단에 따른 결정
표준화
개별화 경향
수량중시, 애국주의,
참여자 욕구 중시, 량보다 질
생산극대화구조
증시, 개인주의
경기력, 케리어, 힘, 열정,
통계적 순위, 승진 또는
삶의 질 중시
보수에 대한 집착, 그에 따른
소비경향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일
개인적인 관심을 우선
또는 직장 우선
개인의 여가분야에 대한 관심
직장분위기 강조
증대
경제적 사회적 신분에 대한 위험부담 감수(자신의 결정에
집착
대한)
감성적 욕구 충족, 인생을
욕구발산, 최대한 억제
즐김(Carpediem)
인생을
고행감수
즐김(Hedonismus-쾌락주의)
세속적 마인드
개방적인 종교관
인간은 세상/자연, 과학을
인문주의, 인간과 자연이
지배해야한다는 진보주의적
화합해야한다
경향
의무감, 복종심(온순하고
분화, 정치와 평형
의무 이행을 당연시 하는
(영향을 받지 않음)
성품 강조), 역할의
인수인계인정
국가 및 민족주의에 회의적
학문적인 이론체계, 신앙
반응
신사조(new-age, ailian등)에
기독교적 윤리
대한 윤리 중시

2) 인권의 정의
모든 인간이 인종,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
이 인간답게 존중받을 권리, 즉 '인간이 인간답게 생
존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의미한다.
인권의 개념과 범주는 인권운동과 더불어 계속 변
화·발전해 왔다. 인간이 출생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
나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근
대 이후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역사적·사회적 조건에 따라 많은 논쟁을 거쳐 왔다.
세계대전과 파시즘은 인류사에 되돌릴 수 없는 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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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비극의 결과를 낳았으나, 이것을 계기로 인권의
보편적 존중과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발시키
기도 했다. 1945년 설치된 유엔은 인권 및 기본적 자
유의 보편적인 존중이 국제적 과제임을 명확히 하고
인권을 정의하고 성문화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했다.
이런 노력의 첫 결실이 바로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세계 인권 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인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인권 기준“을 확립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
고 독재사회, 전쟁국가, 후진국 및 개발 도상 국가들
에서 국가 권력 등에 의해서 공공연하게 인권이 무
시되고 억압되고 있는 현실이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들은 가장 보호되고 지켜져야 할
스포츠 현장에서의 인권이 유린되는 사례들에 대해
서이다.
3) 폭력의 사전적 의미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으로
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을 이르기도 한다. 광범위한
의미가 있으나 여기서는 스포츠 관련 폭력에 대하
여 다루고자 한다. 그림 1과 그림 2에서와 같이 스
포츠 경기에서의 반칙행위, 관중 모독행위, 경기
중 발생되는 사고 등 종목의 특성상 부분적으로
용인되는 스포츠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스포츠 현
장에서의 폭력들은 대부분 Unfair한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그림 1. 스포츠경기 중 폭력

그림 2. 축구 경기장에서의 폭력의 예

4) Fair-paly와 스포츠
독일 학교에서 흔하게 인용되는 공정함(Fair)에 대
한 간단명료한 언어적 표현, "Fair는 Unfair것을 제외
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Unfair란 함께 놀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인 재미를 망치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공통된 목표는 놀이와 놀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것 들이다(Uli Jäger,2007).
Fair하지 못한 모든 형태의 Unfair한 것들은 또 다
른 형태의 폭력이고 비인권적인 수단일 것이다. 빈센
트 반 고흐는 'Fair'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햇빛을 쏘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 표현했다(Güther Guge,2007).
1978년 UNESCO 보고에 따르면(Internationale Charta
für Leibeserziebung und Sport der UNESCO, 1978), "스
포츠는 유엔의 지난 세기 목표를 잘 감당하고 견고하게
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정의하고, 2005년에는 인
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천년 추구해야 할 전
진 목표로 다음 8가지를 행동 목표로 채택했다.
유엔이 선언한 새로운 천년을 위한 발전 목표는 극
단적인 빈곤과 배고픔의 해결, 모든 어린이들에게 기
본교육실행, 여성들의 영향력 확대와 평등, 어린이 사
망률을 낮춤, 모성 건강개선, 에이즈 및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들과의 투쟁,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 발
전을 위한 세계적 협조 시스템이다.

정구철

이에 따라 모든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서도 위에 제시한 8개항의 행동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포츠는
이미 인류의 건강한 삶과 평등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UN은 스포츠의 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
고 있다(www.un.org/sport2005: The UN Inter-Agency
Task Force report “Towards achieving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첫째, 스포츠 및 체육교육은 개인,
지역사회, 국가 및 글로벌 수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 스포츠는 개인의 스포츠 수행능력과 건강은
물론 자아인식을 향상시킨다. 셋째, 국가의 스포츠 및
체육교육은 경제 및 사회 성장에 기여하고 공중 보건
향상 등 다양한 공동체를 함께 할 수 있게 한다. 넷째,
세계적으로 스포츠 및 체육교육은 공중 보건, 평화와
환경발전을 위해 꾸준하게 이용된다. 다섯째, 스포츠
및 체육 교육 참여를 통하여 성별, 장애여부, 인종, 또
는 사회 문화 또는 종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극복하고 범죄예방 등에 기여한다. 여섯째, 스포츠 및
체육교육은 공평한 경험, 자유, 당당함을 표현하게 한
다. 일곱째, 스포츠 활동에 있어 자신의 신체를 통한
경험은 자유와 절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여성
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분쟁지역 주민들, 나쁜 기억들
에서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작용한다.
5) 메글링겐 협약(2003년 2월 18일 스위스 Magglingen
에서 “스포츠와 인류 발전에 대한 신념을 상징”하
는 내용으로 제정됨)
UN은 이미 스포츠는 인류 평화와 공정사회를 위한
훌륭한 수단임을 인식하여 2003년에는 스포츠와 인류
발전에 대한 신념을 상징하는 의미로 메글링겐 협약을
제정한다. 스포츠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는
스포츠가 인간 권리와 인간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기
술을 익히기 위한 이상적인 배움의 수단이라고 믿는
다.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적은 비용으로 발
전시키고 자기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 스포츠와 신체
적 활동은 필수적이다. 체육 및 운동 교과를 학교 교
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청소년들이 더 좋은 성취를
이루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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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레크리에이션은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분쟁, 위기 사회적 압력 등의 상황에 있는 사람
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
역사회에서 스포츠를 통한 교제는 연령, 성별 그리고
인종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들을 한데 모아 사회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이상적 장소이다.
스포츠는 인종, 종교, 성별, 장애, 사회적 배경 등 사회
의 잠재적인 장애물 극복에도 유익하다. 스포츠는 마
약류 및 부정약물, 의도된 부적절한 행동없이 모든 사
람들에게 상호 공정하게 수행되었을 때 가치가 있다.
스포츠 관련 물품을 만드는 산업들은 여러 가지 윤리
적 활동들을 수행함으로써 그들이 생산하는 물품들에
긍정적 가치를 더하고,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
전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스포츠계와 미디어, 국가
및 지역사회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들의 동반자
관계(협력)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에
있어 스포츠의 공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스포츠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국가 및 국제
개발업무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
가치는 증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당하고 가
치 있는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정부, 국제(국가 간) 기
구, 스포츠협회, NGO, 스포츠 산업 회사들, 미디어, 회
사의 발전과 사회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
한 메글링겐 협약은 스포츠를 통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첫 단계이다. 메글링겐 협
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단계로서 2005년 12월 6일
스위스 Magglingen에서 IYSPE(International Year of
Sport and Physical Education)주관으로 제 2회 올해의
스포츠 및 체육 교육 국제 컨퍼런스에서 다음 내용들
을 합의 했다(www.un.or/sport2005/The Magglingen
Call to Action 2005/International Year of Sport and
Physical Education).
(1) 스포츠 조직
그들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통합과 지속 가능
한 개발 원칙을 구현한다.
(2) 선수
롤 모델로서의 역할과 그들의 영향력과 경험을 개
발 및 평화를 위해 사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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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엔 시스템과 다자간 조직
대표적 역할을 수행 하는 정책 대화 전략 및 글로
벌 수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배우와 유사한 수준의
협력자들 간에 네트워크 강화와 이해를 높이고 협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프로젝트 와 프로그램 평가를 수
행한다.
(4) 연구 기관
개발 협력 정책 및 프로그램을 통합한 스포츠 구
현,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평가를 한다. 또한 설명서,
분석과 실험의 적합성 검사 등 공동 연구 의제 개발
과 모니터링 및 평가 방법 및 도구를 개발한다.
(5) 정부의 모든 분야
‘sport for all’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발전 방안이 포함된 이상적인 스포츠 정책과 조정 및
구현, 모든 이해 관계자 참여 강화, 스포츠와 학교 교
육 시스템 개선, 체육교육에 투자 그리고 통합스포츠
시행, 신체활동, 공중 보건 및 기타 관련 정책을 재생
한다.
(6) 무장 세력/분쟁지역 및 테러집단
우정을 홍보하고 평화와 화해 및 안보 교육을 위해
스포츠를 이용 한다.
(7) 지속가능 개발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
과 지식적용,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게 하
는 스포츠 잠재력을 보여 주는 프로젝트를 실현한다.
(8) 민간부문 및 스포츠 산업
비즈니스 운영 및 공급 체인에 사회적, 환경적 영
향위한 적극적 역할 지원 및 스포츠 기반 개발 활성
화에 역할을 한다.
(9) 미디어
편집 전략의 적용, 스포츠의 사회적, 정치적 측면
의 범위를 보장 전략을 채택, 스포츠 전문 언론인, 그
리고 개발 및 평화에 대한 스포츠 역할 가능성 인식
증대.
이 모임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나
라와 국민들은 스포츠를 애호한다. 이것의 가치는 건
강한 신체, 페어플레이 팀워크, 최선을 추구함에 있다.
스포츠 활동은 보편적 가치로서, 가난과 전쟁에 의해
망가진 사람들을 재건하는 강력한 힘을 갖게 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 IYSP(The International Year of

Sport and Physical Education)는 정부, 정부기구, 지
역사회 단체에 인권, 개발 과 평화를 위해 스포츠 이
용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Ⅲ. 현대사회의 특수계층 에 대한 분류
표 2. 현대사회의 특수계층에 대한 분류
사회적 특수 계층
종 류
지체장애, 심리적 장애, 신경장애,
각종 장애
정신박약, 다중장애
재소자, 마약중독자, 알콜중독자,
주변인/소외계층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가정, 외국인
거주자
심혈관계 질환자, 동맥경화 환자,
의학적 고려가
당뇨환자, 류마치스 질환자, 신장기능
필요한 집단
이상자, 의학적 요주의 관찰자.
장기이식자, 천식, 간질 등
후천적 장애
각종 사고 및 의학적 필요에 따라
발생계층
재활이 필요한 집단
노인계층, 학령전 어린이 맹아, 농아,
기타
학습지진아, 정신장애, 엘리트 스포츠
중도 탈락 계층

1. 인권을 위한 스포츠 학습목표
UN의 메글링겐 협약 이후 스포츠단체들과 국가
조직들은 fair-play와 인권교육 중요성에 공감하며 도
입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페어플레이와 인권에 관심
을 보이는 FIFA에서는 다음 10 개항을 페어플레이를
위해 강조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승리를 위해
경기에 임하라, 정정당당하고 깨끗한 경기를 해라,
항상 경기 규칙을 준수해라, 상대팀, 상대선수, 동료
지도자 심판, 관중 모두를 존경해라, 실패를 겸손하
게 받아들여라,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하고,
부정한 방법을 거절하고, 마약, 인종차별, 폭력과 축
구경기를 혐오스럽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강력하
게 거부해라, 상대를 돕고 비겁한 영향에 당당히 맞
서라, 상대를 창피하게 하거나 비겁한 수를 사용하여
축구경기 자체를 손상시키지 말라, 축구에 대한 관심
이 여전하도록 상대를 존경해라 등의 페어플레이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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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포츠 교육현장에서의 학습목표 10개항
독일 축구협회(DFB/1997)에서 강조하고 있는 스포
츠 현장 학습목표는, “승리를 즐기되 적당하게, 패배
하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며, 팀워크를 발전
시키고 상대팀에 대한 신뢰를 갖추며,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고 있고, 성공의 기본은 단계별 훈련에 있음
을 인식하며, 상대가 없으면 경기도, 승리도 의미가
없음을 인식하고, 상대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말아야
하며, 경기규칙과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상호간 예의
를 지키는 것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자신을 단련
하며,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시켜 버려야 하며, 신체
활동이 어려운 나이가 되기 전에 삶을 즐기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 등을 스포츠 학습목표 10개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목표는 스포츠 현장에서
지도자들은 교육 대상에 대한 신체적 능력과 정서적
경향에 대한 파악이 절대 필요하다. 특별히 신체적 결
함이 있거나 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외국인 또는
소외계층과 노인층, 아직 신체적 성숙이 안 된 학령
전 어린이, 시각장애와 농아인, 학습 진행 속도가 현
저히 쳐지는 부진한 사람들,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
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에 유의해
야 한다.
3. 스포츠 현장에서의 패러다임 전환
스포츠 현장에 여전히 강력하게 버티며 존재하고
있는 비현실적인 가치에서 비롯된 고정관렴을 타파하
고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시회의 보편적 가치를 수용
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즉, 낡고 잘못된 인식의 패
러다임을 버리거나 바꾸는 것. 특히 전형적인 낡은 패
러다임이라 할 수 있는 군사 주의적 체육사상이나 국
가주의적 관념인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구호와 가치
부여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위한 가치를 우선
하는 사회에서는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게 되는 것이
다. 또한 소가족 중심의 발전된 산업사회에서는 공동
체 의식이 희박하게 되고 개인주의적 성향은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나타나며 몰염치한 행태가 사소한 일로
여겨지는 도덕 불감증 현상을 동반케 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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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인권과 페어플레이 교육은 의미 있는 것이다.

Ⅳ. 스포츠 교육 현장에서 인권과
페어플레이를 위한 제안
1. 스포츠에 있어서 어떻게 Fairness가 위협을 받
고 있는가?
생활체육스포츠 현장, 엘리트선수 육성 현장, 스포
츠 취미 교실과 같은 현장에서 어떤 종류의 상이한
윤리적 문제들이 있는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스포츠
클럽과 같은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절 또는 윤리
교육은?, 실제로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이들
과 관련된 임원(코치, 감독, 트레이너, 후원회, 응원단,
스폰서측등) 관중들에게 스포츠 윤리와 관련된 의무
사항들은?, 체육교사를 포함한 스포츠 지도자들은 어
떤 책임감을 가져야 할까?, 방송매체들에서는 어떤 역
할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리드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물음은 오늘날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스포츠
현장의 비윤리적인 모든 것 들을 깊게 생각해 보게
하는 것 들이다. 인권을 존중하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학교 교육 현장의 실제를 독일의
사례를 보자.
학교에서 교사는 페어플레이 규칙을 학습시키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학습모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www.sportunterricht.de/fairplay/fairspu.html). 첫째,
페어플레이가 나에게 어떤 의미 인가? 에 대한 물음
에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페어플레이의 중요성을 종
이에 직접 쓰게 한다. 둘째, 소그룹 페어플레이 교육
은 소그룹별(최소인원 5명, 최고 10명을 넘지 않게 한
다)로 구분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페어플레이에 대하
여 토론을 하게 하게 한다. 셋째, 페어플레이 필요성
에 대하여 소그룹별로 토론을 통해 모아진 결과를 발
표하게 한다. 그리고 선택된 그룹은 학급에서 사전에
규정된 규칙에 따라 토론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상
호 이해가 충돌하는 내용들은 그 자리에서 토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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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짖는다. 넷째, 학교전체의 페어플레이 교육은
학습들에서 통일된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걸쳐 결의
된 내용들은 전체 학교를 위한 규칙으로 규정한다.
독일 올림픽 협회(DOG/2012)에서는 페어플레이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5개 실천 강령을 제정하여 보급하
고 있는데 내용은, “나는 항상 바르게 행동하고, 참을
성이 많으며, 남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고, 주어진 책임
을 다하고, 항상 공정하게 스포츠 활동을 한다” 이다.
1) 길거리 축구(http://de.fifa.com/classicfootball/history/
game/historygame2.html)
독일 축구협회는 어린이들을 위한 페어플레이 교육
을 위해 길거리 축구를 보급하고, 전국규모의 대회를
개최하여 페어플레이 정신 확산을 위한 사회운동 수
준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15M의 경기장, 전, 후반 각 7분, 전체 경기시간 14
분, 한 팀 남녀 상관없이 6명으로 구성, 경기는 4대 4
명 동수로 하고, 선수 교체 수시 가능하고 횟수제한
없음, 골-키퍼와 심판은 없고, 팀원들이 직접 심판 역
할도 수행한다. 팀 구성원들은 경기 전에 적용할 규칙
에 대한 토론과 이해한다. 경기 중에는 갈등 상황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갈등 상황 인식을 공유한다.
경기 후에는 팀들 간에 경기과정 중에 있었던 페어플
레이 점수에 대한 토론을 한다. 경기장 안 특정 장소
에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지역을 설정(주로 경기
장 중앙)하여 경기 전후에 페어플레이를 위한 논의를
반드시 가져야 하며, 손을 사용하거나 후방을 향한 패
스 금지, 볼이 경기장 밖으로 나갔을 경우엔 드로인
대신 경기장 안으로 볼을 굴린다. 골 성공 시 3점, 무
승부 1점, 패배할 경우 0점, 가산점으로 페어플레이
점수를 부여하는데 fair했을 경우 2점, 중간 수준일 경
우 1점, Unfair한 경우 0점, 득점한 골중 최소한 한골
은 여자 선수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경기 결과는 골의 수와 페어플레이 점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골수가 앞선 팀은 3점을 받고 진 팀은 1점
을 받는다. 두 팀은 각각 3점의 페어플레이 점수 합산
하여 승부를 결정짓는다. 이상은 학교에서 행해질 때
사용되는 규정이나 규정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

고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부분적인 수정이 가
능하다.
2) 길거리 축구에서 페어플레이를 위한 규칙
경기 전: 서로 인사, 손을 마주친다. 경기 중: 시간
지연 금지, 경기장내외에서 긍정적 언어사용, 경기장
구획선에 유의하고 파울을 범했을 경우 미안함을 표
현하고 도와주어야, 절대 상대 또는 자신에게라도 욕
을 하지 말 것이며, 경기 중 부상 또는 파울이 발생했
을 경우 경기는 멈추고 상대편에 볼을 넘긴다.
경기 후: 상대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하며 손을 마주
치는 등 승리 또는 경기내용을 축하하며, 경기 보조원,
관중 등에 존경의 표시를 하게 한다. 길거리 축구 보급
운동은 페어플레이를 위한 전 세계적 보편성이 있는 수
단으로서 축구 사에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데 축구만의 독특한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 충분한 시설
이 갖추어지지 않은 저 개발 국가들에서도 딱딱한 아스
팔트 길거리에서 아주 세련된 기술을 구현하며 상대에
대한 존경심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Edgar Davids선수는 길거리 축구를
통해 길러진 대표적인 세계적 선수이다(1973년 3월 13일
생 (수리남), 1991년 AFC 아약스 입단, 2010~2010.08: 크
리스탈 팰리스/잉글랜드, 2007.01~2008.05: AFC 아약스/
네덜란드, 2005~2007: 토튼햄 핫스퍼 FC/잉글랜드,
2004~2005: 인터 밀란/이탈리아).
3) 축구경기에서 페어플레이를 위한 행동 지침
11개항
Uli Jäger(2007)는 축구경기에서의 행동지침을 경기
전, 경기 중 그리고 경기 후에 할 수 있는 페어플레이
행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경기 전, 첫째, 경
기를 하면서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다치게 하면 안
된다. 둘째, 경기 전 서로 친밀하게 몇 마디를 나누어
야 한다. 셋째, 경기에서 이겼다는 사실보다는 경기
그 자체를 즐길 것을 다짐한다. 넷째, 빙 둘러서서 확
실하게 역할을 주지시킨다. 다섯째, 같은 팀인 것을
서로 인식 시키고, 상대 팀 역시 경쟁 파트너일 뿐인
사실을 인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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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에는 첫째, 규칙을 준수하고, 심판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둘째, 다른 사람이 자신을 자극 하더
라도 가만히 있어라! 셋째, 관중들의 지나치게 야유나
놀리는 외침에 귀 기울이지 말 것! 넷째, 패배에 대한
두려움, 경기가 내용이 맘에 들지 않더라도 항상 축구
는 그냥 게임 일 뿐임을 생각하라. 다섯째, 언어가 다
르고 피부색이 다르며 국가가 다를지라도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모든 사람은 똑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경기 후에는 첫째, 승리를 기뻐해 주라, 상대팀을 경
멸하지 말고 승리한 팀을 축하해주라!, 둘째, 경기 중
불상사가 있었더라도 함께 경기할 수 있었고 좋은 경
기력을 보여 준 것에 감사하라! 이상 내용들이 축구경
기에 있어 페어플레이를 위한 행동 지침 11개항 이다.
4) 축구경기장에서 소란을 유발 시킬 수 있는
Unfair한 9개요인
Hans-Albrecht Pflasterer(2000)가 강조한 비신사적
행위 9개 유형을 보면,
(1) 비아냥거림(야유)
경기 시작 전에 확연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비아냥거림은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한다. 지난번 경기
에서 있었던 부정적 기억을 지워버리지 않고 여전히
야유를 하는 행위.
(2) 격한 항의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목표로 격하게 신체를 이
용하여 강력하게 밀어 붙이며 항의하거나 또는 분노
의 눈빛으로 쏘아보는 행위도 규칙 준수와는 거리가
멀다.
(3) 소란을 피우거나 싸움걸기
경기는 여전히 팽팽하며 소란과 싸움 걸려는 행위
는 발생하고 심판 판정은 애매하고 상황을 재빨리 정
상화 시키지 못한다면 선수들 간에 신경은 점점 예민
해져 결국 소란이 빌미가 되게 된다.
(4) 무리를 형성하는 것
불필요하게 팀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다툴 태세를
조성하는 행위는 경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에 경
고 카드이다.
(5) 가운데 손가락을 세우는 행위
명백히 의도적인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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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을 세우는 추한 행위로 상대 또는 관중을 모독
하거나, 야유와 조롱으로 경기장 분위기를 썰렁하게
하여 소란의 원인이 된다면 경기 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며, 법적인 제재까지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6) 겁주고 위협하기
경기 또는 관람하기 보담 언어교정을 먼저 해야 할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언어적 위협은 경기에 대한 집
중력을 잃게 하고 충돌을 야기한다. 경기가 끝날 때
까지 기다림이 옳다.
(7) 심판 몰래하는 반칙행위는 스스로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선수나 관중 모두를 분노하게 하는 행위임에 틀림
없으나 당장에 어필하기 보다는 일단 경기에 열중하고
또 다른 행위를 잡아낼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8) 관중모독
선수가 관람석까지 쳐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관중들은 분개하며 격렬한 반응을 촉진시킬
수 있다. 손에 잡히는 것들이 경기장 안으로 던져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9) 상대를 걸어 쓰러뜨리기
상대로 하여금 매우 위험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행동으로 퇴장 명령을 받기에 타당하다. 선수 또는 관
중들은 경기 이외의 사건들로 경기가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행위를 하여 퇴장되는 선수는 그
누구로 부터도 공감을 받을 수 없다. 지신의 행위에
허망하며 상대편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며 후회의 눈
물과 자신에 대한 질책으로 괴로워하게 될 것이다.
5) 페어플레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인식해야 할
내용 10개 사항에 대하여
캐나다 올림픽위원회(1989)에서 강조한 페어플레이
를 위한 교육 내용 10개 항을 보면,
(1) 페어플레이는 상대와 상대의 주변 모든 환경들
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인간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페어플레이는 스포츠 현장 뿐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
실천되어야 한다.
(2) 페어플레이는 대인관계와 생활 속에서 접촉하
는 모든 범위에서 취하게 되는 핵심 가치이다.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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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고 영향의 지속성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해지
는 강력한 제재조치, 활동금지와 벌칙과 같은 것들은
바람직한 수단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3) 공정함에는 확실한 행동능력들을 전제로 한다.
존경심, 진정성, 자기신뢰, 남을 배려하는 능력, 실패
가능성과 성취욕과 같은 것들은 발전과 촉진을 위한
전제 조건들이다. 도덕적인 학습은 자기 자신에 스스
로 적용 하게 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공정한 태도
는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해와 함
께 배워지는 것이다.
(4) 이러한 행동들은 수업분위기에서 촉진되고 또
래 집단, 상호간의 개방의식과 서로에 대한 이해가 가
능해야 체득된다.
(5) 공정함은 승리와 패배에 대한 표현, 상호 경쟁
성을 내포한 성공원리에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 평
온감, 어울림(경기), 놀이 또는 경기 결과, 경기의 질
과 함께 더 많은 것들이 내적감정과 함께 스스로 억
제되고, 강조되고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6) 무엇을 했는가? 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을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하다.
(7) 말로 설명하기 보다는 직접 학습자들에게 실천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등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8) 도덕적인 행동은 자기정체성과 책임의식을 전
제로 나타나게 되는데, 학습에서 동반형성 이나 규정
되거나 규정되지 않은 규칙을 확실히 수용하기 위해
선 학습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9) 준비성과 행동능력, 갈등 해결을 효과적으로 체
득되게 하기 위해선 조기에 학습이 이루어 져야 한다.
갈등을 항상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갈등을 통
해서 개선과 발전, 도전의 기회를 갖게 되고 또한 페어
플레이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힘쓰게 되기 때문이다.
(10) 페어플레이 교육의 목표는 가능하면 심판을
필요치 않게 하거나 줄이는데 있다. 실제적인 심판은
없고 이제부터는 경기 또는 놀이를 하는 모두에게 심
판의 기능이 "인식" 되게 하는 것이다. 다음은 적절한
표현들이다. 모두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실천에 옮겨야할 순간이 다
가왔다. 모두에게 조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기만

하지 말고 존경해야 한다.
6) Sports는 페어플레이를 의미한다.
스포츠 지도자들은 그들이 지도하고 있는 모든 형
태의 교육생 또는 수강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들
을 주지시키고 또는 사전에 파악하여 지도의 현장에
임해야 할 것이다. 스포츠를 생활화하는 사람들은 삶
과 긴장된 일상 가운데서도 Fair를 실천하게 된다. 진
정한 스포츠맨은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진
정한 스포츠맨은 친구, 이웃, 경쟁 상대들에게도 최대
한의 예의를 실천하게 된다. 진정한 스포츠맨은 상대
를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스포
츠맨은 스포츠 활동 그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며, 자만
심에 빠져 상대를 업신여기지 않는다. 진정한 스포츠
맨은 승리에 있어서 지나친 자만에 빠지지 않고 실패
(패배)했을 때도 지나친 실의에 빠지지 않는다. 진정
한 스포츠맨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다. 진정한 스포츠맨은 이겨야 할 때와 져야할 때
를 정확히 알며 포기할 줄도 알게 된다. "스포츠는 모
든 사람들에게 희망, 흥미 그리고 가능성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한다." 독일 스포츠협회에서 강조하고 있
는 내용인데 스포츠의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7) 페어플레이 교육의 실제-독일의 예(www.
sportunterricht.de/fairplay/ehsunt.html-Rolf
Dober)
스포츠학습을 통한 인권과 페어플레이 교육의 효과
를 실험하기 위하여 4일간의 수업 일에 맞춰 약
12-14시간을 계획했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
학년까지 17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페어플레이 학습 참가 보
다 스포츠 활동을 원하는 학생들로 구성했다.
제 1일: "Fair Play"가 무엇인가 ?
목표: 페어플레이에 대한 자유토론, 페어플레이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중요한 의미를 인식시킴.
프로잭트 대상에 대한 교육: 실기 수업과 병행하며
내용: 약 20분 소요되는 "Fair geht vor" 라는 영화를
보여 줌1). 영화 내용을 실제 적용시키기 위하여 다음
2개의 학습상황을 실행한다.

정구철

(1) 스포츠 활동에서 비인간적인 또는 불공정한 상
황을 경험하게 했다.
대상자들로 하여금 불공정을 경험한 것을 쪽지에
적어 내도록 했다. 곧바로 쪽지를 걷고 새로운 쪽지를
나누어 주어 다른 학생의 불공정 사례들에 대해서 쓰
게 했디.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로 하여금 마음에 드
는 상황을 쓰게 하여 왜 그런지 소개하도록 했다.
(2) "Fair Play가 만일...“ (무언극)
제시된 주제를 가지고 소그룹별로 발표케 하고 무
언극으로 상황을 표현케 했다. 다른 그룹들은 현제의
상황을 추측하여 알아맞히게 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대상자들은 시작할 때의 딱딱한 분위기를 벗어나 활
기차게 활동을 하며 페어플레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하기 시작했다)
(3) 대상 학생들에 대한 교육, "페어플레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검색케 하고 과제: 페어
플레이에 대한 비디오 필름, 화보 또는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하게한다.
(4) 소그룹 농구경기
실험 첫째 날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소그룹 농구경
기 토너멘트를 가지고 농구경기 전체 과정을 통하여
페어플레이가 중시 되었다고 할 수 는 없었으나
a. 팀을 조직하고(서로 다른 실력을 갖고 있음에
도), 선수로 뽑힐 가능성(최종적으로 선발 가능성)
b. 규칙은(농구경기에 대한 서로 다른 경험을 감안
하여 최대한 단순하게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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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심판의 기능은 (4명의 학생이 교사의 중재를 바
탕으로 서로 간에 설명으로 심판의 기능을 대신함)
(모든 학생들은 여러 번의 심판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도 결국은 페어플레이를 준수하며 스스로의 결정
들을 따르게 되었다.)
프로젝트 제2일 차: 규칙, 규칙변경과 페어플레이
목표: 페어플레이는 규칙을 준수함에 있으나 규칙
을 변동해야 할 경우에도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
쳐 가능함을 알게 한다.
교사는 실제로 스포츠 활동 도중에 규칙을 변경해
야만 하는 상황이 있음을 설명하고 할 수 있는
"Blitzball"이라는 경기를 소개한다(플레쉬 볼이라고도
하는 미니게임(연구자 주).
플레쉬 볼게임은 강렬한 움직임의 변화를 필요로 한
다. 게임은 럭비처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에 맞는
간단한 규칙과 함께 어떤 장소에서도 놀이가 가능하다.

그림 3. Blitz Ball 게임

목표는 볼을 초록색이 표시된 뒤쪽 지경으로 상대편
을 수비를 통과하여 endzone 까지 운반하고 endzone
에 터치시킨다. 두 팀으로 나누며 선수는 3명-11명.

표 3. 프로젝트수행을 위한 개요
월
화
수
목
금

영화감상: "FAIR geht vor"

Fair Play가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Fair Play가
필요하지? 무언극

규칙, 심판과 규칙 변경
집단활동의 연속, 비디오, 화보,
그리고 Fair play - 체육관에서
인터넷
실제적 수업은 안함
집단활동-활동의 정리
공개수업일을 위한 전시 준비
프로잭트의 정리, 공개수업
결과 발표
준비
프로잭트에 대한 평가와 정리

주간 계획; 테마를 위한 대상에 대한 교육개시
첫 번째 고려; 자료 배치
농구-토너멘트
탁구
하키와 축구

1) 영화의 내용은 페어플레이에 대한 사고에 대한 것으로 엘리트스포츠의 문제점(기합, 도핑)들과 지도자와 관계 협회 임원, 부모. 스포츠의
페어플레이에 대한 전망등을 표현함) 그리고 계속하여 교실에서 다양한 페어플레이에 대한 정의가 상충되고 받아드려지는 예 등을 소개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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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① 공은 전방 즉, 상대방 진영으로만 움직여야 한
다. 몸에 맞히거나 부딪치거나 던지거나 다루어서는
안 된다
② 경기장 밖에서 공을 드로우 할 때는 던지는 위
치에서 자기 진영 방향 즉, 뒷 방향으로 드로우 해야
한다.
③ 선수가 공을 다룰 때 중간에서 차단이 가능하고
신체부분이 아닌 공을 쳐서 떨어뜨리게 해도 된다. 공
을 잡고 있는 사람은 2초 내에 다른 사람에게 연결하
거나 3보를 움직일 수 있다. 공은 후방에 있는 사람에
게만 패스가 가능하다.
④ 소란을 피우거나 불평과 상대와 충돌을 유발하
거나 공을 바닥에 내 팽개쳤을 때 게임은 중단된다.
⑤ 그 외의 몇 가지 규칙들
경기장은 장소와 선수의 수에 따라 조절할 수 있으
며 유의할 점은 Endzone은 3-5M너비로 엔드라인에
그려져야 한다. 공을 그 안에 터치다운 시키면 점수를
얻는다. 경기의 시작은 중앙선에서 시작된다. 경기 시
작 시 선수들은 각각 자기 구역에 머물러야 하는데
공을 가진 사람에게서 최소한 5M 정도는 떨어져야
한다. 시작 휘슬 시에는 상대에게 등을 보여서 상대가
공을 가진 사람을 구분키 어렵게 한다. 반칙이 이루어
진 장소에서 자유롭게 공을 패스할 수 있다. 이때도
공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5M정도 떨어져 있어야 한
다.(axster@streetfootballworld.org)
프로젝트 시행 3일차: 집단 활동의 지속Sport: 하키
와 축구 목표: 페어플레이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케 했다. 유연한 스포츠 활동 나누어진 집단들은
자신들의 실행했던 프로젝트들을 확실하게 마무리하
며 충분히 이해했음을 나타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서
로 상대 팀들에 대한 관찰 경험을 이야기 하게 했다.
프로젝트 시행 4일 차: 실험 결과 공개를 위한 준비
마무리: 프로젝트 평가 목표: 프로젝트를 통해서 직접
경험해본 것들에 대한 회고, 학생들과 학부모, 동료교
사들에 결과 보고 프로젝트에 활용되었던 기자재와
도구, 비디오, 화보, 놀이 활동 등에 대한 소개를 학생
들이 직접 할 수 있게 한다. 학생 2인1조가 되어 자신
이 맡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게했다.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설문조사 내용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놀이 중 페어플레이를 실행하며 느낀 점은?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려면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
었다 -2명, 파울을 안 하게 되었다 -4명, 상대를 함부로
하지 않게 되었다 -1명, 상대를 함부로 하지 않아서 기
분 좋고 멋진 느낌이다 -1명,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었
다 -2명, 도핑을 하면 안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1명, 자
신의 실수를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1명,
경기규칙을 지키게 되었다 -2명, 상대를 함부로 하지
않게 되었다 -1명, 페어플레이를 하게 되었다 -1명.
② 동료 학생에게 페어플레이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렇다 -12명, 못할 것 같다 -7명,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다 -1명
기본적으로 아니다 -7명, 무의식적으로 -2명, 상황
에 따라서 -11명(상대가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을 때)
③ 스포츠시간에 페어플레이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 -11명, 페어플레이를 하지 않을 때 -4명, 못
할 것 같다 -5명,
④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생각하나?
참가자 중 17명이 스포츠와 게임을 긍정적으로 파
악하고 있었고, 그 중 2명은 규칙을 변경했을 때도 그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설명할 수도 있고 페어플레이
도 할 수 있다고 했고, 5명은 내용을 동료들에게 소개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모든 참가자들이 비디오와 화
보를 통한 교육이 인상적이었음을 대답했다.
⑤ 프로젝트의 어떤 것이 맘에 안 들었나?
스포츠 활동 시간이 너무 짧았다 -7명, 페어플레이
에 대하여 발표하는 것 -5명,
발표 후반 시간대에는 지루했다 -5명(Sportpäd@gogikOnline).

Ⅴ. 논의 및 결론
유엔은 21세기 인류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수행하
기 위한 파트너로서 스포츠를 주목했고 스포츠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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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스포츠 관
련 조직, 사회단체 등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조치들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사
회의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 경기력 향상과 스포츠
의 가치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지도자 역할, 특히 초등
학교 스포츠 교육 현장에서부터 페어플레이와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다루었고, 스포
츠현장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은 인권과도 직접적인 관
계가 있기 때문에 UN과 FIFA에서 스포츠 활용 내용
과 특별히 교육현장에서 인권과 페어플레이를 중요하
게 다루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주로 소개했다. 페어플
레이 또는 공정한 태도는 가르쳐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득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 살 버
릇 여든 간다“는 격언처럼 어린이 시기부터 페어플레
이 정신을 교육함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이다.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 프로그램
은 지역 구성원들 간에 새로운 의사소통을 위한 연결
고리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소외계층
인 노인, 장애인, 여성 그리고 새로운 소외계층으로
구분하여 주목해야 할 청소년,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거주자들과 또한 가장 간과되고 있
는 계층으로 파악해야 할 선수 중도 탈락집단들에 대
한 사회적 배려와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적 분
위기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우
리 사회에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진부한 형태의 스포
츠 프로그램에 매몰되어 있지 말고 “엘리트 중심 패
러다임”에서 “국민스포츠 중심 패러다임”, "인권을 중
시한 스포츠 프로그램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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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The Study on Fair Play,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Sports
Learning
Jung, Koo-Chul(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ay attention to the necessity of fair-play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sports education
along with the development and changes of sports in this society. This also followed the world-trend on
fair-play educatio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 and FIFA emphasize the necess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fair play of sports to prevent violence and non-humanitarian aspects in the major
world conflict areas as well as sports field. This is the reason that the education on both fair play and
human rights are carried out in the daily sports education field. The strong dedication of the sport-related
social organizations is required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general sports education and the elite
sports program that still attached to the sports education in school. This study illustrated the fair play
education program both for school and sports organization with the german example and searched the
directions to move on.
※ Key words : Fair-play, Magglingen St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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