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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스포츠인으로서의 시인 조병화의 삶을 생애사적 접근으로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그의 인생에 있어 연대순
에 따라 어떠한 스포츠 경험을 했으며 이 같은 스포츠 참여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또한 그의 작품세
계에서 묘사된 스포츠 경험을 탐색하여 그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였다. 1921년 출생하여 2003년 타계할 때 까지 그는 문인으로서
다수의 수상경력과 출간, 미술 개인전 등의 예술가의 삶을 살았지만 조병화 시인이 스포츠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작품에도 등장하는 그의 스포츠경험을 탐색함으로써 스포츠가 갖는 가치를 조명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조병화 시인의 시집, 자서전, 인터뷰, 신문기사, 수필집 등이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는 육상선수로 시작하여
럭비선수, 지도자, 심판, 행정가의 삶을 살았으며 스포츠가 자신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수필, 인터뷰, 시 등에서 묘
사하고 있다. 이 같은 한 개인의 생애사적 접근과 과거 경험에 대한 분석은 현재 스포츠에서 논의되고 있는 스포츠 영웅 이나
‘운동하는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와 같은 논의에 새로운 가치와 관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through a life history approach, Cho Byunghwa’s life as a sportsperson in a chronological order and
how his sports experience influenced his life and literary work. Moreover, it explored how his perspective and perception of
sports was reflected on his literary work. Although he was a well known poet in Korea, Cho Byunghwa was not recognized as a
sportsperson in the society. To obtain the purposes of this study, his poems, autobiography, news articles, and essays were
analyzed. He started his sports career with athletics and played rugby from middle school until university. Cho also played a role
as a coach, referee, and administrator and described and depicted his sports experience on his literary work. The implication of
his life and experience was discussed, and this study strived to provide a new value and perspective of sports with sports policy,
philosophy, education scholars for their future research and the next generation through his past experience.
Key words: Cho Byunghwa, life history, rugby, sports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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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화적으로 생산 되는 산물들이며 이에 대한 해석을
통해 문서화 하는 것이 생애사적 연구라고 정의하

질적연구는 인간의 삶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

’

였다.

다. 이러한 관점에서 들여다볼 가치가 있는 삶을

이 같은 관점에서 최근 국내의 스포츠 분야에서

찾아내어 공유 하는 것은 연구자가 해야 할 기본

도 생애사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개인

적인 역할이 된다. 각 개인의 삶의 경험은 다소 특

의 행동을 역사적 맥락 혹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하지만 인간은 특정한 경험과 발달 과정을 공유

분석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

한다(Bogdan, 1974, 김영천, 2011, 재인용). 다시 말

구의 대상자로는 체육교사(류태호, 2000; 우지만,

해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인생의 주기는 보편성

백종수, 2011), 지도자(김동기, 조남흥, 2005; 박기

을 지니지만 다양성 역시 존재하며 이는 생애주기

동, 유근직, 김명곤, 2007), 운동선수(이준호, 이근

의 보편성과 다양성 개념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모, 2013; 하웅용, 최영금, 2009)등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이유에서 개인에 따른 생애주기의 개별화

그들의 삶을 조명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흥미로운

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보편적인 연령

점은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섭식장애(Papathomas &

에 따라 사회적 역할과 행동패턴이 존재하며 이러

Lavallee, 2006), 스포츠에 의한 척수손상(sprinal

한 이유에서 생애주기의 형태가 인간의 삶을 이해

cord injury) 선수(Smith & Sparkes, 2002; Sparkes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윤소영, 2009). 이

& Smith, 2002)와 같은 특정한 사례에 관심을 갖고

는 개인의 다양한 활동, 동기, 관심, 제한, 선호, 태

생애사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생애사는 삶의 여

도 등과 관련된 요인들을 고려하는 보편적인 기준

러 형식의 초점에 따라 달리 구성 될 수 있는데

이 되기 때문이다. 김영천 (2012: p.147)은 한 사람

이는 정치 생애사, 경제 생애사, 종교 생애사 등으

의 삶의 역사를 주의 깊게 바라봄으로써 모든 인

로 구분 될 수 있다(조용환, 1999). 본 연구에서는

간의 삶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다른 사

특정 사례에 대한 관심으로 스포츠 수행이나 선수

람들의 삶에서 오직 미묘하게 나타나는 특정한 과

경력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지만 스포

정의 역학을 명료하게 관찰할 수 있다 (Bogdan,

츠 경험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을 찾아

’

‘

“

”

1974) 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개인의 생애사는 인

‘스포츠 생애사’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다.

간 경험의 특정한 측면들이 가장 잘 연구 될 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여러 형식(forms of

있고 조명될 수 있는 실험실을 제공해 준다고 주

life)가운데 스포츠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생애사

장했다(김영천, 2012).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1920년대부터 학문적 가치를 갖게 된 생애사는

있는 인물로 故조병화 시인을 선정하였다.

초기에는 단순히 어떤 개인의 성장을 문화적 맥락

그의 스포츠인으로서의 삶은 잘 알려지지 않았

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정의 되었으나 점차 그 의

지만 문학작품이나 기고문, 인터뷰 등에서 스포츠

미와 개념이 확장됨과 동시에 이론적 배경도 함께

가 미친 그의 삶에 대한 영향과 비중을 여러 차례

정립되어 가고 있다(김영천, 허창수, 2004). 따라서

언급하였다. 기존의 생애사 연구들에서는 체육이나

생애사는 삶의 전체와 일부를 역사적, 사회학적 관

스포츠 분야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혹은 스포츠

점에서 다룬 이야기를 의미 하며 한 사람의 삶에

경력이나 성과 자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대한 중층적인 해석의 과정이자 그 산물이다(류태

이룬 반면 본 연구에서는 문학이라는 상반되는 분

호, 2000). Tierney(2000)는 생애사란 어떠한 확정된

야에서 성과를 이뤘지만 여전히 스포츠경험이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연구자와 연구 대

의 삶과 문학작품에 영향을 미친 특정 사례라고

상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그 의미가 생성되며 문

판단하였다. 이는 최근 대한체육회에서 진행하고

‘

’

있는 스포츠영웅사업 이나 체육교육분야에서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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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연구 및 논의가 진행 중인 운동하는 학생, 공

재인식 등으로 제시하였다. 생애사 연구는 한 사람

부하는 학생선수 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을 연구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한 문제를 조명해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따라서

줄 수 있는 두드러진 경력을 가진 사람 등을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시인 조병화의 삶에 있어 연대

으로 하는 연구방법이며(Creswell, 2010), 시간이라

순(chronological order)에 따라 어떠한 스포츠 경험

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개인에 대한 설명과 해석

을 했는지를 이해하고 스포츠인으로서의 삶을 조

을 하는 특징에서 자서전, 전기, 사례사 등과 구분

명하는데 있다. 또한 조병화 시인의 문학작품에 나

된다(김영천, 한광웅, 2012).

’

타난 스포츠 경험과 인식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나아가 이 같은 특정 사례에 대한 심층적

1)

연구대상자 선정

인 분석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 활용할

본 연구는 생애사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로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질적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연구자가 관심

적이다.

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례를 준거적 선택 에 의

‘

’

해 선정하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질적 연구

Ⅱ.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故조병화 시인의 삶에 있어
연대순에 따라 스포츠 경험을 이해하고 그의 문학
작품에서 나타난 스포츠 경험과 인식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연
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첫째, 조병화 시인의 생애
에 있어 연대순에 따라 어떠한 스포츠 경험을 하
였는가? 이다. 그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기술을
통해 당시 사회적 맥락과 스포츠가 그의 직업선택
과 가치관 형성 등에 미친 영향을 해석하고자 했
다. 두 번째, 조병화 시인의 문학작품에서 그의 스
포츠 경험과 인식은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났는가?
이다. 이를 통해 연구대상자가 직접 남긴 문학 자
료에서의 은유와 해석, 개념, 인식 등을 분석하고

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유의사와 능동
성을 존중하여 연구참여자(participants)나 제보자
혹은 정보제공자(informants)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
하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고인으로 연구
참여의 대한 동의나 능동적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
문에 연구대상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
상자의 선정은 준거적 선택 중 이상적 사례 선택
(ideal case selection)을 사용 하였으며 선정 기준과
이유는 1) 연구대상자가 학창시절 운동선수로 활동
하였지만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점 2)
다른 분야에서 명성을 얻었지만 계속해서 스포츠
활동에 다양한 형태(행정가, 심판 등)로 참여 했다
는 점 3) 문인(文人)으로서 다양한 작품 안에 스포
츠 경험이 표현 되었다는 점 등이다. 또한 이 같은
기준은 이 연구에서 한 인간의 삶을 모두 조명할
수 없었고 그의 모든 문학작품을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하였기에 본 연구의 범위(delimitation)
가 되었다.

자 하였다.
2)

2. 연구 방법
박성희(2011)는 생애사 연구법의 특징을 개인이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특유한 행동구조나 문화
습관의 발견, 경험의 재구성을 통한 개인의 정체성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시인 조병화의 생애를 통해 경험
한 스포츠 활동 전반과 문학작품에서 나타난 스포
츠 경험을 이해하고 탐색하기 위해 광범위한 자료
에서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고인
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잡지 인터뷰, 신문기사, 자서
전, 문학작품, 수필, TV다큐멘터리, 기념사업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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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료, 시 연구 등의 다양한 정보원에서 그의 스포츠
경험과 인식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심층면담, 참여
관찰 등의 방법은 사용할 수 없었지만 문헌조사만
으로도 분석에 필요한 많은 자료를 확보 할 수 있
었으며 최대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자료수집을
통해 타당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3)

조병화 시인은 1921년 경기도 안성에서 출생하
여 2003년 서울에서 타계할 때까지 총 53권의 시집
을 출간했다. 1945년 일본 동경고등사범학교 물리
화학과 3학년 재학 도중 일본의 패전으로 귀국하

‘

여 교단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49년 첫 시집 버리

자료분석

질적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활동은 연구에
관한 분석, 해석, 그리고 제시이다(Patton, 1990).
따라서 Bogdan과 Biklen(1982)이 제시한 전략을 자
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수많은 사례와 사건,
자료들로부터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주제인 스포
츠 경험에 기초한 자료를 수집 한 후, 자료 속에
핵심적 범주나 중요한 문제, 반복적 사건을 추출
하였다. 핵심적 범주의 스포츠와 관련된 사건이나
변화들이 제공해 주는 자료를 선별 한 후 이것들
을 심층적으로 기술(thick description)하고자 하였
다. 이 안의 연구대상자의 삶과 스포츠 경험의 상
호관계를 발견하고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것들을
연대순과 범주화를 통해 제시하였다. Denzin(1989)
은 효과적인 생애사 분석은 인생의 주요사건을 부
각하는 것을 수반하며 이는 인생의 주요한 흔적을
남긴 상호적인 순간들과 경험을 의미한다고 하였
다. 이는 인생의 주요 전환점(turning point)이자 전
환기(transition period)를 의미하며 또한 이에 영향
을 미친 주요사건에 주목 하는 분석이 이뤄졌다.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최대한 많은 참고자료들을 활용

‘

’

함으로써 한 개인의 인생의 단면(slice of life) 을
더욱 세밀하게 분석하고 묘사하려는 노력을 기울
였다. 따라서 잡지 인터뷰, 신문기사, 자서전, 문학
작품, 수필, TV다큐멘터리, 기념사업회 자료, 시 연
구 등 광범위한 자료에서 정보를 얻었다. 두 번째
로 질적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 동료연구자 1인
과 대한럭비협회 임원인 체육학과 교수 1인, 그리
고 조병화 기념사업회에 본 연구의 초고를 보내
감사(auditing)과정을 거쳤다.

’

고 싶은 유산 으로 등단하였다. 다작(多作) 시인으
로도 알려져 있지만 그의 작품세계는 단순히 작품
의 수만으로 평가 받는 것이 아닌 인간의 일상적
인 생활 감정을 잘 수렴하여 쉽고도 깊이 있는 독
자 친화적인 경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광복 후 이념의 갈등과 시련, 전쟁의 비극을 체험

하면서 시의 순수성과 서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

보여주고 있다 (조병춘, 2001: p.220). 제물포고등학
교와 서울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1959년부터 경희대
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1981년부터는 인하대학교
에서 후학을 길러냈다. 또한 대한민국 금관문화훈
장, 대한민국훈장모란장 등 다수의 수상경력과 세
계시인대회 회장 등의 문학의 큰 족적을 남긴 문
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저서를 남겼으며 시선집, 시론집, 수필집, 번역서,
이론서 등을 남겼다. 이 같이 문학계에서 큰 족적

“

을 남긴 조병화 시인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삶
의 진실과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를 쉽고 솔직한
감성으로 표현하고 있어 광범위한 대중들의 공감

”

을 얻어 왔다 (조병춘, 2001: p.234). 하지만 시인,
교육자, 수필가로 잘 알려진 그의 삶에 있어 육상,
럭비, 승마선수로 그리고 럭비 감독, 심판, 행정가
로의 삶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조병화문집간행위
원회, 2013 재정리).

1. 스포츠 입문과 운동선수로서의 삶
제 건강의 근원은, 젊었을 때 10년가량 한 운
동과 그리고 일생을 교육자⋅시인⋅예술가로서
이루어진 정신 활동의 조화에서 온 것입니다.
(중략)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풍부하게 살아야 합니다. 풍부하게 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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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나에게는 훌륭한 건강법입니다(조병화,
2002).
1)

스포츠 입문

조병화의 스포츠경험은 1929년 미동공립보통학
교 시절부터 시작된다. 1928년 아버지의 사망 후
송전보통공립학교에서 어머니를 따라 서울로 이사
하여 2학년에 편입한 그는 육상릴레이 선수로 활
약하게 된다. 이 같은 경험은 1936년 경성사범학교
보통과에 입학하여서도 계속되게 되며 그는 이 같
은 경험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나는 국민학교 시절에 4백, 8백, 1천6백m 육
상경기의 릴레이 선수로 각 국민학교 대항전에
출전하여 우승도 했다. 그러한 연고로 경성사범
학교로 진학해선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학술
부와 운동부에 학술부는 미술부에 들었고, 운동
부는 육상경기부에 들어가서 주로 단거리 연습
을 했다(경향신문, 1990).

수로 발탁된 것이다. 그는 이 같은 경험을 다음과
같이 구술 하고 있다.

육상부에는 자진해서 들었던 것이고, 럭비부
에는 반강제로 픽업 당했던 것이다. 가을이 되
자 운동부 부원 모집에 럭비부 주장 명령으로
럭비부에 들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때까지
사실 럭비 운동을 본 일이 없었다. 따라서 전혀
럭비에 대한 상식이라곤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다만 주장(5학년 日人)의 선출이요, 그 명령이
무서워서 따져본다는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네’하고 럭비부에 들었던 것이다. 당시
경성사범학교에선 반드시 어느 운동부에든 꼭
속해야만 했었다 (월간럭비풋볼, 1993).

‘

그 시절 조병화의 스포츠 경험은 일본 강점기
시절 태클로 일본인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생각에
럭비선수라는

’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동아일보,

2003) 고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시대상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1923년 일본인에 의해 처음

이 같은 조병화의 초등학교 시절 육상부 활동과

으로 소개된 럭비는 1927년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미술부 활동의 시작은 그의 삶과 작품 활동에 큰

정당한 방법으로 일본에 대항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향을 미친 스포츠 활동과 예술 활동의 시작 이

항일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최재섭, 2013). 이는 광

였다. 그의 육상부 활동은 경성사범학교 진학 후에

복 이전의 럭비경기는 신체접촉을 동반하는 단체구

빠른 주력이 눈에 띄어 선배들의 강권으로 럭비부

기종목이라는 특성으로 식민국과 점령국의 특수성

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술회한바와 같이 럭비에 입

으로 인한 대리만족을 통한 민족주의를 자극 하는

문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되었으며(박이도,

매개체가 되었기 때문이다(전윤수, 2011). 이 같은

1996), 그의 미술부 활동은 후에 여러 차례 개인전

시대상은 조병화의 구술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을 여는 화가로서의 작품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당시의 경성사범은 각 운동부가 모두 강하여
전 일본에서 우승을 해오는 운동부가 많았었다.
럭비부도 그랬었다. 전 일본에서 3연승을 한 레
코드를 갖는 전통적 운동부였다. 그 만큼 프라
이드와 의식은 더 강했었다. 매년 매년의 모토
가 전 일본의 중등부 패자가 되는 그것이었다.
이러한 관계로 경성사범에 있어서의 럭비부는
대단한 존재였었고 대단한 성원과 기대를 받고
있었고 부원들도 그 만큼 큰 자부와 명예를 스
스로들 지니고 있었다(월간럭비풋볼, 1993).

된다.
2)

럭비 입문

그는 서울 시내 각 보통학교 운동회와 같은 대
회에서 릴레이 종목에 선수로 출전하여 우승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경성사범학교 보통과에 입학하
자 육상부에 자진해서 들어간 조병화는 생소한 종
목이던 럭비부에 반강제적으로 입단하게 된다. 육
상부에서 주로 200m, 400m 선수로 경기대회에서
입상을 한 것이 럭비부 주장의 눈에 띄어 럭비선

생소하던 종목에서 2학년부터 동급생들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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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 선수로 출전한 조병화 시인은 국내 우승을 경

볼, 1993). 그는 일본 유학시절 럭비선수 시절을 다

험하기도 했고 1941년 중등부 조선 럭비대표로 일

음과 같이 회고 하고 있다.

본에 원정을 가기도 하면서 5학년까지 선수생활을
이어나갔다. 운동선수로서의 두각을 나타낸 것뿐만
아니라 경성사범시절 그는 낮에는 럭비를 하고 밤
에는 기숙사에서 불을 밝히며 공부에 전념, 수석을
놓치지 않은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동아일보,
2003). 조병화(1995)는 ‘시로쓰는 자서전: 세월은
자란다’에서 이 시기의 경험과 느낌을 시로 나타
냈다.

운동장에서
소년은 몸은 약했지만
달리기를 잘했다.
상급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학교에서 규칙으로 내려오는 운동부 선택에
있어서
소년은 육상경기부에 들어갔다, 그러다가
소년은 다시 럭비부에 발탁이 되었다.
그로부터 소년은 럭비부 선수생활을
나라 안에서, 나라 밖에서,
지고, 이기고, 수백 번, 한 십 년 세월을 했다.
실로 긴 인생도 소년은 청년으로, 장년으로
그렇게 럭비처럼 살았다.
지고, 이기도, 수십 년, 한평생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인생
지루한 나날을 그 시합으로.
3)

일본유학과 럭비부

동경고등사범학교에 합격하자 경성사범학교
시절 체육교사이며 럭비 감독이었던 시와사키
고소 선생이 자기집에서 축하술을 주면서 “너,
고등사범학교에 가서도 럭비를 해야한다”고 말
하면서 자기가 선수생활을 하던 시절의 하얀 유
니폼을 나에게 주었다. 한 잔, 두 잔 권하는 바
람에 마신 축하술에 나는 얼떨떨해져서 나의 결
심은 공중에 둥 띄워두고 얼떨결에 “네”대답하
고 말았다. “네”하고 말했던 그 말 한마디로 나
는 동경에 가서도 럭비부에 들어가서 동경문리
과대학 럭비부의 선수생활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경향신문, 1990).
이 후 발간된 자서전에서 그는 그때의 스포츠

‘

경험이 잘 한 것이라고 떠올리며 기숙사, 강의실,
실험실, 운동장을 오가며 바쁜 학교생활을 했지만
낭만적인 학교생활에 있어 럭비와 면학으로 보낸

’

열정의 시간 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조병화, 1995).
1945년 전쟁이 종전으로 치닫고 있던 시기 대학 3
학년 재학 중 일시 귀국을 한 조병화는 종전이 되
어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경성사범학교 교사
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이로써 조병화의
선수로서의 삶도 10년간의 선수경력을 남기고 종료
되게 된다.

2. 럭비 지도자, 행정가, 심판으로서의 삶
1)

럭비 지도자로서의 삶

해방 후 1945년 조병화는 모교인 경성사범 물리
교사로 부임하여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조병화는 공부에도 전념하여 경성사범 수석 졸

럭비부를 맡아 후배들을 지도하였다. 1947년 인천

업 후 1943년 동경고등사범학교 이과(물리∙화학)에

중학교(현 제물포고등학교)로 학교를 옮기며 물리

입학하여 운동생활을 그만두고 물리화학에서 명성

와 수학을 가르치면서 럭비부를 창설하였으며 1949

을 얻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처음에

년 서울중학교(현 서울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으

는 럭비를 하지 않았으나 경성사범 시절 럭비선수

면서도 럭비부를 창설하여 지도하였다. 1949년은

였다는 사실이 알려져 다시 동경고등사범 문리대

제1시집 버리고 싶은 유산 을 출간한 해이기도 한

럭비팀에서 럭비 선수생활을 이어갔다(월간럭비풋

데, 그의 학창시절 삶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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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임하여 1963년 까지 활동 하였다. 1946년 협회

해방을 기점으로 서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유

창설 이후 일제의 통제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이 각

추를 해볼 수 있다. 조병화 시인의 중학교 시절에

자의 고향에서 팀을 창설하게 되면서 럭비 경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스포츠 경험이 자신의 시인

또한 점차 활성화 되어 갔다(이용복, 2009). 시인

으로의 입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은 다

조병화는 지도자와 럭비 협회의 이사로 협회 행정

음과 같은 자전적 수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에도 관여 하였지만 그는 럭비 심판으로도 활약하

나는 중학교 시절, 나를 이끌어 올리는 말(言
語)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를 많이 읽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영혼의 에너지를
나는 시(詩)에서 얻어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독서의 힘이 해방 후 나를 시의 세계로 인도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나의 소년 시절, 청소년 시
절, 청년 시절은 실로 럭비와 면학, 그 눈코 뚤
사이 없는 바쁜 시절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적응, 환경 극복, 환경 승리의 힘이 이러한 시에
서 얻은 교훈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읽었던 시집들이 그대로 머리에
남아서, 그것이 잠재력이 되어, 내가 외로울 때
그 나의 외로움을 시로서 끄집어내어 주었던 겁
니다. 아무런 가식없이, 장식없이, 정직하게, 나
오는 대로 시의 형식으로 써 왔던 겁니다(조병
화, 1995).

였다. 심판으로 활동하면서 그의 작품세계와 구술

‘

이 발달해 나갔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의 럭비심
판으로의 철학과 인식은 다음의 기고문에서 잘 나
타나 있다.

1차 대전 때 일이다. 뉴질랜드 팀이 영국본토
로 원정을 간 일이 있다. 뉴질랜드 선수가 맹렬
한 시합 중 트라이(럭비에서의 득점)를 했는데
심판의 오심으로 노트라이가 선언되고 뉴질랜드
가 석패를 당했다. 그리고 이 선수는 묵묵히 고
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 선수는 소집을 당
해 구라파전선에 출전을 했다. 격전 속에서 총
탄에 맞은 이 선수가 전장에서 쓰러지며 한 유
언, 그 말을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그 때 그
시합에선 심판의 오심이었다. 때문에 우리가 졌
지만 살아서 한 번 더 본국을 원정하고 싶다”던
말. 이렇게 럭비경기에선 심판이 절대이며 용감,
희생, 결합 ‘페어플레이’를 ‘모토’로 하고 있다.
절명할 때 처음으로 심판의 오심을 이야기 하는
이 ‘스포츠맨 스피리트’이것이 우리네 일상생활
에도 있었으면 얼마나 인생의 맛이 더 할까 (경
향신문, 1962).

그는 1949년부터 서울고교에서 물리, 수학, 국어
작문을 10여년 담당하다가 1959년 경희대학교 문리
과대학 조교수로 전직을 하게 된다. 그 이후에 약
15년간 럭비부 감독을 맡아 선수들을 지도했으며
이후에는 1975년 경희대학교 럭비부 부장으로 부임
하며 일선 지도자 생활을 마감하게 하였다. 감독으
로서의 조병화가 부임 한 후 경희대학교 럭비부는

3. 문학작품에서 나타난 스포츠 경험과 인식

국제 스포츠교류가 드물던 시절 1960년대 초 대만

럭비는 나의 청춘, 시는 나의 철학, 그림은
나의 위안 어머니는 나의 고향, 나의 종교(조병
화, 1997).

‘ ’

의 기륭 팀과 친선경기에 한국 대표팀으로 선발되
어 출전하였다. 이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행정가로
도 활동한 조병화의 역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럭비 행정가와 심판으로서의 삶

조병화 시인은 럭비선수와 지도자의 삶을 살기
도 했지만 해방 후 1946년 대한럭비축구협회(현 대
한럭비협회) 창설을 주도했고 창립 멤버로 이사로

’

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는 규칙준수 의 철학과 인식

‘

조병화 시인은 1949년 제1시집 버리고 싶은 유

’

산 을 출간한 후 이후 2003년 작고하기 까지 총 53
권(유고 시집 1권 포함)을 출간할 정도로 왕성한
시작 활동을 펼쳤다(오형엽, 2013). 시집뿐만 아니
라 에세이, 수필집, 선시집, 화집 등 백여 권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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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책을 출판 하면서 영혼의 여행 을 이어갔다(조

가 사회에서도 지켜지며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바

병화, 1995). 또한 시화 및 유화에도 조예가 깊어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여러 차례 회화전을 열 정도로 다방면에 뛰어난

실제로 많은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이 룰을 지키는

예술적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오형엽, 2013).

스포츠맨 십으로 살 때 이 사회도 이상적이고 밝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인

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자주 언급하였다

연구가 이뤄지고 있고 그 성과가 축적 되어가고

(월간럭비풋볼, 1993).

‘

’

‘

있지만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스포츠경험이

다음으로 발표된 시는 1992년 제36시집 낙타의

그의 작품세계에 투영 되어 있다는 사실은 잘 알

울음소리 에 수록된 럭비를 하던 꿈 이라는 시 이

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작품세계 곳곳에 자리

다. 그는 한국선수단과 함께 스코틀랜드 원정에 참

잡고 있는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가하여 시합을 하는 꿈을 묘사한 이 시는 그가 71

’

‘

’

세에 쓰인 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1)

시에서 나타난 스포츠 경험과 인식

‘

이 같은 경험을 실로 황홀과 무서움이 혼전하던

조병화 시인은 1956년 한국체육학회지에 기고한

’

‘Rugby Football’이라는 시에서 자신의 스포츠 경험

두 시간 이라고 묘사하고 있으며 고령의 나이에도

을 자전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 자신을 16관

이 같이 시인 조병화의 작품세계에서도 자신의 스

(60kg), 주력을 12초로 표현하며 제비의 날개와 같

포츠 경험과 스포츠를 통해 형성된 자신의 시각을

이 가벼운 라이트 윙 이라고 묘사하였다. 자신의

표현하고 있으며 세 편의 시에서도 투영되어 나타

인생에서 럭비는 청춘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와

나고 있다.

‘

’

‘

’

자신의 스포츠경험에 대한 설렘을 나타내고 있다.

같이 타원형 피구에 나의 청춘은 날개를 탄다 와

‘킥킹, 패싱, 런닝, 세이빙, 택클, 불꽃처럼 난무하
는 아 아름다운 이 청춘의 쟁과 전’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협력, 희생, 승리를 나누는 자요 벗이여’

’
‘내게 슬픔과 기쁨이 삶이 듯이(1999)’를 마지막으

열하며 이것들을 공유하는 자들을 친구라고 표현

분석한 수필집은 소제목 키워드 럭비(8권) 와 스포

하고 있다.

츠(1권) 검색을 통해 총 5권을 분석하였으며, 젊은

라는 시구에서는 럭비에서 강조하는 가치들을 나

‘

’

이후에 1988년 출간된 제32시집 혼자 가는 길

‘ ’

‘

에서도 럭비 라는 회상적 시를 발견할 수 있다. 아
가야, 너는 럭비라는 운동경기를 아직은 모르겠지

’

나는 젊었을 때 쭉 그걸 해왔단다 로 시작되는 시

‘

2)

수필집에서 나타난 스포츠 경험과 인식

‘

조병화 시인은 시인의 비망록(1977) 을 시작으로

로 총 32권의 수필집을 발간하였다. 본 연구에서

‘

’

‘

’ ‘

’ ‘

날의 회고와 시를 담은 고백(1999) 의 나에 관한

’

이야기 가 자료 분석에 사용되었다.
(1) 직선의 미학

는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며 시작 된다. 그 용감,

대체적인 스포츠 경험에 대한 내용은 공통적으

그 단결, 그 자기희생, 그 작전, 그 스피드, 그 스

’

로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지만 자

릴, 남성경기의 극치란다 라는 표현에서는 다시 한

신의 경험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번 자신이 경험한 스포츠에 대한 가치에 대해 묘

글이 쓰인 연대의 순서로 살펴보면, 수필집 구름이

사하고 있다. 자신은 학창시절 줄곧 그 운동을 해

흘린것들(1985)의 시, 그림, 수학, 럭비 에서 자신의

왔다고 밝히며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이

삶을 묘사하는 이것들의 공통점을 직선의 미학 으

렇게 약하단 말이다. 룰을 지키지 않는 사람, 다시

로 표현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말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들에 대해 모

문이다 라고 마치고 있다. 이는 자신이 경험한 스

순이 없으며 순수한 논리를 기르는데 도움이 된

포츠에서는 룰이 지켜지며 서로를 존중하는 가치

것들로 묘사하고 있다. 다음해 발표한 마지막 그리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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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움의 등불(1986)의 나의 20대 에서도 직선적으로

두가 체육과 학생으로 구성된 럭비부 활동을 이어

바쁜 시절 , 충만한 학창생활 , 성숙과 성취의 계

갔다(조병화, 1999). 그는 공부는 공부대로 시합하

절 , 그 충만, 그 자신, 그 멋’으로 표현하며 시와

는 것처럼 열심히 하고, 운동은 운동대로 우승을

럭비, 그리고 사색으로 보낸 20대에 대해 설명하고

목표로 열심히 하며 치열한 선수생활 속에서도 전

있다. 그는 전쟁의 고통과 유학시절의 외로움과 고

학년 내내 수석을 이어갔다고 회상하였다(조병화,

독감을 밝혀준 영혼의 밀실을 밝히고 있었던 등불

1986). 그가 운동선수들의 학업태도에 대한 인식은

과 항상 시들지 않는 푸른 계곡을 가슴에 안고 혼

아래의 인터뷰 내용에서 나타난다.

’‘

’‘

’‘

‘

‘

’

’

자서 그 생명의 계절을 이겨냈던 시간으로 스포츠
경험을 회상하고 있다.
(2) 고통, 패배, 그리고 즐거움

‘

’

1987년에 발표한 어머님 방의 등불을 바라보며

에서는 학창시절 상급생들의 체벌이 두려워 럭비
부에 들어가 연습에 계속 참가할 수밖에 없었고
중도에 그만두려고 했지만 일본인 학생 주장에게
따귀를 맞은 경험 등을 술회하였다. 그는 중학부 5
년을 마치고 연습과 1학년 때 전 조선전에서 우승
하여 한국을 대표해 일본의 관서지방 예선에 참가

내가 경희대학교 부장시절에 선수들에게 한
말이 있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럭비만을 하
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일단 세상을 살
아가는 데 필요한 교양과 학식을 갖추기 위해여
학업에 열중하고 다음에 낭만적으로 럭비를 즐
겨라”라고 하였지. 물론 요즘 직업적인 스포츠맨
들이 있지만 운동만 하는 것을 인생의 전부로
아는 것은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인생을 높은 교양을 갖추고 스포츠맨십으로 살
때 멋있는 삶이 된다고 생각하지(월간럭비풋볼,
1993).

하게 된다. 그 이후 동경고등사범학교 럭비부에 입

Ⅳ. 결 론

단하였으며 와세다, 게이오, 메이지와 같은 사립대
학에 밀려 승부에서 항상 부(負)쪽에 가까웠으나
대학에서 럭비를 했다는 것이 대단한 즐거움이었
다고 회상하였다. 선수생활을 마감하고도 계속해서

‘

럭비와 인연을 맺었던 그는 참으로 좋은 운동 생
활을 했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 그 멋있는 유

’

니폼과 더불어 라고 수필을 마치고 있다. 그는 반
강제적으로 시작되었고 패배와 고통을 견뎌야 했
지만 전반적인 스포츠경험에 대한 회상은 즐거움
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로 표현하고 있었다.
(3) 공부하는 운동선수

‘

본 연구는 한국 문학계에 큰 족적을 남긴 시인
조병화의 스포츠인으로서의 삶을 이해하고 그의
작품세계에 담긴 스포츠경험과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의 작품세계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고 구
술인터뷰나 기고문, 수필에서도 자신의 삶에 큰 영
향을 미쳤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조병화 시인이
스포츠인이였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하
지만 그는 육상선수로 스포츠에 입문하여 중학교,

’

조병화 시인은 공부하는 운동선수 로서의 역할
모델과 자신의 신념을 제시하기도 했다. 미동초등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였고, 경성사범에 들어가
정식 럭비부 선수가 되어서도 운동과 학업을 병행
하는 생활을 택하게 된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면서
운동에 쓴 시간을 보충해 가며 공부를 한 그는 경
성사범도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이후 동경고등사범
학교로 진학을 하여 물리화학을 전공하였지만 모

고등학교, 대학교 까지 럭비선수로 활약하였으며
이후에는 지도자와 심판 그리고 스포츠행정가로
활동하였다. 이 같은 스포츠경험은 시인 조병화의
작품세계와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는 실제로 여러 차례 자신의 삶의

‘

’

‘

모토는 럭비처럼 사는 것 이라고 밝혀왔으며 시인

’

조병화 보다는 럭비맨 조병화로 기억되고 싶다 라
고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연합뉴스, 2003). 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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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아래의 인터뷰 자료에 잘 묘사되어 있다.

내가 수필집에서 여러번 글로 썻지만 “인생을
럭비처럼 살자” 라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모토지.
즉 럭비는 룰을 지켜야 하거든. 모든 사람이 룰
을 지키는 스포츠맨십으로 살 때, 이 사회도 이
상적이고 밝아지거든. 그중에서도 특히 멋있게
럭비처럼 살자 하는 얘기지. (월간럭비풋볼,
1993).
나는 인생을 럭비처럼, 스포츠처럼 살아왔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갈거고. 스포츠가 요구하
는 결단력, 페어플레이, 창조력, 이런 모든 것들
이 삶에 반영되면 그 삶은 아름답고 멋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 (동아일보, 2003).

중되지 않았던 혹은 스포츠경험이 다른 분야에서
도 가치 있게 활용되었던 삶을 조명하는 것에 대
한 필요성에 주목하였다. 그의 생애사가 앞으로 이
뤄질 정책, 교육, 철학적 담론에서 기초 자료로 활
동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생애사연구는 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공공적인 맥락을 시간의 전경속에서 발견하려 한다

”

는 점에 의의가 있다 (김영천, 한광웅, 2012: p.13).
그의 학창시절 스포츠 경험은 조병화 시인의 작품
세계와 철학에 일제강점기와 종전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과 맞물려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동경 유학시절의 기숙사, 강의
실, 실험실, 운동장을 오갔던 시절의 고독과 고민은
그의 시인으로서의 삶에 기초가 되었고 종전 후 혼
란 속에 등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

이 연구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삶을 묘사하는 것

었다. 실제로 그는 유학시절 사색과 독서로 자신을

에 그치지 않고 현재 활발히 논의 되고 있는 스포

경작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귀국 후 좌절과 고독의

츠 영웅사업 이나 운동하는 학생, 공부하는 학생선

치유를 위해 시를 쓰기 시작했다고 회상한다. 그리

수 와 같은 주제에 새로운 관점과 논의를 제시하고

고 그가 자신의 삶을 묘사하는 시, 그림, 어머니,

자 하였다. 스포츠인이었지만 다른 분야에서 두각

럭비 중 하나로 스포츠 경험을 빼놓지 않고 묘사하

을 나타내었고 또한 다른 분야에 머무르면서도 스

고 있다는 점은 그의 작품세계와 철학에 있어 스포

포츠를 떠나지 않았던 시인 조병화의 삶을 고찰함

츠 경험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일제강점

으로써 스포츠가 갖는 가치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기, 반강제적 스포츠입문, 유학, 고독과 독서, 종전

미술, 문학 등 다방면에서 예술성을 나타낸 시인의

후 해방, 운동부 지도자, 등단 등의 역사적 맥락과

삶에 있어 스포츠가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그의

시인 조병화의 인생사의 접점과 함축은 개인의 인

작품세계에 투영된 스포츠경험을 탐색함으로써 현

생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공공의 사회적 맥락을

재 스포츠교육과 정책, 철학에 있어 활용 가능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중심의 한 축으로 스

담론을 생성하는 것이 이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이

포츠가 담당한 역할과 의미를 고찰해보는 것이 본

었다. 2011년 손기정과 김성집을 선정한 스포츠영

연구의 중요한 핵심이었다.

’

’

‘

‘

‘

’
‘국위선양 공헌도’ ‘사회적 역할모델로서의 상징성’
‘환경적 제약 극복’ ‘대중적 인지도’로 제시하고 있
다. 또한 ‘운동하는 학생, 공부하는 학생 선수’에
웅 사업은 평가기준을 국내 스포츠발전 공헌도

’

‘

마지막으로, 시인 조병화의 인생의 생애사적 접
근과 작품세계에서 나타난 스포츠경험과 인식을
연구한 이 논문은 많은 한계점과 제한점이 존재
했다. 먼저, 이미 고인이 된 조병화의 구술 자료와

관한 논의에서도 엘리트 스포츠와 생활체육의 이

문학작품, 기고문을 분석하며 저자의 본뜻이 정확

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인적인 체육교육이 이

히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도 그가

뤄지게 하려는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인이었다는 특성으로 많은 분석 자료를 남겼지

같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에 있어 시

만 그의 원래 의도와 뜻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인 조병화의 역할모델로서의 가치에 주목하였고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 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스포츠인, 교육자, 시인, 화가로서의 한 분야에 집

는 그의 자녀, 후배, 제자 등과 같은 주변인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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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타자(significant others)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연합뉴스(2003).

영원한

럭비맨

조병화

시인,

보강하고 타당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

번째는 53권의 시집과 수백 권의 저서를 남긴 시

hn?category=general&ctg=news&mod=read

인 조병화의 작품세계를 분석하는 것은 분명한 한

&office_id=001&article_id=0000331386&redi

계가 있었다. 이미 그의 작품세계를 다양한 관점에

rect=true

서 심층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본

오형협(2013). 단독자의 운명적 시간과 견인주의.

연구에서는 문학적 전문성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조병화 시전집Ⅰ, 서울:국학자료원.

따라서 질적연구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연구

우지만, 백종수(2011). 한 중등체육교사에 대한 생

도구로서의 연구자의 중요성 에 주목할 필요가 있

애사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8(2),

’

‘

다. 후속연구에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공동연구
를 통해 더욱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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