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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불완전한 가족 구성원의 형태로서 결손가정인 동시에 학업과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학생선수
들의 ‘역경극복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하고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해 내러티브 탐구
(narrative inquiry) 방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인관계의 개선 및 확대와 관련하여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자신 있게 행동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즐거움을 통한 긍정적 정서형성과
관련하여 역경 상황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인이 적극적인 탐색과 함께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였다. 셋
째, 문제해결력의 향상과 관련하여 결손으로 인한 역경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 효과적인 방법의 발견과 미래의 
역경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대한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결손가정, 학생선수, 성장과정, 역경극복, 사회적응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current study was to engage in an in-depth discussion and analysis about 
the process of overcoming hardships in students that play varsity sports as student athletes and who 
grew up under incomplete family structures, To achieve this end, the current study conducts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subjects, which found the following: First, in terms of improvement and expans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 student athletes were able to change their personalities to be more 
confident and active in their daily routines. Second, in forming positive emotions through playing 
sports, the student athletes were able to actively search for ways to overcome difficult situations and 
self-regulated their emotions. Third, in relation to improvement of problem-solving skills, the student 
athletes were able to find the most effective ways to overcome hardships caused by their broken family 
situations, in addition to exhibiting advanced problem-solving skills that enabled them to find courses 
that are most adequate for solving future problems. 

Key Words : Broken Family, Student Athletes, Regarding the Growth, Overcoming Hardship, Socia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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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직은 가정이다. 가
정 속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및 행동이 형성되며 가족 구
성원들의 관계를 통해 대인관계의 능력과 사회성이 발달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정
의 형태 및 역할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함께 살아가는 일반 가정에서 가족 구성
원이 불완전한 형태로 살아가는 결손 가정으로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1]에 따르면 2005년 137만 6천명이었던 결손
가정의 수는 2017년 212만 7천명으로 증가하였다. 또
한, 결손가정의 비율은 2005년에 전체가구 대비 8.6%였
지만 2017년에는 10.9%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즉, 
가정의 형태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결손가정의 수와 
비율이 점차 증가함으로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결손가정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형태적인 결
손가정과 기능적인 결손가정으로 구분하고 있다[2]. 형태
적인 부분에서의 결손가정이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동거
하지 못하는 결손가정으로서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별
거, 장기부재, 수형, 및 유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부
(父)나 모(母) 둘 중 한쪽의 부재가 있는 가정을 말한다
[3]. 기능적인 부분에서의 결손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의 
형태는 정상적이지만 부모간의 불화나, 방임, 갈등, 및 가
족의 부도덕 등의 이유로 가족 간의 유대가 단절되며 가
족 구성원의 역할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여 자녀들에 
대한 정상적인 양육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4].

결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결손을 결
정한 부부들이겠지만, 부모의 결손을 겪는 자녀들도 부모
들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손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정서적으
로 불안을 느끼고 성격의 장애가 나타나게 되며5], 부모
의 슬픔과 고독감으로 인하여 결손가정 자녀들은 도덕성 
및 낮은 자아인식 등의 부적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6].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이들은 여전히 불안이나 낮은 성
취, 자기 비하 및 분노와 같은 부적응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7]. 이렇듯 결손이라는 환경적변화로 인하여 결손가
정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성인기까지
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결손가정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능적인 결
손가정 초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 관련 연구나[8], 또는 경험표집법을 이

용하여 결손가정 청소년의 여가경험에 대한 연구[9]가 있
다. 그리고 한 부모 가족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한 연구를 통해 한 부모 가족이나 양부모가족의 대
학생활에 대한 적응 수준을 살펴본 연구 등이 발견되어
지고 있다[10]. 이처럼, 결손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손가정에 대한 연구
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인과 다른 삶을 살
아가고 있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결손가정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운동선수들이 선수생활을 지속하면서 다양한 역
경을 경험하는 동시에 결손까지 경험하게 된다면 일반인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운
동선수는 훈련 및 경기 중에 발생하는 부상, 운동에 대한 
슬럼프, 개인 시간의 제약 등 일반인과 전혀 다른 역경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11]. 특히, 학생선수는 선수로서
의 운동의무와 학생으로서의 학업의무 사이에서 혼돈을 
경험하고 있으며[12],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사이에서 학
생선수의 정체성이 애매하게 위치해 있음으로 일반학생
들에 비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13]. 또한, 
일반학생과 구별된 문화특성을 지닌 학생선수는 학교운
동부 내에서 집단주의 및 집합문화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14]. 이러한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선후배와의 부
정적 교우관계, 무리한 연습량, 학업퇴보 등의 문제로 선
수생활 중 다양한 역경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손이라는 경험에서 나타나는 학
생선수들에 대한 어려움을 ‘역경’으로 표현하였다. 즉, 역
경이란 자신이 가진 능력에 견주어 극복하기 힘든 상황
이나 현실을 말한다[15]. 역경을 큰 재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역경은 오히려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으며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다[16]. 어떤 사람은 역경에 좌절하고 무너지지만, 
어떤 사람은 본인에게 맞는 역경 극복방법을 사용하여 
회복해 나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선수들이 결손
으로 인해 발생한 역경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극복하다(overcome)'의 의미를 자
세히 살펴봐야한다. 극복하다는 사람이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노력하여 좋아지거나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사람이 어려움을 굴복하지 않고 견디
거나 잘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역경이 좋아지거
나 없어지는 것도 극복이며, 역경을 견디고 살아가는 것
도 극복임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극복은 마주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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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ame gender age type of broken family 
structure

time of family structure 
change sporting event length of athletic 

experience

Lee female 26 separation age 14 tennis 10 years

Ko male 30 divorce age 15 golf 17 years

Kim female 27 separation age 14 kendo 10 years

Cho male 27 long-term parental 
absence age 17 taekwondo 7 years

들을 잘 견뎌내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지속적
인 의지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15]. 따라서 ‘역경 극
복과정’은 자신이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나 현실을 잘 견
뎌내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스스로 끊임
없이 노력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결손가정 자녀들이 결손으로 인한 역
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슬픔과 아쉬움이 남아 있지만 
자기수용, 문제해결력의 향상, 강한 마인드, 삶의 가치 증
대, 가치관에 대한 변화 등 긍정적 성장과 변화가 나타난
다고 하였다[17-19].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결손가정 
학생선수들이 결손으로부터 어떠한 역경을 경험하고, 이
러한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떤 긍정적인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
면 학생선수의 운동을 지도하는 스포츠지도자 또는 그들
의 교육을 지도하는 편부모들이 결손가정 학생선수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학생선수 시절 결손을 경험한 연
구 참여자들의 ‘역경 극복과정’을 전·중·후로 세분화하여 
이들의 경험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하게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역경을 극복했는지에
만 취중하지 않고 이들의 내부자적 목소리에 귀를 기울
여 결손가정 학생선수들이 겪는 감정 및 정서를 통해 성
장과정, 역경극복, 그리고 사회적응까지 살펴보고 이야기
로 드러내는 것을 본 연구에서는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내러티브 연구방법

이 연구는 과거 결손을 경험한 학생선수들의 역경 극
복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다. 불완전한 가족 
구성원의 형태로 살아가는 동시에 학업과 운동을 함께 
병행하는 학생선수들은 일반가정 학생선수보다 더 많은 
역경을 경험하기에 이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필요한 시

기에 놓여있다. 따라서 결손가정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역경 극복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내러티브 탐구
(Narrative inquiry)방법을 활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 
방법은 ‘이야기하기(Story telling)’와 ‘다시 이야기하기
(Retelling story)’를 통하여 인간의 경험들에 대한 의미
를 만드는 것이며, 이러한 경험들을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다[20]. 본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학생선
수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이들의 ‘역경 극복과정’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석하고 재해석하여 이들의 이야기 속 교육적 
의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내러티브 탐구가 가장 적합
한 방법이라 볼 수 있다.

2.1 연구 참여자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간의 오고가는 

많은 대화 속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
자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관련된 문
서들을 수집 및 분석하여 연구 참여자에 대한 선정기준
을 정하였으며, 예비(Pilot)면담을 통하여 연구의 선정기
준에 적합하지 않는 참여자들은 배재하였다. 연구 참여자
의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선수의 삶
을 보냈으며, 과거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한 자로 선정하였다. 둘째, 과거 학생선수로서의 활
동 시기에 이혼이나 별거, 장기부재 등의 여러 사유로 부
모 중 한 분 이상 영구적으로 부재하거나 동거하지 않는 
형태적인 결손가정의 삶을 경험한 자로 선전하였다. 셋
째, 라포(Rapport) 형성이 가능하거나 또는 형성되어 있
는 자로 선정하였다. 넷째, 본인 삶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를 가진 자로서 과거나 현재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미래
의 계획 및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하
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목적과 진행과정을 충분히 이
해하며 연구 참여에도 동의한 사람으로 하였다. 위와 같
은 연구 참여자에 대한 선정방법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
의 개인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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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 수집
이 연구는 과거 학생선수 시절 결손을 경험한 성인들 

중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4명을 선정 하였다. 
이들은 과거 학생선수 시절 검도, 골프, 태권도, 테니스 
등 서로 다른 운동종목을 경험하는 동시에 결손이라는 
같은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결손가정 학생선수들
의 역경극복 전·역경극복 중·역경극복 후의 이야기를 자
세히 들여다보았다. 이를 위하여 심층면담, 일기, 훈련일
지, 기록카드, e-mail, 관련 문서 등의 현장 텍스트를 수
집하였다. 현장 텍스트 중 가장 중요한 심층면담은 15회
(3회: ‘Lee’/4회: ‘Ko, Kim, Cho’)를 실시하였으며, 면담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였다. 

과거에 연구 참여자가 사용했거나 보관된 일기, 훈련
일지, 그리고 기록카드 등 개인기록물을 통해 심층면담에 
필요한 과거 경험했던 역경극복 이야기를 파악하고 연결
하기 위한 자료로 수집하였다. 즉, 주 자료원인 연구 참여
자들과의 심층 면담 속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할 수 있도
록 ‘기억상자(memory box)’의 역할로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의 내
재적 신념과 정서적 의미를 이해하고자 중요정보제공자
(key informant)를 두었으며, 틈틈이 구성원 간 검토
(member check)를 통하여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기록정보 속 내용의 의미들이 왜곡되지 않고 정
확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자료 분석
질적 연구는 굉장히 많은 양의 원자료(raw data)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또한, 해석하는지에 따라 자료 
분석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달라진다[21]. 즉, 기계적인 
과정에 의해 수집된 ‘현장 텍스트’들은 아무런 연구적 의
미와 가치를 지니기 힘들기 때문에 ‘현장 텍스트’를 ‘연구 
텍스트’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과 구상이 필요하다[22]. 
따라서 본 연구자는 수집된 자료들을 연구의 목적에 맞
게, 그리고 내용별로 해석하기 위하여 Spradley [22]가 
제시한 문화 분석방법 중 영역분석(domain analysis) 
방법과 분류분석(taxonomic analysis) 방법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는 먼저, 결손가정 학
생선수들의 역경 극복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읽어나갔다. 그리고 이들의 내러티브 속 주제를 찾아 서
로의 내러티브를 대조하였으며 교육적 의미성분을 분류
하여 연구 텍스트로 구성하였다. 

2.4 연구의 진실성 및 연구 윤리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에 대해 올바르

게 이해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
자가 수집한 자료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해
석이 투영되기에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를 올바르게 이해
하고 있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생각과 관점 등이 연구자의 해석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
해 연구자의 분석에만 의존하지 않고 연구 참여자의 검
증과정을 수시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질적 연구의 경험을 
가진 스포츠교육학 전공 교수 1인과 체육학 박사2인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검토를 통해 진실성을 확보하였다. 

3. 이야기하기

3.1 ‘Lee’의 내러티브 
‘Lee’는 테니스 선수출신이며 현재 외국 기업에서 학

생들을 가르치는 테니스지도자이다. 그녀는 어머니의 영
향으로 테니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중학교 1학년 때 본격
적으로 선수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선수생
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님의 불화로 갑자
기 어머니가 집을 떠나게 되면서 결손을 경험하게 되었
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게 된 그녀는 결손으로 인하
여 일상생활과 운동생활에서 역경을 마주하게 된다.

3.1.1 역경극복 전
‘Lee’의 부모는 그녀에게 별거를 일방적으로 통보했

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당혹감을 느꼈
지만 부모의 별거가 현실로 조금씩 다가오면서 우울함까
지 경험하게 된다. 또한, 친척가족과의 비교를 통해 일반
가정에 대한 부러움을 느꼈으며, 본인가족이 다시 일반가
정처럼 화목하게 지낼 수 없다는 걸 인지하여 깊은 슬픔
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갑자기 엄마가 집을 나가서 당황스러웠는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깐 우울해졌어. 그래서 이모네 동
생들이랑 놀려고 가면 이모네는 너무 행복해 보여서 너
무너무 부러웠어. 나는 매일 집에서 혼자 노는 거랑 아
빠가 일하러 가고 없으면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서럽고 
이 상황이 너무 슬프더라.” -심층면담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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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당혹, 우울, 부러움, 슬
픔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낀 그녀는 운동생활에서도 역
경을 경험하게 된다. 결손을 경험하기 전 그녀의 어머니
는 운동부 학부모회의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왔다. 하지
만 부모님이 따로 살게 되다보니 그녀의 어머니 또한 사
회에 진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양부모 모두 일을 하
게 되어 운동부 학부모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학부모 회의를 할 때마다 감독님과 
운동부 친구들에게 부모님의 불참에 대해 매번 말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다.

“친구들은 부모님들 모두 오는데 나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 자체가 힘들었어. (중략) 그런데 얘들이 왜 못 오시냐
고 또 물어보는 것도 싫었어. 상황을 얘기 못하고 ‘엄마
가 바빠서 못 와’, ‘아빠는 이번에 바빠서 못 와’ 이런 식
으로 말해줬어. 그때 당시에는 이혼이나 별거하는 가족
들이 별로 없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해줘야 할 때가 가장 
힘들었어.” -심층면담 中-

3.1.2 역경극복 중
그녀는 결손으로 인하여 경험한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해야 긍정적 감정이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
했다. 그러한 결과, 음악 듣기나 미드 및 연예인 동영상 
시청하기를 찾아내 혼자만의 시간을 활용하여 본인의 감
정을 컨트롤하고자 노력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혼자 있는 시간
에는 노래를 들었어. 그리고 훈련하고 남는 시간에는 그 
때 유행했던 일본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를 혼자 시청하
면서 기분을 좋게 했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동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 -심층
면담 中-

그리고 같은 결손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동기와 그의 
아버지를 통해 운동부 학부모회의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씩 걷어내게 되었다. 운동부 생활에서 그녀의 동기는 서
로 의지하는 친구가 되었으며, 동기의 아버지는 그녀의 
부모가 시합장 및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마다 
호의적인 말로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랑 같은 상황인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아빠가 나한테 
엄청 잘해주셨어. (중략) ‘기죽지 말라고 너희들이 왜 기
죽고 다니냐?’ 하면서 용기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 
우리 아빠가 시합장이나 학교에 못 왔을 때 친구아빠가 

다른 친구들 보란 듯이 매번 간식을 챙겨주셨어. 그러면
서 친구랑 서로 힘이 되고 의지하게 되었지.” -심층면담 
中-

3.1.3 역경극복 후
결손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감정들을 긍정적 감정으

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한 그녀는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방법을 통
해 얻은 긍정적인 정서는 다른 사람들과 더욱더 많은 상
호작용을 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사고나 행동을 생성하게 
되었다.

“내 마인드 자체가 강해졌다고 느낄 수 있었어. 결손이 
있어도 잘 살수 있다는 점을 나를 통해 보여줄 수 있다
고 생각했어. 친구들의 환경은 친구들의 환경이고 내 환
경은 내 환경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다보니 앞으로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심층면담 
中-

그리고 그녀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동기와 그의 아버지
는 학부모회의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을 줄여주는 역할뿐
만 아니라 부모님의 별거를 솔직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해주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자
신 있게 행동하게 되었고 외적상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나는 그 친구랑 아빠 때문에 이젠 모든 사람들한테 부
모님이 별거하고 있다고 먼저 말해. 처음에는 반응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당황하지 않고 떳떳하게 말했더니 오
히려 먼저 잘 챙겨주고 해서 좋았어. 차라리 먼저 말하
는 게 편하다고 느껴.” -심층면담 中-

3.2 ‘Ko’의 내러티브
현재 ‘Ko’는 투어대회를 뛰고 있는 골프선수로서 우승

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 초등학교 6
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로 골프를 시작하게 되었고, 중학
교 2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게 된다. 그는 운동부 선·후배, 동기, 프로님에게 
부모님의 이혼을 숨겨왔고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썼다. 하지만 프로님의 실수로 부모님의 이혼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자신을 측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다양한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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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역경극복 전
‘Ko’는 아버지와 누나가 떠나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의 
이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손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자신에 대한 분노를 경험하게 된다.

“누나는 부모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나는 얘기를 많
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두 분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부모님 화해는 어떻게 해
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
어. 하지만 이 부분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느
끼면서 답답하고 화가 났지.” -심층면담 中-

그리고 그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발생한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운동에 집중하기 힘들어했고, 집중력하락은 경기
력까지 영향을 미쳐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더
불어 골프가 싫어진 그는 훈련거부로 인하여 아버지와는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이에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한 그는 다리부상의 역경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조금씩 집안 걱정을 하면서부
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지더라. (중략) 크게 슬럼프가 
와서 운동하기가 싫어졌어. 골프는 심리운동인데 마음
이 불안정하니깐 당연히 집중력이랑 경기력도 떨어지고 
자신감까지 떨어지더라. (중략) 운동에 집중이 너무 안 
되니깐 가기 싫다고 아빠한테 말하고 엄청 싸운 일도 있
었는데 그 때 너무 화가 나서 아빠 앞에 있는 골프채를 
들고 정강이로 박살내 버렸어.” -심층면담 中-

3.2.2 역경극복 중
결손으로 인해 답답함과 분노를 경험한 그는 어떻게 

해야 풀릴지 계속 고민했다. 이러한 고민 끝에 여자 친구
에게 본인이 처한 상황과 힘든 점들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보다 결손을 먼저 경험하고 있었던 
여자 친구는 자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보
담아줄 것 같은 생각에 그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그 결과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고 
부정적인 스트레스와 정서를 줄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사실 여자 친구한테 많이 의지하고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 이 친구랑 힘들었던 점이나 가족 이야기
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됐어. 여자 친구네 부모님도 
이혼하셔서 공감대가 많았어. 여자 친구도 힘들면 나한
테 다 이야기해주는 성격이라 서로 의지하는 유일한 사

람이었지. 여자 친구가 없었으면 얘기할 곳조차 없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했을 거 같아.” -심층면담 中-

그리고 여자 친구의 응원 덕분에 그는 운동을 다시 시
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슬럼프를 경험한 그는 훈
련거부로 인해 스윙이 망가져 매우 힘들어했다. 예전의 
경기력을 되찾기 위해 그는 많은 고민을 했다. 그 결과, 
새벽운동의 계획과 친구들과의 부딪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운동기량을 향상시키려고 매우 노력하였다.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공 쳤던 것 같아. 친구들이 10∼
11시쯤 골프장에 도착하는데 나는 새벽6시에 나와서 
먼저 운동하고 점심에 집에 갔어. 친구들은 나를 보고 
2~3시간 운동하고 집에 가는 줄 알겠지만 새벽부터 운
동했기 때문에 친구들과 같은 운동량을 할 수 있었지.” 
-심층면담 中-

3.2.3 역경극복 후
그는 여자 친구에게 끊임없이 상담을 해서 운동을 다

시 시작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할 때마다 떠오르
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계속 나쁜 생각만 하면 한없이 우울해지고 운동에 집중
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괜찮아. 잘 할 수 있어. 다 
좋아질 거야.’라고 계속 생각했어.” -심층면담 中-

또한, 새벽운동을 계속한 그는 본래의 스윙을 조금씩 
되찾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스포츠자신감
(sport-confidence)은 자신감의 개념과 비슷하지만 스
포츠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지적인 개념
으로서 스포츠의 수행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능
력에 대한 믿음이다[24]. 그는 이러한 스포츠자신감을 통
해 프로선발전에 도전하게 되었고 어린나이에 프로자격
증을 취득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일단 운동에만 집중하다보니 고등학교 때 세미프로를 
딸 수 있었어. 그 후 대학 때 바로 프로를 따게 됐지. 당
시에는 따기가 어려웠는데 내가 노력한 덕분에 어린나
이에 프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때 너무 좋아하던 
아빠의 웃는 얼굴이 계속 생각나서 지금 까지도 골프를 
못 놓고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지.” -심층면담 中-

3.3 ‘Kim’의 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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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은 대학졸업 후 역경 극복과정 중 만난 연인과 
결혼함으로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어린신부이
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친언니가 다니던 검도도장에 놀러
갔다가 검도를 배우게 된 그녀는 뛰어난 재능으로 초등
부 전국검도대회에서 준우승하였다. 그녀의 재능을 발견
한 도장 사범님은 검도부가 있는 중학교에 그녀를 추천
하였고 그렇게 그녀는 학생선수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
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의 잦은 외도로 인하여 부
모님이 별거하게 되었고, 그녀의 친언니는 외국으로 유학
가게 되면서 그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결손을 경험한 그녀는 일상생활과 운동생활에서 
많은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

3.3.1 역경극복 전
과민성, 신경증, 불안, 불만 등과 같은 부모의 정서문

제나 부적응 등은 자녀의 정서에도 직접적인 자극과 위
협을 주게 된다. 그리고 습관적인 스트레스와 분노에 따
른 부모님의 적절치 못한 표출은 자녀에게 육체적·정신
적 고통을 주게 된다[23]. ‘Kim’의 어머니도 결손에서 오
는 스트레스를 가정폭력이라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표출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그녀는 어머
니로부터 큰 상처를 받게 되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빠가 완전히 안 들어오는 걸 알았
어. 그 때 엄마한테 많이 맞았는데 그 이유로 언니가 엄
마 옆에서는 공부가 안된다고 유학 가고 아빠도 바람피
워서 따로 사니깐 엄마가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
면 나한테 풀었던 것 같아.” -심층면담 中-

그녀는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역
경뿐만 아니라 운동부지도자의 차별이라는 운동생활 속 
역경도 경험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부재로 그녀의 어머니
는 일을 해야 했고 점차 그녀가 다니는 학교 운동부에 관
심을 두기 어려워졌다. 그녀와 같이 운동하는 동기나 선·
후배의 부모는 학교 운동부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인 
촌지관행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관행에 익숙해진 운동부 
지도자는 그녀를 차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도자의 차
별이 부모의 결손 때문에 나타났다고 생각했으며, 지도자
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느끼면서 운동을 중도 포기하게 
되는 역경까지 경험하게 되었다.

“우리 부모님은 못 오고 동기들 부모님들은 오셔서 코치
님 챙겨주고 하니깐 코치님이 동기들만 너무 예뻐  했

어. (중략) 코치님이 입상하면 면수건을 선물로 준다고 
했었는데 그 때 나만 입상해버렸어. 코치님은 나한테 안 
주고 싶었는지 면수건을 내 얼굴에 던져버리더라. 엄마
가 와서 좀 챙겨주고 하면 적어도 코치님이 예뻐했을 텐
데...” -심층면담 中-

3.3.2 역경극복 중
그녀는 일상생활 속에서 역경을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

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어머
니께 같이 댄스스포츠를 배우자고 의견을 제시했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어머니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난 엄마한테 댄스스포츠를 같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어. 
검도는 선수로서 하루 종일 훈련하는 거라서 재미없고 
힘들었는데 댄스스포츠를 취미로 배우니깐 나는 그 시
간만 기다려지고 너무 좋더라. (중략) 신나는 음악과 함
께 춤을 배우면서 서로 웃는 일이 많아지고 엄마의 기분
전환에 매우 도움이 된 것 같아.” -심층면담 中-

하지만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상황을 알고 나니 자신의 
어려움을 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 주변에는 조언을 
구하거나 마땅히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심리 상담을 검색해보고 직접 찾아갔다. 
결손으로 인한 역경을 경험하고 있음을 상담선생님께 말
하고 의지했으며 상담선생님의 도움덕분에 운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었다.

“선생님이 검도도 잘 모르실텐데 나를 위해서 검도로 갈 
수 있는 학교까지 찾아서 얘기해주니깐 너무 감동이었
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고 무언가 목표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선생님을 만난 게 나의 인생의 
전환 포인트야.” -심층면담 中-

3.3.3 역경극복 후
그녀의 어머니는 결손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그녀에게 

가정폭력이라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표출하였다. 이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녀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손상시켜왔다.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댄스스포츠
를 배우면서 어머니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고 상담선생
님의 도움으로 생활에 안정을 찾아가면서부터 자해행동
이 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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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자해를 안 하게 된 거지. 너한테도 말
했듯이 엄마가 때릴 때마다 방에서 자해를 정말 많이 했
어. 다시 검도를 시작하고 집중하고 스트레스를 풀다보
니 자해는 아예 안하게 된 거 같아.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상담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내
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 -심층면담 中-

또한, 그녀는 코치에게 차별을 느끼고 이후 운동을 중
도 포기하는 역경까지 경험하게 되었지만 상담선생님의 
도움으로 코치와의 관계가 천천히 회복되었다. 좀 더 나
아가 코치와의 훈련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 훈련이 빛을 
발휘해 대학입학에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입상을 많이 
하게 되었다. 결국 그녀와 상담선생님이 약속했던 대학입
학의 목표를 이루게 되어 뿌듯함의 감정을 경험했다.

“코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진 않았지만 상담선생님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어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조금씩 
코치님을 용서하기 시작한 것 같아. 코치님도 엄마가 와
서 얘기하니깐 나를 조금씩 봐주기 시작했고 개인연습
이랑 1:1연습도 하자고 했어. 그 덕분에 경기력도 많이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겨서 고3때 입상을 많이 하게 됐
지.” -심층면담 中-

3.4 ‘Cho’의 내러티브
‘Cho’는 현재 대학을 졸업 한 후 대기업에 취직하여 

열심히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이다. 그는 유년시절 유치원
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모두 태권도를 배워 운동을 시
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꾸준히 태권도를 취미로 배운 그
는 어머니와 관장님의 권유에 의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선수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동
시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부산으로 일하러 가면서 어머
니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서울에서 따로 살게 되었다. 그
는 아버지가 금방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
날수록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 갔고 장기적으로 아버지가 
부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많은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

3.4.1 역경극복 전
현대의 가정은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이혼으로 부재하

는 경우도 있지만 ‘Cho’의 아버지 경우처럼 직업 또는 다
양한 기타 이유로 인해 가정에서 아버지가 부재하는 경
우도 발생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갑작스
럽게 떨어져 생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평소 아버지의 

역할을 본인이 맡아서 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겼고, 혼자 
남은 남자로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
과 압박감까지 느끼게 되었다. 

“아빠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남자로서 엄마와 
여동생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과 압박감이 있었어. 아
빠는 항상 여동생 학원에 맞춰서 집에 데려다줬고 엄마
랑 항상 같이 장보러 갔었는데 이런 모습이 생각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아빠를 대신해서 이런 일을 해야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 (중략) 한편으로는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하는 부담이 생겼어.” -심층면담 中-

그리고 그는 부모님의 심부름 역할로 인하여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는 시간 때문에 정작 훈련시간을 맞출 수 없다보니 운
동량은 점점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동기들에 비해 실력
이 향상되지 못하는 운동부진의 역경을 경험하게 되었다.

“아빠가 부산에 있어서 전달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 
서류를 갖다드리거나 필요한 물건들을 기차타고 갖다드
렸어. (중략) 문제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심부름 역할
을 하는 시간이 운동을 해야 할 시간에 할 때가 많았어. 
가까운 거리도 아니기 때문에 부산에 가게 되면 훈련도 
못하게 되고 동기들에 비해 당연히 경기력이나 기술면
에서 조금씩 뒤처지는 걸 느꼈지. 만약 부모님이 같이 
계셨으면 심부름 역할도 안하게 되고 운동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심층면담 中-

3.4.2 역경극복 중
그는 일상생활에서 겪은 역할대행의 부담감, 책임감,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
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어머니에게 외식하는 시
간을 가지고자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서로간의 기본적인 사랑과 믿음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함으로서 가족에게 속마음을 내비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가정적인 가족의 모습’을 해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외
식하고 싶다고 많이 얘기했어. 자주 외식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려고 했지. (중략) 서로의 속마음이나 일
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서로 의지하게 된 시간이었
어.” -심층면담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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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기들보다 실력이 떨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을 보면서 자괴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된 그는 대학진학
과 연관 지어 입상에 대한 부담까지 나타났었다. 하지만 
열등감이나 자괴감, 입상에 대한 두려움은 그의 운동 동
기에 영향을 주면서 심부름 역할을 하는 날이면 나머지 
운동을 무조건 계획하고 훈련에 집중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부모님 일 때문에 훈련 빠지는 거라 코치님이 
훈련 참석 안 해도 뭐라고 안 해서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어느 날 시합준비해보니 경기력이나 기술이 동기들에 
비해 떨어진 내 자신을 보고 한심하고 자존심 상하더라. 
심지어 ‘이러다가 입상 못하면 대학도 못가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서 부산에 다녀오는 날이면 
무조건 못 채웠던 훈련량 만큼 남아서 운동했어.” -심층
면담 中-

3.4.3 역경극복 후
그는 가족과의 외식을 통해 가족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그를 어려워만 했던 여동생은 주말
에 함께 데이트도 할 만큼 관계가 좋아졌고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 아버지에 대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
다. 그에게 가족과의 외식하기는 단순하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및 남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해결하는 것을 해
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해
주었고, 대화를 통해서도 가족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표현과 대화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 지금도 여동생이
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그리고 가족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었어. (중략) 외식덕분에 나는 가족의 소중
함을 느꼈고 거기에서 많은 얘기를 한 게 모두 좋은 관
계로 지낼 수 있게 된 것 같아.” -심층면담 中-

운동부진이라는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나머지 운동을 
열심히 한 그는 늘어난 훈련량 덕분에 경기력이 좋아졌
다. 그래서 전국대회에서는 입상을 하게 되었으며 본인이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에
게 나머지 운동은 단순한 차원에서 동기들보다 실력이 
떨어져 나타난 자괴감과 열등감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입상과 본인이 원하던 대학까지 진학하게 만들었다.

“남아서 운동을 하다 보니 조금씩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꼈어. (중략) 자신감도 붙고 경기력도 좋아졌더니 입
상도 하게 됐지. 그 덕분에 내가 원하던 대학에도 입학

했어. 대학입학은 훗날 나의 가족을 위한 목표였고 가장 
처음으로 이룬 버킷리스트이기 때문에 나한테는 매우 
중요했어. 만약 대학도 안가고 고졸이었으면 내 자식들
에게 부끄러운 아빠였을 거야.” -심층면담 中-

4. 다시 이야기하기

4.1 대인관계의 개선 및 확대
부모의 이혼, 장기부재, 별거 등을 경험한 결손가정 학

생선수들은 양쪽 부모임과의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서 상대적인 열등감이나 인성발달이 적절
하게 되지 않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기 쉽다. 그래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소외되며 친 함을 형성하지 못하여 완만
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

“어린나이에 프로가 됐는데 그 때 나한테 골프 그만두라
고 했던 친구들이나 어른들한테 난 할 수 있다고 보여준 
거 같아. 더구나 프로만 딴 게 아니고 투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니깐 사람들이 다가오더라.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고 친해지니깐 내 상황을 떳떳하게 말하게 됐
어.” -‘Ko’의 심층면담 中-

하지만 위의 심층면담과 같이 결손가정 학생선수들은 
역경 극복과정에서 타인과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아
울러 확대나 개선의 변화 또한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들은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계획하
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통하여 한 분
야에서 실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과정은 결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관계의 어려움
을 해소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스스로 타인에게 결손
에 대한 경험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감까지 생기
게 되었다. 따라서 결손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이들의 
자신감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적극적
인 성격으로 변화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4.2 즐거움을 통한 긍정적 정서형성
결손가정 자녀들은 대부분 가정 내의 갈등 또는 가족 

구성원의 해체라는 환경적인 자극으로 인하여 우울이나 
불안, 불쾌,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의 반응이 나타
나게 된다. 하지만 결손가정의 학생선수들은 부모의 결손
상황에서 겪게 된 부정적 정서를 떨쳐버리기 위하여 드
라이브하기, 음악듣기, 노래 부르기,  좋아하는 드라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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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즐거운 감정을 유발시키려고 
했다. 즉, 결손가정을 경험한 학생선수들은 감정의 조절
을 위해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스스로 찾아 선택함으
로서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 정서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
였다.

“일단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신나고 재미있
었어. 그 순간만큼은 걱정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아. 노래 부르고 놀면 우울한 게 많이 사라졌고 노
래 부르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웃고 있더라. (중략) 신나
게 뛰어 놀고 나면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고 뭔가 짐 하
나를 덜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 
-‘Kim’의 심층면담 中-

“남자라면 차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내가 그 때 나이가 
안돼서 운전을 못하니깐 좋은 차타는 형들한테 부탁해
서 노래 엄청 크게 틀고 뽐내면서 드라이브했어. (중략) 
드라이브 할 때는 너무 시원하고 답답한 게 없어지는 느
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머릿속
이 비워지는 느낌이었어.” -‘Ko’의 심층면담 中-

따라서 결손가정 학생선수들은 역경 극복과정에서 스
스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역경 상황의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본인이 적극적인 탐색
과 함께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였다. 그리고 결손환경으
로 얻게 된 부정적 정서나 스트레스를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로 회복할 수 있게 자신의 힘과 의지에 의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4.3 문제해결력의 향상
보통 결손으로 인해 현실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지고 

타인과의 교제를 두려워한다거나 이와 반대로 충동적이
고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정신건강문제, 
부적응 행동,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과 같은 많은 역경에
도 부딪치게 된다. 이처럼 결손가정 자녀들은 사회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성
장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문제해결력이 부족하
게 된다. 하지만 역경 극복에 대한 과정을 경험한 결손가
정 학생선수들은 결손 등으로 인한 역경 상황에서 자신
에게 가장  잘 맞는 효과적인 방법의 발견과 미래의 역경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상황이 내 인생 최대의 고비였는데 이걸 통해서 자
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큰 배움이었고 최고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와도 그 때 경
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
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겼어.” -‘Lee’의 심층면담 中-

또한, 새로운 문제에 대해 대처하고 도전하는 힘을 가
지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역경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
법을 습득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역경과 관련한 문제 해
결력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문제 상황에 대
해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그리고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결국 역경 
극복과정을 경험한 결손가정의 학생선수들은 결손으로 
인해 발생한 역경을 통해 앞으로 어떠한 역경 문제가 발
생하고 경험하더라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5. 내러티브를 마치며

본 연구자는 결손가정 학생선수들이 경험한 역경 극복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
야기 속에서 발견된 많은 성장요인들을 스포츠지도자 또
는 편부모들에게 제공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
장요인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간의 ‘교육적 의
사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로서 
교육적으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교육
적 의사소통’은 교수자가 의도한 교육목표에 학습자가 도
달할 수 있게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 그들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통을 의미한다. 또한, 학교공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서 생겨날 수 있으며, 아울러 사회 또는 그 어
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교육적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
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교수자의 충분한 이해가 가장 먼
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직
접 전해들은 이야기 속에서 발견한 많은 성장관련 요인
들을 스포츠지도자나 편부모들에게 제공함으로서 결손가
정의 학생선수들에 대한 다양한 이해가 이루어졌으면 한
다. 또한, ‘교육적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짐으로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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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결손가정의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학생선수들이 더 
좋은, 더 나은 인격체로 성장하길 바란다.

끝으로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결손가정의 학
생선수들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결손가정 이
외의 다른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경험하는 학생선수 
집단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이
나 탈북자 가정, 조손 가정, 재혼 가정 등과 같이 결손가
정과 비슷한 환경에 처한 또 다른 학생선수집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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