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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목적은 스포츠지도자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활체육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 모델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으로 D 광역시 생활체육지도자 20명과 스포츠협동조합의 운영자 
10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자문위원 회의를 통해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결
과지의 답변을 분류하여 빈도분석과 해석하고 유형화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생활체육 활성화 모델로서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은 뜻이 맞는 생활체육지도자 5인 이상이 협동조합 지원센터의 교육을 통해 명확한 목적과 필요
성을 인식하고 조합원의 소통과 단합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한다면 생활체육지도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활체육 활성
화와 지도자의 전문화, 프로그램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스포츠 참여의 다양성과 생활체육의 발전에 필요하고 새로
운 방안이 될 수 있다.
주제어 : 스포츠지도자협동조합, 생활스포츠 활성화 모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d the possibility of sport leaders cooperative model 
promote life sport through the creation of stable jobs for sports leaders. For the study, a questionnaire 
in preceding study was revised through the advisory committee and used to survey 20 life sports leaders 
in D city and 10 operators of sports cooperatives. After analyzing and categorizing of the survey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Sports leaders' cooperatives can be a model for revitalizing 
life sports, if more than 5 life sports leaders recognize the clear purpose and necessity through 
education, and operate the cooperative through communications in unity of members. It is thought that 
this can a new method for the development of the diversity of sports participation and the 
development of life sports.
Key Words : sport leaders cooperative, model promote life sport, the creation of stable jobs, sports 

leaders. coope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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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생활체육은 현대사회의 대중문화와 여가활동에 있어

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제도로 발전하고 
있다[1]. 현재 생활체육 비참여자를 제외한 참여자 비율
이 2012년 43.3%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증
가하여 2020년 60.1%까지 증가하였다[2].

이와 같은 생활체육 참여율의 증가는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에 따른 지도자 배치 확대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어르신 지도자 배치 확대
와 함께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하였다. 이렇듯 생활체육
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생활체육 지도자의 확대가 필요하
다[3]. 이러한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
치사업은 2006년 995명에서 시작하여 2020년 2,800명
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4].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수요는 날로 증
가하는 데 비해, 그에 따른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을 들 수 있다
[5-8]. 스포츠지도자의 일자리 창출과 미약한 처우 등에 
문제점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스포
츠협동조합을 제안하며 이를 통한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
고자 한다.

협동조합은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 소유 기업으로서 단
기이익보다는 장기이익을 추구하며, 위험을 회피하는 운
영을 하게 되므로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자본투자보
다는 인적 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9].

스포츠협동조합은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 최근 증
가하고 있는 새로운 생활체육 종목 수요에 부응할 수 있
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지역 스포츠지도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스포츠협동조합은 스포츠클럽, 동호회 등과 관련하
여 스포츠지도자 파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
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한 영역으로 스포츠지도자의 일
자리 창출을 위해 스포츠협동조합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스포츠협동조합에 관한 연구는 
이재광, 정미연(2013), 허진석(2014), 김정동(2016) 등
의 연구 외에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10-12]. 

최근까지 체육, 스포츠 분야 일자리에 관한 연구는 다
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체육과학연구원에서는 체육의 분

야별 규모 및 일자리 현황과 고용 창출 효과를 분석해 고
용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이론적 토
대와 국내의 일자리 정책 성공 및 성공사례를 통해 국내 
스포츠산업 일자리 창출 방안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스포츠산업에 맞는 정책 방안을 발굴하였다[13-15]. 또
한 스포츠산업의 실업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
출,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스포츠 부문에서 사
회적 기업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 부문에서 
사회적 기업의 도입 타당성을 외국과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성공사례와 정책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벤치마킹
하여 한국의 스포츠 사회적 기업 도입 전략 및 방안도 함
께 제시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한 사회적 기
업 지원을 위해 협동조합의 정의, 개요, 설립 방법, 유형, 
현황, 지원 사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였다
[16,17]. 

이와 같이 스포츠 분야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스포츠지도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적인 방안을 제시한 연구나 스
포츠협동조합을 통한 활용방안과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
츠지도자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활체육의 발전 
모델로써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을 제안하고 발전 가능
성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첫째,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요인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스포츠협
동조합의 운영자에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애로사항과 문
제점을 분석한다. 셋째, 스포츠협동조합의 설립 시 가장 
중요한 점과 유의 사항을 분석한다. 넷째,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이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이 연구의 조사대상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선정하기 위
해 D 광역시 체육회와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지도자30
명을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연
락을 통해 본 연구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중 조사에 불성실하거나 미흡한 질문지 작
성자 10명을 제외한 생활체육지도자 20명을 최종선정하
였다. 

다음 조사대상으로 스포츠협동조합 운영자를 선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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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설립현황의 D 광역시 협동
조합 설립현황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에 해당하는 54개소의 스포츠협동조합 중 연락처를 알 
수 있는 26개소를 1차 선정하였다. 2019년 6월부터 8월
까지 선정된 스포츠협동조합 운영자에게 전화하여 본 연
구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이중 조사를 거절하거
나 연락이 안 되는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최종 10개소의 
스포츠협동조합 운영자를 최종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시행하였다. 생활체육 지도자와 스포츠협동 운영
자의 개인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ype Gender Age Career

Sport 
Leader

Male 5 20s 3 under 5 years 4
30s 7 5~10 years 5

Female 15 40s 6 10~15 years 6
50s 4 over 15 years 5

Sport 
cooperative 

manager

Male 2 30s 1 under 1 years 4
Female 8 40s 6 1~3 years 3

50s 3 over 3 years 3
Total 30

Table 1. Subjective specialist 

스포츠협동조합 운영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업종, 주 
사업내용, 유형, 설립 준비 기간, 총조합원 수, 총 출자금
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Table 2와 같다.

2.2 조사도구 
이 연구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및 스포츠협동조합 운

영자의 의견을 통한 자료가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질문지법 중 개방형 질문(open ended question)으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응답자가 자기 주
관대로 질문에 자유스럽게 응답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
문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질문지를 도출하기 위해 하지용
(2004), 유현종(2019), 장승희(2019)의 스포츠지도자에 
실태, 직무환경,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에서 사
용한 설문지[18-20]에서 일반적 특성과 경제적인 면, 사
회적인 면, 제도적인 면에 관련된 문항을 분석하여 본 연
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전문가 회의를 통해 문
항을 도출하여 사용하였다. 

스포츠협동조합 운영자의 질문지는 김정동(2016)의 
한국 스포츠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 연구[12]에서 사용
한 스포츠협동조합의 실태조사 질문 문항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3 조사방법
생활체육지도자 및 스포츠협동조합 운영자가 근무하

는 장소나 약속한 곳으로 연구자가 방문하여 지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참여도를 높
이기 위해 사전에 전화로 조사의 목적을 설명하고 조사 
시간을 약속 후 진행하였다. 약속한 시간에 현장에 방문
하여 운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조사하였다.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는 전화로 조사의 목적
을 설명하고 E-mail 조사법을 실시하였다. 조사 진행은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였다.

NO Sectors Major bussiness type Preparation 
period(month)

Number of 
members

Total contribution
(man-won)

1 Education service Special physical education Social 12 5 1,000
2 Education service Sports Education Service Social 12 5 1,000
3 Physically challenged Culture and physical education 

business Social 8 5 1,000

4 Service Competitions, leader training, 
consignment Social 12 8 1,000

5 Competition, youth club 
operation

Attracting competitions, 
joint sports business Businessman 6 5 2,350

6 Service Sports competition operation, 
equipment rental Businessman 12 5 1,000

7 Education service Youth Sports Education Service Businessman 5 10 10,000
8 Education service Soccer Class, Sports Goods Sales Multiple 

understanding 2 5 100
9 Service Sports Goods Sales Businessman 2 5 1,200
10 Service Sports Education Service Businessman 12 5 500

Table 2. General information of sports cooperative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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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료처리
생활체육지도자 및 스포츠협동조합 운영자를 대상으

로 현장 또는 E-mail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첫째, 문헌 고찰을 통해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면접 조사를 마친 후에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

를 원자료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의 개인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하였다.
넷째, 수집된 자료는 각 설문 문항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준에 따라 응답자의 진술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분류하
여 한글 워드로 문서화 하였다.

다섯째, 결과의 기술은 응답자의 생각에 가장 근접하
도록 분류한 후 기술하고 해석하였다. 때에 따라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의 표현도 있으나 될 수 있으면 최대
한 그대로 기술하였다.

여섯째, 기술한 내용을 생활체육지도자와 스포츠협동
조합 운영자의 일반적인 사항,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제도적 요인의 현황과 문제점 및 애로사항 그리고 생활
체육지도자의 스포츠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대안 등의 내용을 유형화하여 결과로 도출
하였다. 

일곱째, 도출한 연구 결과와 문헌 고찰을 통해 얻은 이
론적 틀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모델로서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문헌 조사와 질문지 개발 등의 자료수집과 
자료분석 과정에서 연구의 진실성 및 타당성 제고를 위
해 대학교수 1명, 박사 연구원 3명, 협동조합 전문가 1
명, 생활체육 전문가 1명 등 총 6명의 자문위원을 구성하
여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3. 결과
3.1 생활체육지도자의 현황 및 문제점

3.1.1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제적 요인
첫째, 급여만으로 생활 유지가 가능한가에 관한 질문

에서 “아니요” 15명(75%), “예” 5명(25%) 순으로 나타났
다. “아니요” 에 대한 이유로는 현재 물가에 비해 적은 급
여, 기혼자는 가족과 생활하기에 급여가 적고, 맞벌이가 
아닐 경우 힘들고, 교통비,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답
변으로 급여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적당한 급여에 관한 질문에서 “아니요” 14명
(70%), “예” 3명(15%), “부족함, 조금 부족” 2명(10%), 
“잘 모름” 1명(5%) 순으로 나타났다. “아니요”에 대한 이
유로는 기본급여 및 여비가 적으며 연차수당 등이 없으
며, 행사로 주말 출근이 많다, 지도 외에 행정, 행사업무
가 많다. 등으로 답변하였다. 

셋째, 타 직종과의 급여비교에 관한 질문에서 “적다” 
등 15명(75%), “보통” 2명(10%), “같은 수준” 1명(5%), 
“모름” 1명(5%), “비슷하다” 1명(5%) 순으로 나타났다. 
“적다” 등에 대한 이유로 계약직으로 기본금이 낮고 수당
이 없으며, 타 직종은 호봉 및 수당 등을 지급함, 타 직장
인 대비 적은 급여, 일반 강사 수당, 개인 강습보다 급여
가 적다. 최저시급이다. 등으로 답변하였다.

넷째, 경제적 요인에 관한 애로사항, 문제점에 관한 질
문에서 “급여가 적고 고용이 불안하다.” 10명(50%), “교
통비가 부족하다.” 4명(20%), “없다.” 3명(15%), “호봉제 
도입 및 수당 지급” 2명(10%), “지도자 부족” 1명(5%) 순
으로 나타났다. 

“급여가 적고 고용이 불안하다.”에 대한 이유는 적은 
급료로 생활이 어렵다. 기혼자들은 아르바이트해야 한다. 
부모님 도움 없이 독립은 불가능, 고용불안과 개인 강습
과 비교해 월급이 적다, 타 직종에 비해 급여가 적다, 기
혼자는 가정을 유지하기 등으로 답변하였다. 

3.1.2 생활체육지도자의 사회적 요인
첫째, 지도자로서 자부심에 관한 질문에서 “예” 19명

(95%), 보통 1명(5%) 순으로 나타났다. “예”에 대한 이유
는 나로 인해 어르신들이 건강과 활력을 느끼신다. 자부
심을 느낀다. 회원이 만족한다. 좋아하는 일이다. 지역주
민 건장 증진 등으로 체육활동을 통한 긍정적인 면을 답
변하였다. 

둘째, 현재 직장생활이 입사 전과 비교했을 때 안정되
고 만족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 “예” 10명(50%), “아니
요” 4명(20%), “보통” 4명(20%), “대체적 만족” 1명(5%), 
“그냥 그래요” 1명(5%) 순으로 나타났다.

“예”에 대한 이유는 취미가 직업이 되어서, 직장이 있
으니, 지도 활동으로 인한 만족감이 큼, 월급이 적긴 하지
만 전체적인 부분에서 개인 강습보다 안정적이고, 계약직
인 관계로 고용이 걱정되긴 함 등을 답변하였다. “아니
요”는 급여, 괴리감(남이 볼 때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아
님), 아르바이트보다 페이가 높다 등으로 답변하였다.

셋째, 참여자와의 대인관계에 관한 질문에서 “좋음” 
16명(80%), “보통” 2명(10%), “나쁘지 않음” 1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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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그렇다.” 1명(5%) 순으로 나타났다.

“좋음”에 대한 이유는 오래도록 지속된 관계로 인해 
이해도가 높아짐, 만족도 좋음, 신뢰성 아주 좋음, 좋아하
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부모처럼 지도할 때가 많음, 회원분
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심, 대인관계 좋은 편
임, 등으로 답변하였다.

넷째, 상사 및 동료와의 대인관계에 관한 질문에서 
“좋음” 15명(75%), “보통” 3명(15%), “만족” 1명(5%), 
“안 좋음” 1명(5%) 순으로 나타났다.

“좋음”에 대한 이유는 공감력이 많아서, 배려심 많음, 
상호존중, 서로의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회의를 통해 잘 
해결됨, 가족 같은 상사 등으로 답변하였다. 

다섯째, 사회적 요인의 애로사항, 문제점에 관한 질문
에서 “없음, 없다.” 8명(40%)으로 가장 많았고, “휴무, 휴
가 부족” 3명(15%), “수업지도 외 업무 과중” 3명(15%), 
“지도자 인식 부족” 2명(10%), “프로그램 개발 및 수정” 
1명(5%), “수업 장소 불안정함” 1명(5%), “서로의 입장 
차이 개선” 1명(5%), “재정적 문제” 1명(5%) 순으로 나타
났다. 

3.1.3 생활체육지도자의 제도적 요인
첫째,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상태에 관한 질문에서 “없

음, 나쁨” 13명(65%), “보통” 5명(25%), “모름” 2명
(10%)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 나쁨” 등에 대한 이유는 
후생복지제도가 없다. 좀 더 많은 복지제도가 생겨야 한
다, 올해 조금 책정됐다. 라고 답변하였다.

둘째, 인력의 구분 및 충원에 관한 질문에서 “필요함” 
등이 16명(80%)으로 가장 많았고, “불필요, 적당하다” 2
명(10%), “보통” 2명(10%) 순으로 나타났다. “필요함” 등
에 대한 이유로는 많은 사업으로 업무 분담으로 지도자 
역할에 충실, 매년 지금 업무가 늘어남, 행정업무까지 무
리가 있음 등으로 답변하였다. 

셋째, 국가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질문에서 “미흡, 개선 
필요” 등이 16명(80%)으로 가장 많았고, “모르겠다.” 3명
(15%), “좋아짐” 1명(5%) 순으로 나타났다. “미흡, 개선 
필요” 등에 대한 이유는 불안한 고용 형태, 비현실적인 
급여, 복지제도 부족 등으로 답변하였다.

넷째, 정규직 전환에 관한 질문에서 “필요함” 등이 19
명(95%)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 1명(5%) 순으로 나타
났다. “필요함” 등의 이유로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고용불
안 해소, 직업에 자존감, 사명감을 극대화, 근로 의욕과 
삶의 질 향상, 체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등으로 답변하

였다.
다섯째, 지도자 처우개선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에서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10명(50%)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확보를 통한 임금체계 개선” 6명(30%), “복지 처우
개선, 자기 계발 시간 필요“ 4명(20%)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제도적 요인에 애로사항, 문제점에 관한 질문
에서 “인원 충원으로 현장 지도와 행정업무 구분” 7명
(35%), “없음, 없다” 5명(25%), “휴일 근무 후 대체 휴무 
필요” 3명(15%), “일치하지 않는 행정 및 부정부패” 3명
(15%), “각 시도별 급여제도 획일화” 1명(5%), “잘 모름” 
1명(5%) 순으로 나타났다. 

3.1.4 생활체육지도자의 스포츠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첫째, “스포츠지도자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 모름” 19명(95%)으로 가장 많았고, 
“네” 1명(5%) 순으로 나타났다. 지도자 대부분은 스포츠
지도자협동조합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에 
대한 이유는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다. 라고 답변하였다. 

둘째, “스포츠지도자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고 설립 
및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모름” 9명
(45%)으로 가장 많았고, “네, 좋음” 5명(25%), “아니요” 
3명(15%), “생소, 보통, 생각 필요” 3명(15%) 순으로 나
타났다. “모름”에 대한 이유는 아직 잘 모름, 정보 미흡 
등으로 답하였고, “네, 좋음”은 발전 가능성 있는 단체로 
참여하고 싶다. 체육 발전에 이바지, 이득이 된다면 참여 
등으로 답변하였다.

셋째, “주변 지도자들에게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에 
대해 알려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13
명(65%)으로 가장 많았고, “모름, 알 수 없음” 6명(30%), 
“아니요” 1명(5%) 순으로 나타났다. “예”에 대한 이유는 
일자리 창출,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음, 좀 더 
젊을 때 도전해 보고 싶다. 등으로 답변하였다. “모름, 알 
수 없음”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가 없음, 생각해 보겠다. 
등으로 답변하였다.

넷째 “귀하께서는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스
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
에 “모름” 7명(35%)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의견으로 스
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의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이지만 긍정적이다. 협동조합이 지도자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면 충분히 설립되어야 함. 일상생활의 환경들에서 병
들어가는 시민들에게 좋은 대안일 것 같다. 등으로 답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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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
첫째,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경제적인 면

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도자는 일자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경제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철저한 준비와 사업성이 확실하
면 가능하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 7명(70%)과 운영자는 
사업수익에 큰 도움은 없다, 매우 힘들어 보임 등의 부정
적인 답변 3명(30%)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사회적인 면
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지도자 권익향상 계기”, 
“지도자의 전문화 및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한 체육 
활성화”, “생활체육 활성화에 필요하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 7명(70%)과 매우 힘들어 보임, 많이 부족하다 등의 
부정적인 답변 3명(30%)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제도적인 면
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의사 결정이 반영되어 고
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됨”, “발전 가능하다.”, “가
능성이 높다.”, “긍정적이다.” 등의 긍정적인 답변 7명
(70%)과 “매우 힘들어 보임”, “앞으로 정착이 필요하다.” 
등의 부정적인 답변 3명(30%)으로 나타났다.

3.3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 또는 유의 사항

스포츠지도자가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중요한 점에 대
한 질문에 “협동조합 목적과 목표의 명확성, 이해와 조합
원들의 소통, 참여, 필요성 인식 ”6명(60%)과 “저수익, 
처우개선 어려움 극복” 1명(10%), “기업가 정신” 1명
(10%), “지속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이사(직원) 필요” 1명
(10%), “상시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1명(10%)이 답
변하였다. 

3.4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이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새로운 대안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이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새로
운 대안에 대한 질문에 “기존의 영리사업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협동조합 형태로 운
영된다면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좋은 
방법이다.”, “지도자의 전문화 및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
해서 도움이 됨”, “스포츠 참여의 다양성 필요”, “생활체
육의 발전에 필요, 새로운 방안” 등으로 전원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스포츠협동조합을 통해 스포츠지도자의 안

정된 일자리 창출로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한 모델로서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을 제안하고 발전 가능성을 분석
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제적 요인에서 

현재 물가보다 급여가 적고, 지도자 업무 외 행사업무, 행
정업무 등이 많이 있으나 연차수당, 기타 수당이 없다. 그
리고 타 직종보다 호봉과 수당이 없으며, 개인 지도보다 
급여가 낮고, 최저시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
른 애로사항과 문제점으로 기혼자는 급여가 적어 아르바
이트를 병행해야 하며, 이동이 많은 지도자 특성상 교통
비가 부족하여 호봉제와 수당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하여 체육과학연구원(2011)
은 근속 수당과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직급 수당, 교통
비, 기타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비정규직 지도자 보수의 
평준화로 저임금, 열악한 업무환경을 문제시하였고[21], 
정규직은 호봉제, 비정규직은 고정급 형태로 근속 시간이 
늘어날수록 임금 격차는 더욱 커지며, 체육지도자의 임금
수준은 그 전문성이나 주체적인 역할에 비해 현저히 낮
은 수준이라고 하였다[22]. 또한, 임금 책정 및 수당에 대
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임금 책정
에 대한 표준급여체계로 설정하고, 시간제 수당이 아닌 
인원에 따른 배분제 수당으로 전환하여 명확한 근거를 
지도자에게 교육해야 한다[23]고 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적 요인에서 지도자는 참여자의 건강과 
활력 증진, 만족감으로 자부심이 있으며 좋아하는 취미가 
직업이 되어 지도 활동에 만족한다. 그러나 계약직으로 
불안정하고 급여, 복지 등이 입사 전과 비교해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도자는 참여자와 오랜 지속 
관계, 만족도, 신뢰성이 좋고 부모처럼 지도하여 참여자
와의 대인관계가 좋으며, 직장 상사와 동료 지도자 간의 
대인관계는 같은 직종으로 공감력, 배려심, 상호존중이 
많으며 가족 같은 동료로 팀워크가 잘 맞고, 의견 차이 
시 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
에서 애로사항 및 문제점으로 대체 휴무나 휴가 등을 마
음대로 사용 못 하고, 지도자 몸 상태와 관계없이 수업해
야 하며, 수업 장소 불안정, 소수에게 편중되는 업무 과
중, 사업업무와 행사로 인해 수업 위주는 힘들고, 수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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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회원 간의 욕심으로 다툼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하여 김옥태, 이승희(2010)
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소명 의식 및 목적의식과 같은 전
문성인식이 높아질수록 스스로 자긍심으로 인해 능력향
상, 직업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24], 생활체육 
지도자의 수업지식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참
여자를 이해시키는 지식이 높을수록 인간관계 능력이 높
다는 점[25]을 확인하였다. 지도자의 직업 만족도는 참여
자와 직장 동료와의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
으나, 열악한 근무 여건, 낮은 처우와 신분보장과 반복적
인 업무, 복리후생과 직업으로서의 장래성 부족 등으로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다[26,27].

마지막 제도적 요인에서 후생복지제도가 미흡하며, 인
력 충원으로 행정과 지도자 업무 분담으로 지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지도자의 정부 정책과 제도에 대해 불안
한 고용 형태, 비현실적인 급여, 복지제도 부족, 제도적으
로 관리가 미흡하고 개선과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고용불안 해소, 직업에 자존감, 
사명감을 극대화로 근로 의욕과 삶의 질 향상으로 나아
가 체육 발전을 위해 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이 반드시 필
요하며, 처우개선은 우선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과 
임금체계 개선, 복지제도 신설과 수업 질 향상을 위한 자
기 계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은 인원 충원으로 현장 지
도와 행정업무의 구분, 휴일 근무 후 대체 휴무가 필요, 
행정 및 부정부패를 묵인, 각 시도별 급여제도 획일화 등
이 있다. 지도 활동은 만족하고 있으나, 고용불안, 처우 
문제, 급여와 실질적인 지도 활동 환경이 열악하여 언제
든 이직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좋은 자리가 생기면 이직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하여 권연택, 빙원철(2020)
은 실제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업무 분담과 규정 마
련, 자기 계발 시간 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으며[23], 근무 여건 및 환경에 관한 인식연구에서 
지도자의 처우 중 가장 우선 개선되어야 할 부분에서 고
용 안정성 강조하였다[5]. 

또한, 대부분의 지도자는 고용 자체가 불안정한 비정
규직이고, 정규직이라고는 체육 교사 또는 체육 관련 단
체의 사무직 정도이다[28]. 비정규직은 재계약을 위해 정
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으로 말미암아 이직을 고려한다. 이러한 고용의 
안정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제·
개정이 선행되어야만 하였다[22,23,26,29,30]. 

둘째, 스포츠협동조합의 운영자는 스포츠지도자 협동
조합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경제적 요인에서 지도자의 
일자리 안정, 창출, 확대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며, 철저한 
준비와 사업성이 확실하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타났고, 
사회적 요인에서는 지도자 권익향상의 계기와 전문화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한 체육 활성화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도적 요인으로는 의사 결정이 반영되어 고용안
정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고, 발전 가능하며, 도전해 볼 
가치가 있다. 등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하여 김정동(2016)은 경기 
불황으로 회원 감소, 영세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
운 일자리 창출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스포츠협동조합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명
칭도 생소하고, 스포츠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나 관련 연
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12].

스포츠협동조합은 스포츠 분야에서 스포츠의 문제를 
정부나 공공단체에 요구하지 않고, 같은 목적을 가진 사
람들이 모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다. 

이러한 스포츠협동조합은 대표적인 인적 결합체로서 
협동조합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교육
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스포츠협동조
합에서 교육은 조직 경쟁력의 핵심이다. 자생적이면서 지
속할 수 있고 독립성을 갖춘 조직문화가 형성되려면 무
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12,31]고 하였다.

셋째, 협동조합 설립 시 가장 중요한 점과 유의 사항으
로 협동조합에 목적과 목표의 명확성, 이해와 조합원들의 
소통, 참여, 필요성 인식하고 저수익, 처우개선 어려움 극
복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정동(2016)은 스포츠협동조합을 설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설립목적을 통해 뜻이 맞는 조합
원을 모집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모임을 통해 설립 동기, 
배경 및 목적을 상기시키며, 조합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12]. 

또한, 다양한 거래처를 사전에 개발해야 하며, 다른 협
동조합과 협력관계를 잘 형성하고, 경제의 자율성 제고, 
사유권 보장, 이윤획득으로 조합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조합원의 수를 증가시키며, 시장경쟁의 활성화, 회원의 
개인적 자유 영역확충, 수많은 경제 주체의 자율성을 보
장하여 체제를 개선한다[32,33]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이 생활체육 발전
을 위한 새로운 대안에 대해 스포츠협동조합의 운영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한다면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도자의 전문화와 프로그램의 향상에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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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며, 스포츠 참여의 다양성과 생활체육의 발전에 
필요하고 새로운 방안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하여 김정동(2016)은 스포
츠협동조합은 새로운 법인격 도입으로 경제 활력을 높여 
임의 단체보다 안정적인 조직으로 불안정한 스포츠지도
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포츠 관련 분야 
고용의 특징인 노동 유연성, 강습 단위의 고용, 임금 격
차, 전반적으로 낮은 보수의 문제 등을 극복하고, 장기 고
용으로 가장 큰 문제인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발
생[12]할 거라고 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으로 인해 그들의 이익을 다시 환경에 
재투자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스포츠 분
야 환경을 개선으로 사회서비스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
여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물가안정, 경제안정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
들고 유지하는 것,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부
를 생산하는 것, 인간노동을 품위 있게 하는 것, 노동자들
의 민주적인 자기 경영을 가능케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
을 도모하는 것[34-36]을 스포츠지도자협동조합의 목표
로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스포츠협동조합을 통해 스포츠지도자의 안

정된 일자리 창출로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한 모델로서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을 제안하고 발전 가능성을 분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하여 문헌 고찰과 생활
체육지도자와 스포츠협동조합 운영자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통해 스포츠지도자협동조합의 발전 가능성에 대
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제
도적 요인의 현황 및 문제점과 스포츠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알 수 있었다.

둘째, 스포츠협동조합 운영자의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제도적 요인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이 나타났다.

셋째, 스포츠협동조합의 운영자가 경험한 설립 시 가
장 중요한 점과 유의 사항으로 협동조합에 목적과 목표
의 명확성과 조합원들의 소통, 참여, 필요성 인식하고 저
수익, 처우개선 어려움 극복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모델로서 스포츠지도자 
협동조합은 뜻이 맞는 생활체육지도자 5인 이상이 협동

조합 지원센터의 교육을 통해 명확한 목적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합원의 소통과 단합으로 협동조합을 운영한
다면 생활체육지도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생활체육 활
성화와 지도자의 전문화, 프로그램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스포츠 참여의 다양성과 생활체육의 발전에 필요
하고 새로운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의 방향을 다음
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협동조합은 본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보, 인식 부재 등으로 잘 모르는 지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현재 운영 중인 스포츠협동조합의 조
합원과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존 스포츠 활동과 운영방식
과 협동조합을 통한 스포츠 활동과 운영방식에 차이점과 
문제점 등의 실태조사를 통해 비교하고 알아볼 수 있는 
후속 연구 필요할 것이다.

둘째, 현재 생활체육지도자가 지도하고 참여하는 스포
츠클럽을 성공적인 스포츠협동조합으로 설립할 수 있도
록 국내 스포츠협동조합의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고, 해
외 스포츠협동조합에 대한 사례조사 후 비교 분석하여 
벤치마케팅을 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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