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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the educational zeal of mothers with

winter sports students in secondary schools appears on the network charts. [Methods] It lasted 28 days
from February 6 to March 5, 2017. Starting with a description of the QNA,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on a tape recorder to carry out the project. Data analysis were divided into four areas(Family, Friend,

School, etc.) and 13 associative words(enthusiasm, intelligence, performance, entry, success, sacrifice, atmos-
phere, polarity, competition, vicarious, satisfaction, economic power, anxiety, stress) to attach associative word

stickers according to color. [Results] As a result of inducing arbitrary interpretation of the network subject's

educational network, it was possible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mothers' sports education in three
dimensions. In addition, although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areas around "I" on sports education

charts, the distance between associative words and network charts has gradually moved away from the

same person as their children go on to school. [Conclusions] The methodological significance of this
study has been found to be very useful in visualizing an individual's educational network by utilizing

qualitative network analysis and in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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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치열한교육경쟁에의해야기된부모의지

나친 교육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때마다 교육전문

가들은 학력·학벌주의 타파, 학부모 의식 개혁과 입시정

책개선 등을 입버릇처럼 지적한다(Kim & An, 2003).

특히 우리 정부는지난 40여년간 추진한평준화교육정

책을 지속해서 시행하나 여전히 우리사회의 교육열은

식을 줄 모른다.

그동안교육사회학학자들사이에서한국사회의교육

열을이해함은 물론고유한이론적틀을마련하기위한

노력이이루어져왔다. 이에대해가장활발한논의를펼

쳐온 Oh(2002)는 한국사회의교육열을설명할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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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교육사회학적이론을검토한결과, ‘교육출세론’,

‘집단경쟁체제론’, ‘경험확대공유론’, ‘외국어자본론’ 등의

네가지가설수준의이론을제시했다. 이어 Kang(2008)

도 한국사회의교육열에대한이론화를역시모색하면서

‘지위지향적교육열’, ‘가족주의적교육열’, ‘상징주의적교

육열’, ‘결과주의적교육열’ 등의성향들로나누어설명하

고, 이러한네가지성향의교육열이신분상승에대한욕

구와맞물려나타나고있음을주장했다.반면Lee(2011)

는 교육열을 ‘동기<인식<행위<현상’으로 분류·파악했으

며, 교육열의 동기를 ‘자녀성취욕구’로 해석한 바 있다.

이로인해지금의교육열은긍정적인의미로해석하기

보다는치맛바람, 과열된사교육의열풍, 지나친입시경

쟁,더나아가조기유학이나기러기아빠등의사회문제를

일으키는부정적인용어로사용되고있다(Ryu&Hong,

2012). 이에Choo(1999)는학부모들이자녀교육과관련

하여그들이갖는욕망으로서결국부모가자녀의학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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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대리만족하려는것이라고지적한다. 그러나부모들의

열화가우리나라교육발전및사회발전의원동력으로작

용해왔다는점에서는이견이없다(Kim, 2003). 결국부

모들의교육열은결국한국교육제도와정책에영향을미

쳐경제성장에밑받침이되는인간자본을형성하는데기여

했다는긍정적인평가를받기도한다(Han&Kim, 1990).

하지만 Kim(1992)은 교육열이교육받을자녀의열의

라기보다교육을기대하는사람즉,학부모의열의라는점

을강조하고있다. 이는부모의높은교육열이사회적조

건속에서형성된자녀의교육에대한부모들의기대와열

의에기초하고있다고해석할수있다. 이에 An&Kim 
(2005)은 교육열이란자녀교육에대한부모의열정으로

서자녀에게갖는관심과기대라는무형의자본과지원및

조력이라는유형의자본이결합하여긍정적인내재적가

치의 구현과 부정적인 외재적 가치의 추구라는 형태로

표출되는내면의심리적행위라고정의한다.이외에도사

회적현상혹은개인의심리적동기측면에서교육열이논

의되었으며, 연구자에따라학력및학벌쟁취현상(Oh,

2008), 자녀교육경쟁열(Park, 2009), 자녀에대한성취

욕구(Lee&Kim, 2003), 사회적욕망혹은교육에대한

집착 에너지(Kang, 2007) 등으로 정의되고있다.

한편 부모는 자녀교육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이며,

매니저이자 후원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Sung &

Yoo, 2011). 유소년골프선수의스포츠자신감에대해연

구한Kim(2018)은부모로부터얻는안정감과같은정서

적지지,기술에대한피드백,골프관련정보및필요비용

등을제공한다는측면에서부모의지지가유소년골프선

수의자신감을향상시킨다고밝혔다.이는부모가자녀에

게가장중요한영향력을행사하는사람이며,양육에있어

서 가장 중요한 최초의교육자이다.

이를통해자녀의스포츠활동을통해부모는목표를상

향조정하고,그과정에서타인에게인정을받음에따라열

성의정도가높아질수있다.일례로Chae(2008)은우리

나라쇼트트랙선수들의부모들을대상으로조사하였는데

부모의열성적인지원이자녀들의기술습득과정에긍정

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을밝힌바있다.결국부모의열성

이자녀가엘리트스포츠선수로진로를결정하는데중요

한요소임을의미한다.

이와같은현상은부모의정신적·물질적지원이자녀가

스포츠에진지하게입문하는계기(Brustad, 1993;Cote,

1999)를 만들 뿐만 아니라 운동수행에도 영향(Holt,

Tamminen, Black, Sehn, &Wall, 2008)을미친다고밝

히고있다.이러한선행연구들은공통으로자녀들이스포

츠에참여하고자신의재능을지속적으로개발하기위해

서는부모의지원이주요함을역설하고있다. 이를통해

‘테니스대디’, ‘하키맘’, ‘피겨맘’과같은신조어가등장하

였고,열성적으로뒷바라지하는부모들을사회적현상으

로서접근하고있다. 그러나자녀교육만큼은아버지보다

는어머니가주도적이다(Sohn, 2000). 우리사회에서자

녀교육은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고,

교육열 표출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결정적이다(Kim,

2003). 이는결국교육의성과여부가어머니의역할임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Sohn(2010)은 한·일 양국 어머니의 교육

열을비교한결과, 자녀교육에대한책임의식은두나라

모두공통점을보이고있으나우리나라어머니들이일본의

어머니들에비해 ‘교육매니저’로서정보수집과자녀의학

습적측면을지나치게강조함을밝혔다. 이에 Lee(2007)

는교육열표출에있어어머니의역할이결정적으로작용

되고있으며, ‘돼지엄마’란신조어가대표적인사례라고말

한다. 돼지엄마란 강남 교육정보의 전령사로서 자신의

자녀교육에자타가공인하는성공한어머니를일컬으며,

소위명문대학에입학하는것을최대의덕목으로삼는어

머니들사이에서만나고싶은선망의대상이다(Kim, 2013).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사회의교육현상을이해하는데

교육열이핵심적인개념일뿐아니라과거와현재를파악

하고 미래를 예견하는데빠뜨릴수없는현상이다(Lee,

2002). 이러한현상은이전부터우리어머니들이 ‘맹모삼

천지교’를따르는것을하나의미덕으로삼아자녀교육을

위해자신들의삶을희생하는것을아름다운모습으로묘

사되었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Kim, 2008). 이는시

대와상관없이여전히자녀의교육에있어서어머니의역

할이매우중요함을의미하며,동시에자녀의상급학교진

학여부는곧어머니의능력지표로서작용하고있음을의

미한다.

이처럼어머니의능력은스포츠현장에서도요구되는데

Chung&Kim(1996)은부친보다는모친의스포츠권유

가자녀의입상경험이높게나타나며,이러한근본적인원

인으로는부친에비해선수로서필요한용구및기자재지

원그리고실질적인매니저로서역할을하기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Park(2008)는 과거자신은여느피겨맘처럼

아이와온종일같이다니고훈련시간에도늘링크장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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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기하다 보니 다른 어머니들과 자주 접할 기회가 상

대적으로 많아 다른 코치의 정보나 훈련비용, 진학 등의

정보들을 자연스럽게 공유한 적이 있다고말한다.

이어Kim&Lee(2001)도국내초등학교스케이트선

수들이어려운훈련을이겨내는데주요한역할을하는사

람은 ‘어머니’이며,많은시간을자녀의훈련시간을비롯한

모든교육에있어지지자로서열성을보인다고한다.이를

통해스포츠교육열이란스포츠와교육열의합성어로자

녀가하는스포츠활동을지지하는동시에대리만족과자

녀의스포츠커리어의성공을기원하는부모의열의로정

의할수있다.그러나이러한선행연구들은스포츠교육열

을단순히사회적현상으로해석하거나경기력에영향을

주는 요소로만 밝힐 뿐, 운동선수를 둔 어머니들의 교육

열을깊이있게분석한것이아니기에교육현상에대한연

구자료로서미비한면이있다.첫째, 선행연구의대부분이

과도한사교육현상으로인한어머니들의교육열에만조

사하고있다는점이다. Jang(2014)은목동어머니들의사

교육 현상과 상황적 구조 및 한계를 밝히고자 연구한 결

과,과도한사교육은존재의부재(不在)라는근본적인한

계를가지고있다고밝혔다. 그러나스포츠교육열은저

마다진로가결정된상태에서학부모와자녀모두상급학

교진학또는실업팀취업이라는공통된목표를갖고있기

에단순히사교육을통해자녀의학업증진을목적으로교

육열이높은어머니들과는다르게접근할필요가있다.둘

째,스포츠교육열에대한부모들을조사한선행연구는수

치화된통계프로그램을활용하여사회적관계를파악하고

있어교육열에대한구체적인현상을파악하는데제한적

이다.일례로Lee et al.(2015)는자녀가리듬체조선수로

활동 중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사회연결망(UCINET)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네트워크 중앙성에 위치한 부모들의

자녀가우수한경기성적을보인다고밝혔다. 그러나스포

츠교육열은경기력보다는정보력과밀접한관련성을보

여사실상온종일스포츠매니저역할을병행하는동계스

포츠어머니들의교육열을폭넓고깊이있게분석·이해하

기에는충분하지 않다.

따라서이러한내용들을기반으로어머니의교육열을깊

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질적 네트워크 연결망으로 본 연

구를분석하는데적합하다고판단했다.이어자료수집도네

트워크 차트와 어머니들의 인터뷰 결과를 확장할 필요성

이있다고생각했다.그러므로이연구에서는동계스포츠

종목에서활약중인중등학교학생선수들을자녀로둔어

머니들 사이에서 스포츠 교육열을 사회적 관계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연구의목적은중등학교동계종목학생선수를둔어

머니의교육열이네트워크차트상에서어떻게나타나는

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첫째, 동계종목 학생선수를 둔 어머니의 스포츠 교육

열이 네트워크 차트에서어떻게 구성되는가?

둘째, 동계종목 학생선수를 둔 어머니는 영역별 인식

에 대한 집단별 차이는존재하는가?

연구방법

네트워크 차트

본연구에사용한네트워크분석도구는질적연구방법

중하나로한개인이둘러싸고있는환경인자속에서어

떠한 연결고리를 사용하여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

는지를알아보는데있다(Moon et al., 2008). 이에 Park 
(2008)은질적네트워크분석(이하 QualitativeNet-

work Analysis, QNA)은 양적 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SNA)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사회적네트워크에 대한 질적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으

나 정형화된 형태나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

다.

또한 QNA를 활용한 실험적인 기법들을 개발하고적

용해보는시작단계에있다고보아도무리가아니며,QNA

와SNA의 가장큰차이점으로사회적네트워크가구성

되는네트워크주체(network ego) 즉,중심이되는개인

의정서적,상황적인특성도중요한고려대상이될수있다

(Park, 2009). 이러한차이점을고려하여본연구에서도

QNA의 특징과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방향

을설정하고진행했다.그리고본인터뷰상황에서는앞서

설명한 방법론을 토대로 다음의 세 단계로 실시했다.

<Fig. 1>는본 인터뷰에 사용한 네트워크 차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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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etwork chart

■ 네트워크 차트 중심에 ‘나’를 위치시킨다.
■ 나를 중심으로 4개의 영역이 구분되는데 주관적 평
가에 따라 크기가다르다.

■ 13개의 단어 스티커를 나눠 주고, 4개 영역 가운데
해당되는곳에모두붙이도록 한다.

이와같은단계를통해네트워크차트를완성했다. 그

리고각네트워크차트는연구참여자면담을통해서수

집되었으며, 인터뷰는제한된시간(90분~120분) 내에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본연구에참가한연구참여자들은대한체육회동계스

포츠종목에중·고등학교선수등록이된자들을자녀로둔

어머니 28명을최종연구대상으로선정했다. 지역선정은

타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동계스포츠학생선수들의분

포가많은수도권으로정했다. 그러나어머니만을대상으

로 연구가 진행되었기에 자녀의 성별 또는 운동기간, 부

모의 SES(사회경제적지위) 등의요소는전혀고려하지

않았다.일례로연구에참여한참여자들대부분이종목에

따라상급학교진학조건, 가계, 학력, 사회지위등이비

슷했기때문이다.

집단별분류는개인종목과단체종목으로분류했다. 상

대적으로 선수 수가 적고, 훈련장소도 고정적인 설상 종

목을제외한빙상종목학생선수들로만구성했다. 집단별

로 세부종목을 살펴보면, 개인종목에는 피겨스케이팅과

쇼트트랙,스피드스케이팅 3종목을단체종목에는유일한

동계스포츠인 아이스하키가 최종 선별된 종목이자 집단

으로 선정했다.

자료수집

자녀가재학중인학교단위에따라중학교와고등학교

로구분했다. 이에 <Table 1>에제시한인원에따라사전

에 동의를 얻고 인터뷰 내용을 녹취했다. 자료수집 기간

은 2017년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총 28일간 진행됐

다.인터뷰가진행된장소는빙상종목학생선수들의집중

적으로 몰려 있는 장소인 목동링크장, 고려대링크장, 태

릉선수촌링크장, 분당링크장, 의정부링크장등 총 5곳의

아이스링크장에서이루어졌다.

Sports Middle School High School

Individual sports

Figure 3 3

Speed 3 3

Short track 3 3

Team sports Ice Hockey 5 5

Table 1. Grouping by school and sports

또한연구참여의자율성을사전에공지하고, 개별면

담을각각실시하여해당내용을모두녹취·전사작업을

실시했다. 이에따라본연구에참가한모든연구참여자

들은 인터뷰 시기와장소와다를 뿐, 대체로 <Fig. 2>와

같은 절차로진행했다.

Fig. 2. Flow-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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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모든연구참여자에게연구에대한설명과함께네트워

크차트를 작성하도록했다. 그리고 13개의 연상단어스

티커를붙이도록 안내했다.

네트워크 차트는 빈칸을 모두 작성하기 보다는 연구

참여자와관련된어머니들을떠올릴수있는경우에만이

름, 관계(학부모, 동창, 친구)또는직책(회장,총무)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설명했다.

한편네트워크차트를완성하기위해본인터뷰가실시

되기전,동일한조건의파일럿대상자를3인을섭외하여

진행했다.이를통해4가지영역(Family,Friend, School,

etc.)과 13개의 연상단어(경제력, 만족감, 소속감, 발안

감,압박, 성공,경쟁,분위기,실적,진학,열성,정보력,희

생)를구할수있었다. <Table 2>처럼색으로구분(color- 
coded)되는 연상단어 스티커를 네트워크 주체가 적합하

다고생각하는영역바깥쪽에붙이도록했다.특히붉은색

스티커에는연구참여자의부정적인감정을쉽게파악될

수있도록했다. 이를통해네트워크주체의집중성과 타

인들과의접근가능거리를가시적으로파악하고,네트워

크차트를보면서반구조화된질문지를중심으로면담을

실시했다.

Cognition-color Key word

Positive-blue

enthusiasm
intelligence
performance

entry
success
sacrifice

atmosphere

Negative-red

polarity 
competition

vicarious satisfaction
economic power

anxiety
stress

Table 2. Cognition-color and key word

또한네트워크주체의집중성과다른어머니들간의접

근가능거리를가시적으로파악하고,동시에네트워크차트

를함께보면서반구조화된질문지를중심으로면담이이

루어졌다. 이어 2017년 7월 17일부터 29일까지총 13일

간 연구참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e-mail 또는 카카오톡

으로 연구결과를 전송하여 분석 및 해석에 대한 재평가

(member checking)를 하도록요구했다.

연구결과 1

가족

본연구의참여자들중 3명을제외한전원이가족을제

1선호영역으로선택했다. 가족과관련된단어들중희생

이가장많았으며, 이어성공,경제력, 대리만족등의연

상단어들을선호했다. 이에 <Table 3>처럼집단별로제1

선호영역과 주요단어를 정리했다.

이처럼 집단과 상관없이 Family를 제1선호영역으로

선호했으며, 13가지연상단어중 ‘희생’을 가장많이선택

했다. 그러나 ‘피겨-중등부’의 경우에는 School이 제1선

호영역으로나타났다. 이러한이유는다른동계종목들과

다르게체육특기자신분으로학교운동부에속해있는경

우가드물며, 이로인해어머니가체육교사와직접훈련

일정을조율하거나진학과관련된다양한정보를얻기때

문으로해석된다.

Classification First preference Key word

Individual -
middle school Family (7/9) succeed, sacrifice, 

economic power

Group -
middle school Family (5/5) sacrifice, success

Individual - 
high school Family (8/9)

succeed, sacrifice, 
economic power, 

vicarious satisfaction, anxiety

Group - 
high school Family (5/5) sacrifice, economic power, 

vicarious satisfaction

Table 3. First preference and key word

긍정적 인식

인터뷰결과,자신의가족에대하여매우긍정적으로이

야기했으며, 연상되는단어로 ‘희생’을 선택했다. 동계스

포츠특성상, 부모중에한명은자녀의훈련매니저역할

을맡아야하기에본인을포함한가족구성원모두가희생

적인삶을살아가고있다고말한다. 그러나예상과달리,

어느누구하나불평·불만을표현하기보다는응원하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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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엿볼수있었다.

“누나가 가야금을 전공하고있어요. 지금 예고를 다니고 있
는데고2라 제가픽업을해줘야해요. 근데 OO이가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본인은 괜찮다며 이해한다고 하더라구
요. …(중략)…지금은가족들모두많이도와주고있어요.”(중
등부, 아이스하키B)

“피겨는링크장에서모든걸해결해요. 보통. 그래서운동하
고 있으면 잠깐 제 일을 보는 편이에요…(중략)…희생이라
볼수있죠. 근데OO가잘되는게부모의역할아닐까요? 물
론오빠한테미안하긴한데…요새는더좋아해하더라구요.
제가 뭐라 하질 않으니까…”(중등부, 피겨A)

“모든고등학교엄마들이똑같지않을까요? 일단당장대학
을가야되니까…(중략)…우린애가하나라서다른형제들한
테 미안하거나 하진 않는데…(중략)…아뇨, 주말엔 아빠가
나와요. 본인도애가운동하는걸보구싶어하기도하구요…”
(고등부, 쇼트트랙C)

대체로자녀가있는가정에서는형제·자매의보이지않

는희생이존재하나운동선수로서성공하기위해서는당

연히어머니의빈자리를내어주는형제애를확인할수있

었다.그리고가족들모두자녀의운동에대해지속적인관

심과응원을하고있으며,희생은가족으로서당연한것이

라말하고있다.결국이러한가족의암묵적인지지는단지

운동으로성공하기가쉽지않다는것을가족모두가인지

하고있기에가능한걸로해석된다.

부정적 인식

예상대로동계스포츠어머니들은집단과상관없이 ‘경제

력, 대리만족,불안감’ 등의부정적인단어들이많이거론

됐다.분석결과이들모두자녀의선수생활로인해경제적

으로어려움을겪고있으며,동시에경기결과에따라대리

만족을느끼고있었다. 이러한이유로사춘기자녀와갈등

을경험하고있다는어머니도더러있었다.

“피겨가 생각보다 경쟁이 심해요. 얘네가 김연아 키즈라고
해서 그때 운동을 한 애들이거든요…(중략)…네, 지금 상비
군인데자질구레하게돈이많이들어가죠. 계속성적을내야
되니까…”(고등부. 피겨B)

“스피드는 다른 동계종목에 비해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아
요. 훈련장소도이동없이여기서운동을하니굳이엄마들이
붙어다닐 필요도 없구요…(중략)…사실 저희가 기초생활수
급자에요. 많이 빠듯해요. (중략)…애가 성공하지 못할까봐

불안하죠. 다른집보다는…우리는진짜운동으로성공을해
야 하니까요.”(중등부, 스피드C)

“당연히감정이입이되죠. 애가골을넣으면제가넣은거같
이 얼마나 기쁜데요. 그 맛에 쫓아다니는 거에요…(중략)…
아뇨, 전엔 아이스하키 자체를 몰랐어요. 애가 하니까 알게
된거지…”(고등부, 아이스하키E)

자녀의경기결과에따라어머니들이느끼는감정은상

이하게나타나고있었다. 더욱이동계종목특성상, 경제

적인 부담도 있어 일부 가정에서는 생계의 어려움도 동

시에느끼고있었다.이들은공통적으로 ‘성공’에대한갈

망은 자녀 못지않게 어머니에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로인해좋은결과를가져오지못할경우,결국자녀와부

모 간의 보이지 않은 갈등도예상할 수있다.

친구

학부모들의교육열은사회계층에따라형성되는데이

들은자녀교육을이유로하나의정보망을형성하며, 이

를 ‘부모주의’라고한다(Oh, 2008). 이는 ‘돼지엄마’란신

조어를 통해알수있는데결국어머니의정보력에따라

자녀의 진학도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아니다.

인터뷰결과,동계스포츠학부모들은자녀의훈련시간

동안동료학부모와같이보내는시간들이많았으며, 특

히운동과관련된다양한정보들을공유하고있었다. 더

구나단체종목과달리,개인종목은어머니가지도자를선

택하고결정하기에정보공유측면에서동료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긍정적 인식

집단과상관없이동계스포츠어머니들에게친구란자

녀의 운동과 관련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이들을 의미한

다.이에운동관련정보는물론부족한학업을보충하기위

해동네어머니들과유대관계를이어가고있으며,일부어

머니들은링크장에서허비하는시간을아끼기위해과외

교사까지소개를받아링크장에서짜투리공부를시키고

있었다. 이에연상단어로 ‘정보력’을가장많이선호했다.

“친구 엄마들한테 과외정보를 많이얻는 편이에요. 이번 학
기부터성적이안되면e-school인가? 그걸들어야한다고들
어서요…(중략)…그래서 초등학교때 친했던 학부모들한테
연락해서 추천받고 있어요.”(중등부, 아이스하키D) “거의 링
크장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주변 학부모들한테 정보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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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는 편이에요…(중략)…공부나 개인레슨이나…(중략)…네,
보통 링크장으로올수있는분으로소개받고있어요. 다들
공유하는 편이에요.”(고등부, 피겨A)

“공부는아무래도애오빠친구부모한테많이묻는편이에
요…(중략)…네, 오빠는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보
기가다른학부모보단낫죠…경쟁자가아니니까…(중략)…
아뇨, 과외선생소개빼고는다른걸로묻진않아요.”(고등부,
스피드C)

학생선수의학습권보장을목적으로지난 2016년 9월

부터전국학교운동부운영학교에e-school을시행하고있

다(Kimet al., 2016). 이에동계스포츠학부모들사이에

서는해당정책에대한정보를주변에서얻고있었으며,

특히부족한학업보충을위해사교육을시키는모습들을

쉽게 볼 수있었다.

부정적 인식

친구와관련되어부정적인단어로는 ‘경쟁’을많이선택

했다. 동계스포츠특성상,비슷한시기에운동을같이시

작하여지금까지도인연을이어가는경우를현장에서많

이볼수있었다.그래서연구참여자들은인터뷰내내 ‘바

닥이 좁다’라는 표현을 자주썼다. 그러나 상급학교진학

에필요한메달획득을목표로자녀의스포츠교육이이루

어지고있기에경쟁은불가피하다.이는단순히어머니들

간의보이지않은시기와질투가존재하는것으로해석할

수 있다.

“이번에 대입으로 간 얘들이 고작 2명이에요…(중략)…상비
군을해도특기자로대학가기가사실상어렵죠. 그래서다들
눈치보면서입시원서를쓰는걸로알고있어요…(중략)…아
뇨, 엄마들이원서쓰죠. 코치님은운동만가르치세요.”(고등
부, 쇼트트랙B)

“이번에 5명입학했어요. 나머지는은퇴에요. 소속이없으면
선수등록이안되거든요…(중략)…그래서입시체육도고민하
고있어요. 근데대학에서메달반영을빙상으로뭉떵묶어서
반영하니서로경쟁이심각해요. 요새엄마들끼리도서로입
시 관련해서 정보공유를 따로 하지 않아요. 서로 실력들을
뻔히 아니까.”(고등부, 스피드C)

“서울에 스피드 하는 학교가 없어요…(중략)…아 OO고등학
교에서 1명인가 받아줬는데 이젠 입학을 거절하죠. 사실상
없다고보면돼요. 그래도스피드는경기도주변에서받고있
어서다행인데문제는우리집에서멀으니통학하기가쉽지
않아요…(중략)…진학문제는코치들도어떻게할수없어서
보통 엄마들이 알아서 정보를 얻어요…”(중등부, 스피드C)

정해진정원(TO)에따라상급학교로입학할수있는

인원이제한적이어서경기외적으로경쟁이치열하다.특

히다른스포츠에비해적은수의특기자를선발하는특

성상, 지도자의정보력보다는어머니들의정보력이결정

적한방으로작용하고있었다. 이로인해아이스링크장

공간 내에 어머니들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존재하고

있음을확인할수있으며, 가계지출의또다른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유추할수 있다.

학교

한국사회는소위 ‘학벌사회’로불릴만큼학력이매우중

요하며,특히대학입시를둘러싼경쟁적인교육열은가정

과사회전체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Kim, 2004). 이는

학군에따라부동산가격이결정되는현상을통해간접적

으로 유추할수 있다.

하지만 Lee(2003)은 학부모의과잉된교육열이학교

와교사의대응부족이라해석했으며,오히려조장하고있

다고지적한다.운동부를운영하고있는일선학교현장에

서는체육특기자제도를통해학생선수를관리·지도하고

있다.그리고동계스포츠역시,지정학교에서학업과운동

을병행하고있으며, 학생선수신분에맞는다양한혜택

들을누리고있다. 그러나이들의관리문제를이유로체

육교사들이담당업무를기피하고있어종목육성학교가

해마다감소하고 있다.

긍정적 인식

인터뷰 결과, 학교와 관련된연상단어로 ‘진학,실적,

분위기’ 등이자주언급됐다. 이는학생선수신분을이어

가기위해서는반드시상급학교진학에필요한실적이뒷

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과천에피겨가많이몰려있어요. 여기가메카에요. 피겨좀
한단아이들은전부과천에올수밖에없어요. 여기에다있
거든요…(중략)…네, 학교도 근방에 피겨 특기자로 받아 주
는학교가있어서이리로많이운동하러와요.”(중등부, 피겨
A)

“단체종목이라그해에이스들이몰리는팀에가는게아무래
도대학가기에좋죠. 그래서이학교로온거에요.”(고등부,
아이스하키D)

“다른 학교도 알아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장비가 많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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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로결정했죠. 코치쌤도열의도있으시고해서…(중략)…
아뇨, 아직 창단팀이라 성적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도있고얘들또래에서잘하는아이들이여기에몰려있
으니 얘네들이 3학년이 되면 나아지지 않겠어요?”(중등부,
아이스하키E)

“보시는 것처럼 쇼트트랙은다 함께훈련해요. 그래서 훈련
분위기가 중요해요…(중략)…아뇨, 옮길 수는 있죠. 근데 굳
이그러진않죠. 학교랑연계되어있으니…그래서처음시작
할 때 잘 선택해야 해요.”(중등부, 쇼트트랙C)

학교를선택하는어머니들의결정은종목에따라상이

하게나타났다.개인종목의경우,학교의지원보다는훈련

장소와인접한학교를선호하는데반해단체종목은특정

선수에따라학교를선택하는경향이뚜렷했다.이에어머

니들은학교에대해자녀의선수생활을이어가기위해주

변환경과여건을고려하는동시에단체종목은성적과직

결되는학교선택까지고려해야하는어려움이존재했다.

부정적 인식

지나친입시경쟁으로인해일부어머니들은학교에대해

‘압박’으로느끼고있었다. 이로인해어머니와학교간의

보이지않는완력싸움이연출되기도한다.

“아무래도특기자신분이아니니훈련이있거나대회가있으
면학교에서전화가와요. 수업일수다뭐다해서교육청에서
제재가있다고…(중략)…체육교사랑이야기를많이하려하
는데 장시호 사건이후에다들 피하는 분위기에요.”(중등부,
피겨C)

“체육교사가 정말… 학교가갑이죠. 우리 같은 운동부 입장
에서는…(중략)…서울에는중학교팀이없어요. 그래서실적
이 어느정도 나와야 대회에 출전할 수 있어요. 선수등록도
할 수 있구요…(중략)…우리 아이 통해서 실적은 다 얻으면
서 특기자 혜택은 주지 않으니…”(중등부, 스피드C)

“입시 때마다전쟁이에요. 운동부가학교에서골칫덩어리로
취급받으니응당받아주는팀도없어요. 시교육청이나시체
육회에창단시켜달라고탄원을넣어도받아줄학교가없다
며 그냥 피하죠…(중략)…그러니 학교가 갑이죠. 그래서 실
력이비슷한집들끼리서로눈치를보게돼요. 힘들죠. 해마
다…”(고등부, 스피드A)

“학교에서지원이없어요. 다 우리가부담하죠. 그런상황에
서도 학교에서는 실적이 나오길 바라죠…(중략)…아무래도
다른운동부랑비교당하잖아요. 은근압박하죠. 시합때보
면교장이나교감이한마디하고가잖아요.”(고등부, 아이스
하키B)

정해진 장소에서 훈련을 해야 하는 동계스포츠 특성

상, 학생선수의관리·운영은사실상어려운면이있다. 이

로 인해 상급학교에서는 이들의 입학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러한피해는고스란히유망주들에게돌아가고있다.이

는 단순히 어머니들이 자녀의 선수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학교와상대해야하는수고와어려움을동시에경험해석

할 수있다.

기타

네번째영역은연구참여자가스스로선택한사회집단이

기에긍정적인반응이대다수차지했다.주로포춘텔러,목

사,스님등신앙과관련된분들이언급됐다.이를통해치

열한경쟁상황속에서어머니스스로심적위안으로삼아

무언의압박에서벗어나고자하는모습을엿볼수있다.

“포춘텔러 아시죠? 포춘텔러…(중략)…자주는 아니구요. 가
끔답답할때가는편이에요. 중요한결정을해야될때…(중
략)…아니요, 교회다녀요. 사실 아이가운동하고가게됐어
요. 너무 답답하고 매 긴장도 되니까…”(중등부, 쇼트트랙C)

“목사님하고많이대화해요. 요새더그러네요…(중략)…1년
전에애가수술을 했어요. 그때부터기도를많이드리게됐
어요”(중등부, 아이스하키D)

“작년부터무당집(=포춘텔러)을찾고있어요. 애랑자꾸부닺
히게 돼서요. 부상도 오구 실력도 느는것 같지 않아 보이
구…(중략)…계속시켜야되나고민이되죠. 자꾸경쟁은심
해지고 돈도 계속 들어가구…그래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중등부, 스피드A)

자녀의훈련과정이매순간긴장의연속이기에어머니

들은 자연스럽게 종교의 힘을 빌리는 모습들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일부어머니들은답답한마음에무속신앙에

의지하는경향이뚜렷하게보였다.이는단순히미신을통

해 자녀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위로 볼 수도 있으나 어머

니들의복합적인불안요소를회피하려는몸부림으로해

석할 수 있다.

이외에도네트워크차트에서직장동료,블로그모임등

도 언급되었다.

연구결과 2

본 연구는 중등학교 동계스포츠 종목에서 활약 중인



Educational zeal of mother 379

학생선수들을자녀로둔어머니들의스포츠교육열을사

회적 관계중심으로 조사·분석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종합적으로정리해보면, 연구참여

자모두가족,친구, 학교, 기타등의영역들이스포츠교

육열에영향을미친다고밝혔다. 그리고 13개의연상단어

마다긍정적또는부정적요소들을내포하고있었다.그러

나집단별질적네트워크차트일례들은서로다른모습

들을보이고있다. <Fig. 3~6>는집단별로유사한특징

들을정리한것이다.

이처럼연상단어에서어머니들의교육열인식들의차

이점을확인할수있었으며, 특히자녀의학년이높아질

수록어머니들의스포츠교육네트워크도명확하게나타

났다.그리고매니저로서어머니의역할이다방면에서점

차 능숙해짐을 확인할수 있었다.

<Fig. 3>의 분석결과, 중등부-단체종목의 어머니들은

남편에대한의존도가가장높았다. 이는다른동계종목

들에비해운동에필요한장비가많은종목특성상,배우

자가무거운장비를정기적으로운반또는관리를해줘야

하기에여느동계스포츠 종목 아버지들보다 교육에대

한 관여도가 높다. 이로 인해 어머니들은다른종목과달

리, 자녀의 운동만큼은 남편과 가장 많이 공유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훈련시간이고정적인단체종목특성상, 개인종목

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 여유가 많아 동네친구나 여고

동창과잦은만남을이어가면서친목을다지고있으나한

편으로는 자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경쟁의식을 갖고 있

었다. 이는자녀가아이스하키를하는가정대다수가소

위학군이좋은지역즉, 강남이나목동의자녀들이기때

문으로해석된다.

<Fig. 4>의분석결과,중등부-개인종목역시단체종목

과마찬가지로가족영역이우선순위로나타났으며,남편

과자녀순으로친밀도를형성하고있었다. 그리고단체

종목과달리, 지인들에대한친밀도가높았는데이러한

이유를살펴보면, 개인레슨으로 훈련하기때문이다.

하지만단체종목에비해부정적인연상단어가많이나

타났는데원인을살펴보면, 보통개인종목의어머니들은

Fig. 3. QNA’ chart of Middle S. - Group S.

Fig. 5. QNA’ chart of High S. - Group S.

Fig. 4. QNA’ chart of Middle S. - Individual S.

Fig. 6. QNA’ chart of High S. - Individual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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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훈련 일정 때문에 링크장에 대기하는 시간이 길었

다. 이로 인해 자녀의 훈련이나 경기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때론대리만족을느끼지만반대로자녀가기대만

큼성장하지보여주지못할때마다미래에대한불안감도

자녀와동일하게 느꼈다. 더욱이지켜보는어머니는 자녀

의매니저를 자처해야 하기에 경제활동 즉, 맞벌이가 현

실적으로불가능함에따라남편의경제적능력에만의존

해야한다는어려움이존재한다.독특한점은피겨종목의

어머니들은 카니발을 개조하여 운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를살펴보면,자녀의훈련장소가매번고정적이지않

아이동중에라도최대한자녀의휴식을보장하기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한다.

<Fig. 5>의 분석결과, 고등부-단체종목의 어머니들은

스포츠교육에있어자녀에대한의존도가가장높았다.이

는 상급학교 진학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중등부와 달리,

고등부어머니들은상급학교진학에대한압박·불안때문

에자녀의눈치를보게된다.결국표면적으로자녀가우선

순위라말하고있으나가장오랜기간신뢰관계를형성한

옛지도자의경륜에의지하려는모습을보였다.그러나중

등부와달리, 고등부에는네트워크차트상에서주변인

물에대한거리가멀어졌다.이러한현상은시간이지나면

서자녀의훈련스케줄즉,훈련외적인시간이늘어남에

따라만남의횟수가줄어들어하키학부모와유유상종(類

類相從)하며자녀에게필요한레슨이나모임을통해자신

의 스포츠 교육열을 형성·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의 분석결과, 고등부-개인종목의 어머니들도

교육에있어자녀에대한의존도가가장높았다. 이는상

급학교 진학을 이유로 어머니들이 자녀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그러나중등부와달리,담임교사에대한친밀도

이유는다르게설명하고있다.체육특기자신분임에도불

구하고개인종목이란이유로코치나체육교사가아닌어

머니가대회출전과관련된행정적인처리를사실상도맡

아야 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이집단의어머니들은담

임교사와 상당한 친밀도를 보였다.

이상의 집단별 네트워크 차트 일례 결과를 통해 가장

많이선호한 ‘가족’ 영역에는네트워크주체의집중성이다

를 뿐, 자녀와 아버지를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리

고중등부의경우, 고등부에비해 ‘담임교사’에 대한친밀

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 실시하고

있는 ‘e-school’ 영향이라 해석된다.

또한종목에따라어머니들의우선순위가다르게나타

났는데 개인종목의 경우, ‘가족–친구–학교’ 순으로 어머
니들의우선순위가결정되었으나단체종목의경우에는 ‘가

족–학교–친구’순으로차순위에서다르게나타났다. 이는
종목의연관성과도관련성이있으며,특히개인종목어머

니들의경우에는학교보다는지인에통해운동이나학업과

관련된정보를 많이 얻고 있었다.

더불어동일한연상단어들을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

학교단위에따라어머니들은영역을달리인식했다.중등

부의경우, 네영역모두긍정적·부정적영향을미친다고

인식했으나고등부는가족과학교만영향을미칠뿐, 친구

와기타는별다른인식을보이지않았다.이는자녀의학년

이승급할수록어머니의정보망이보다구체적이고실효성

있는 관계형성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있다.

논의 및 결론

이연구의목적은중등학교동계종목학생선수를둔어

머니의교육열이네트워크차트에서어떻게나타나는가

를조사하는것이다. 연구결과에근거하여다음과같은결

론을도출했다.첫째,어머니들의네트워크차트는‘가족’, ‘학

교’, ‘친구’, ‘기타’로입체적으로나타났다.둘째,스포츠교

육열차트상에서 ‘나’를중심으로영역별차이는크게없

으나연상단어와네트워크차트거리가자녀의진학에따

라 동일인물들이 점차 멀어졌다.

이연구진행과정에서알게된점은질적네트워크방법

(QNA)이키워드사례연구를모아편집하거나주요포커

스그룹으로인터뷰할때,같은효과를가질수있다고보

았다.그러나키워드연구와개별적인터뷰를진행해본결

과,연구주제에여러각도로볼수있다.특히방법론적특

성을알수있었는데연구참여자들은네가지영역(가족,

친구,학교, 기타)으로네트워크차트를완성하도록하여

이를바탕으로반구조화면담을실시하고, 동계종목중등

학교학생선수들을둔어머니들을중심으로스포츠교육

열을주는요인들을분석할수있었다.

결론적으로동계종목에선수등록이된중·고등학교학

생선수자녀를둔어머니들의스포츠교육열에하나의지

표가될수있다는사실을알수있었다. 특히종목, 학교

단위,개인-단체스포츠에따라다양한교육열을보일수

있음이나타났다.그러나다른요인들에비해경제력또는

학군등은큰영향력을보이지않았다.오히려진학,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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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훈련장(=분위기)등이어머니들의스포츠교육열

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이 연구의방법론적 의의는교육열을 네트

워크로분석함은물론스포츠교육열을질적네트워크를

적용하여해석한점이다.질적네트워크는동계종목에선

수등록이된중·고등학교학생선수자녀를둔어머니의

교육열에대한내용을차트로들어나게한후,이를보면서

설명했다. 그러나 면담으로이루어진것에비해입체적으

로네트워크주체를둘러싼타인들과의관계들을더알수

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연구과정에서아쉬운부분은제한된

시간동안충분한라포형성과정없이짧은만남을통해준

비한모든질문내용들의답을유도하기에는진행과정에

서다소미흡한부분이있었다. 더욱이주어진시간제약

으로인해연구대상자들의생각을키워드로듣는것만으

로만족해야했다.그러므로본연구를통해미흡한부분들

은후속연구를통해제언하도록하며,질적네트워크의유

용성을확인할수있었다는점에서연구의다른의미성을

되새겨본다.

오늘날나타나고있는가족주의는이기주의적이고파

편적이며,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과거와 달리 자녀

에게모든것을투자하는강력한가족주의가교육열을더

욱상승시키기때문이다(Kim, 2014). 이로인해자녀의

교육을핑계로조기유학,학군등의교육과잉현상들이사

회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더욱이글로벌시대에맞춰

스포츠조기유학을선택하는경우가해마다증가함에따라

향후이러한현상도깊이있게살펴볼필요가있다.

본연구의의의는질적네트워크분석을활용하여개인

의교육적네트워크를가시화하고,이를토대로교육열과

관련된특성을파악하는데있다.이는중등학교동계스포

츠종목학생선수를둔어머니의스포츠교육열을해석하

였기에 연구 자체만으로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질적네트워크방법을앞으로좀더보완하여다양한연구

부분에적용한다면, 어머니들의스포츠교육열뿐만아니

라스포츠를통해발생되는다양한현상들을심도있게분

석·파악하는데 유용한 도구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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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스포츠 교육열 연구:

동계종목 중등학교 학생선수를 둔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이병구․이한주(연세대학교)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 동계종목 학생선수를 둔 어머니의 교육열이 네트워크 차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조사하는 것이다. [방법] 인터뷰가 진행된 2017년 2월 6일부터 3월 5일까지 총 28일간 진행

됐다. 이어 연구참여자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아이스 링크장에서 인터뷰를 했으며, QNA 작성에 대한 설명

을 시작으로 모든 면담 내용들을 녹음기로 녹취하여 전사작업을 실시했다. 수집된 자료는 네 영역(Family,

Friend, School, 기타)과 13개의 연상단어(경제력, 만족감, 소속감, 불안감, 압박, 성공, 경쟁, 분위기, 실적,

진학, 열성, 정보력, 희생)로 구분하여 색(color)에 따라 연상단어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다. [결과] 네트워크

주체의 교육적 네트워크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유도한 결과, 어머니들의 스포츠 교육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이어 스포츠 교육열 차트 상에서 ‘나’를 중심으로 영역별 차이는 크게 없으나

연상단어와 네트워크 차트 거리가 자녀의 진학에 따라 동일인물들이 점차 멀어졌다. [결론] 이 연구의 방법론

적 의의는 질적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개인의 교육적 네트워크를 가시화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열과 관련

된 특성을 파악했다.

주요어: 스포츠 교육열, 질적 네트워크, 네트워크 차트, QNA, SNA, 동계 스포츠,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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