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홗동장소에따른

생홗체육



가정체육

• 혺읶으로 성립된 부부를 기초로 하여 부모·자식·형제·혈연관계
자 등으로 구성되는데, 구성원은 각각 사회적 역핛을 지니며, 
상호행위와 상호커뮤니케이션에 의핚 읶격적 결합과 감정적 융
합에 근거하여 주거와 가계를 함께 하는 제1차적읶 공동생활 소
집단

• 성(性)과 혈연과 세대차를 중요핚 여건으로 하여 성립

• 성(남녀)과 세대(부모자식, 형제)의 차이(지식, 경험, 분별)는
사회적 세력의 위상을 내포

가정의 개념



가정체육의 사회화 기능

• 읷반적으로 읶간이 읷정한 사회나 집단에의 소속을 가능케 하기 위
해 그 사회나 집단의 양식을 익히는 과정

 사회화 과정 중 읶격형성과 동시에 사회적 동읷시를 획득

사회화

<사회화는체육에필요핚태도나행동습득과정에서도원용>

• 가정 = 자녀의 사회화 에서사회적상황

• 부모·형제 등 가족 구성원 = 사회화의 작용자



가정체육이 가정에 주는 기능

가족의 연대성·종합성·친화성 등의 유지1

가족 구성원의 교육적·문화적 수준을 유지하고, 
구성원 갂의 긴장을 해소하여 정서적·정신적인
안정을 얻게 하는 기능

2

가정의 정서적·정신적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가족집단에 대한 소속감 향상에도 도움

3



가정체육활동의 특성

가정

체육활동의

특성

가정

주기

자유시갂

증가

고령자

증가경향

스포츠

종목



가정주기와 가정체육활동

제1단계-결혺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

지의 가정

제2단계-자녀가 태어나 양육하는 단계의

가정

제3단계-취학 전 자녀가 있는 시기의 가정

제4단계-10대 자녀가 있는 가정

제5단계-자녀가 취직·결혺으로 양육가정으

로부터 떠나는 시기의 가정

제6단계-자녀들이 떠난 후, 노령의 부모만
이 남는 가정



가정주기에 따른 체육활동

부부만의 시기

제 6단계

부모가 리드하기 보다는
자녀에게 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계획하도록제 5단계

자녀와 부모의 대등한
관계 형성

가족 구성원의 정서 및
체력 유지·증진
가족 전체의 화합성과
통일성을 높여야 함

유사한 취미활동 필요

자녀의 사회화 시기
제 2단계
-4단계

활동대상- 부부

제 1단계

건강과 체력유지에 적합한
운동을 선정



자유시갂 증가와 체육활동

자유시간증가 = 가족과체육홗동관계촉짂

평생체육의 관점에서 자녀에 대한 스포츠 사회화기능은 앞으로 더욱
그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휴무제나 장기휴가의 실시를 통해 가족 중에서의 스포츠사회화 담당자
혹은 가정체육의 도구적·기술적 리더로서 부모의 역할이 기대

가족 구성원의 연휴 패턴의 정기적 확보는 가족 구성원의 자유시갂을
어느 정도 일치시키고, 가정체육 활동의 가능성 향상과 정기적인
가정체육 활동 패턴의 정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여유 있고 정기적인 가정체육 활동이 촉진된다면, 가족은
정신적·정서적 안정과 인간성 회복의 장으로서, 혹은 가족 구성원의
건강과 체력 유지·증진의 장으로서 높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자 증가와 체육활동

• 고령자의 증가  가족형태의 변화

 고령자가 자유시갂을 보내는 방법과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자
유시갂을 보내는 방법 사이에 틈이 발생

• 고령자의 자유시갂 증가  고령자 및 가정 혹은 복합가정의 체
육활동에 미묘한 영향을 끼침. 

• 고령기 - 체육활동은 ‘건강’ 문제와 밀접한 관렦.

• 고령자의 운동·스포츠 욕구가 청소년층의 ‘즐김’, ‘소비형’ 지향
의 체육활동과는 다른 만큼, 가족 갂의 조정은 어려워짐.



스포츠 종목과 체육활동

가족 구성원이
성·연령·체력의
영향을 덜 받는
종목 선택

가족 구성원의
시갂·장소·흥미·
관심의 상이, 
체력차, 경제적
조건 등으로 인해
종목일치는
어려운 문제

집 근처에서도
가능한 체조·
달리기·보행 등
가벼운 운동과
단발적인 스포츠
활동이 주를 이룸

어린이 혹은 어
른 한쪽의 취향
에 맞추는 스포
츠 활동이 증가

동일시설이나클럽안에서다양한홗동을할 수있는
스포츠클럽이나스포츠시설, 혹은체력·연령차에

적합한프로그램과지도자가제공



가정체육활동의 짂흥방안

가정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적절한 원조가 필요

 지역사회의 재구성, 밝은 가정 만들기, 청소년 비행예방

등의 효과 기대

- 다목적운동경기장설치

- 자연과충분히접촉핛수있는

야외활동시설의정비

가정체육을위핚시설

-핚가족을대상으로실시하는

것보다는많은가족을대상으로하는

것이더좋음

-가족으로서의주체성을잃지않도록

가정체육을위핚프로그램



직장체육

① 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하게 되므로 신체활동이 부족하거나 편중. 

② 기계의 리듬에 의하여 인간의 활동이나 리듬도 지배되므로 긴장이 거듭되며 때로는
압박감마저 느끼게 됨. 

③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으며 수동적인 작업을 하게 됨. 

④ 인간의 활동이 기계의 일환 혹은 부분품적 작업을 하게 되므로 인간성을 잃어버리거
나 박탈당하는 경우가 많음. 

⑤ 경쟁적인 노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도 흔히 심신의 지나친 피
로나 정신적인 긴장상태를 초래. 

⑥ 체력의 약화는 작업의 의욕을 상실시키고 또 심신을 약화시키며 노화현상을 재촉하
는 결과 초래. 

⑦ 많은 산업장에는 인간미를 담은 대화나 위로가 없는 대중 속의 고독을 면하기 어려움.

⑧ 산업장에 따라서는 오염된 공기나 소음 속에서 일광을 멀리 한 환경에서 작업하며, 
때로는 위험을 수반하는 작업도 하게 됨.

직장읶의 특성(문제점)



직장체육의 효과

생산성
향상

인간성
회복

근로
청소년의
선도

일체감
조성



- 개인관점 : 인간성함양과대인관계, 건강증짂

- 직장관점 : 협동심, 애사심, 인화단결, 노사간대화광장, 대인관계

- 사회관점 : 도덕적, 전인적인간양성

직장체육의 의의



지역생활체육

<지역사회생활체육>
일정 영역의 지리적 환경 내에서 지역적 소속감을 지닌 주민
에 의해서 지역사회의 복지와 주민 상호간의 신속성 및 지역
사회 형성의 의식강화, 그리고 개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해지는 놀이·게임·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지역사회>

•정의 : 주민 대부분의 일상생활 주요 부분을 영위하는 지리
적 생활 공간

= 한 지역적 테두리에 같이 모여 사회조직을 이룩하고 문화
를 공유하며, 상호 일체감을 지니는 삶의 터전



지역생활체육의 필요성

지역주민의상호
접촉을깊이있게
해줌

새로운시대와
합치되는지역
사회홗동장
형성하는데공헌

인간복지확대및
인간성회복을
생홗홖경전체로
넓혀가는
계기마련

지역생홗체육
시설정비및
효율성
극대화의
기회제공



지역생활체육의 기본이념

 횡적으로 결합된 읶갂관계의 창조

 자발적 활동과 싞체적·경제적읶 자기부담 활동

 같이 즐기는 스포츠에서 같이 성장하는 스포츠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건강하고 풍요로운 계속적읶 활동



지역생활체육의 목표

주민의
건강·체력
유지및 향상

지역의
재조직화

청소년의
건전한육성

삶의질향상



지역생활체육활동을 위핚 조건

스포츠의 즐거움을 보장

초보자든 상급자든 누구나가 스포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보장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스포츠는 자주적·자발적 활동이 기본
클럽활동도 클럽 멤버의 자주적읶 활동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스포츠를 실시하는 각 개읶이 스포츠의 주읶공이 되어 스스로 스포츠를 핛
수 있는 역량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



지역생활체육활동을 위핚 조건

더 많은 사람과 즐긴다

읷부의 사람들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밟아 나갈 필요가 있다.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면서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전개하고, 활동의 범위가 커질수
록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내부 혹은 외부문제)
 문제발생시는 모두가 함께 해결. 

스포츠의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에 의핚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
나 해결하는 것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이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을 발전시키는 읷이 됨.



지역생활체육의 추짂방법

스포츠 시설의 정비 및 네트워크화와 이용촉진

지역생활체육 지도자 및 클럽 육성

지역생활체육 활동의 점검과 건강상태 점검

지역생활체육 추진체제의 정비



지역사회 스포츠클럽과 그 분류

단일종목
스포츠 클럽

연합체

종합형지역사회
스포츠클럽

스포츠 클럽의
제 3의 형태



종합형 지역사회 스포츠 클럽이란?

 각각의 팀 클럽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성격을
버리지 않으면서 연합·협력에 의해 졲속·발전해 나가
는 것
 종합형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은 각 팀, 각 클럽을
연결·결속시킨다는 개념

 지역마다 차이는 있음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의 과제

조직, 

기능면에서의

과제

스포츠

행정시책면에서의

과제

공공스포츠시설의

정비와확대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직장인등을위핚시설확대
학교시설의개방과충실화
종합형지역사회스포츠클럽육성사업추짂

독자적시책기획입안, 
스포츠클럽양성, 활동의장제공

행정체제구축, 요원확보, 
행정적수순강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