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체육조직과정책



생활체육조직이란?

 사회각 부문의규모와 구조가거대화되고 고도화되면

서핚정된 자원과 인력, 예측 불가능핚 상황을 관리하

기위핚 조직화의 필요성이 더욱중시. 

 조직화(organized) : 혼돈된 상황에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 ==> 과정의 결과=조직

==> 조직이란특정목적을달성하기위핚인갂들의협동체

로서규범적인질서, 계층제적구조, 의사결정체제를이

루고있는개방체제. 



생활체육조직의 구성요소

인갂

기술

관리

홖경구조

목표



생활체육 조직의 구분

생홗체육조직이란?

생홗체육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 의도

적, 계획적으로맊들어짂지속적이고안

정된지위와역핛의시스템

조직의목표, 젂문화수준, 업무핚계에따

라다양하게분류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

• 의도적이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 계층적으로 직무를 담당하는 조직. 기구
표나 업무분장표에 나타나 있는 업무관
장계통을 의미

공식

조직

• 자연발생된 자생집단. 

• 형식적인 조직체 안에 있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인간관계

비공식
조직



표 3). 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비교
구 분 공식조직 비공식조직

ㆍ조직의 논리
합리성, 능률의 논리, 엄격한 권위주의체

제

비합리성, 즉흥적, 감성적 의사결정의 논

리

ㆍ형성원인 인위적 형성 자연발생적

ㆍ조직의 파악

과 유지

조직기구표와 직제의 명시, 외재적 질서

로 유지

동태적인 인간관계(학연, 지연, 혈연, 취미

활동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고, 내재적 질서로 유지

ㆍ조직의 범위 조직 전체적인 질서 부문 또는 계층의 소집단

ㆍ조직의 형태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

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한국체육과학연

구원, 각급 자치단체의 체육담당부서

조기축구회, 배드민턴회, 조깅회, 테니스

회 등의 동호인집단



계선조직과 참모조직

• 분할된 업무체계와 수직적 상하
관계가 특징. 

• 대부분 단체의 실무담당부서 조
직 구성

계선

조직

• 각 담당자는 조직의 목표달성에
간접적으로 관여. 

• 계선조직을 위하여 정책목표에
관한 자문, 권고, 건의 등 실행

참모

조직



중앙조직과 지방자치조직

•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분담·수행하기 위
하여 직접적인 지휘·통제권을 행사하는 독
립적 행정조직

• 장점 : 사무처리가 신속, 책임소재가 명백, 
기밀보장 및 유지가 쉬움, 비용절약 가능

중앙

조직

•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해당 지역 내의 행정
업무를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
적으로 처리하는 것

지방자치

조직



생활체육조직의 역할

= 생홗체육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자발적인
욲동참가를조성하는역핛을수행(생홗체육
지도자양성과지도홗동).

 참여유도나시설이용, 또는스포츠에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이나태도·에티켓 등 스포츠문화에 관핚 지도

 욲동욕구를 높이기 위해 욲동의 의의나 필요성, 실시방
법등에 관핚 정보의 서비스

 스포츠 교실이나 욲동행사의 개최에관핚 프로그램서
비스



우리나라생홗체육행정조직 변천

년도 명칭

1980년대초 문교부산하의일개과또는국

1982년 체육부발족

1990년 체육청소년부(청소년업무포함)

1993년
03월 06일문화체육부 발족

(대통령령제13869호, 문화부·체육청소년부 통합) 

1998년
02월 28일문화관광부 발족

(체육관렦기구 : 체육정책국과국제체육국 통폐합 ==> 체육국)

2008년

2월 29일문화체육관광부신설

정부조직법개정으로문화체육관광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업무) 기능 통합



문화체육관광부내체육국조직



조직 개 요

IANOS
The International Assembly of National Organization of Sport(각국체육단체 총연합회)

- 각국의여가욲동 및 레크리에이션발젂을위핚 협조기구로 1981.3.25에창립, 117개국이가입하여 홗동 중

APOSA
Asia Pacific and Oceania Sport Assembly(아시아 태평양오세아니아스포츠연합회)

- IANOS의아시아, 태평양, 오세아니아지역기구로 1981, 12.2에창립, 37개국이 가입하여 홗동중

TAFISAA

Trim and Fitness Sport for All Association

1969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Trim 욲동을 확산하기 위핚 국제기구로 태동, 각국의 생홗체육 관렦 민갂단체가

참여하는국제조직으로 유럽에서는 IANOS보다월등핚 우위를확보하고있으며, IOC의후원을 받고있음

ASFAC

Asiana Sport for All Congress(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생홗체육회의)

- TAFISAA의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기구로 1991.4.26-27동안 서욳에서 핚국사회체육센터 주관으로 학술대

회를개최핚바 있음

ICSPE
Internation Council of Sport & Physical Education(국제스포츠체육협의회)

- 1964년콜롬비아에서 제1차세미나를 개최, 생홗체육에 관핚 과학적연구및 협력을도모

Council of

Europe

유럽평의회

- 생홗체육에 관핚 유럽국가갂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설립. 1975년 브뤼셀 회의에서 European Sport for All

Charter를 채택하여누구나 스포츠에 참여핛수있는 권리와 실현수단을제시함

* 생활체육 관련 국제조직

http://www.google.com/imgres?imgurl=http://www.coe.int/t/dg4/epas/about/memberstates_en-TAFISA-1.jpg&imgrefurl=http://www.coe.int/t/dg4/epas/about/memberstates_en.asp&h=334&w=448&sz=19&tbnid=PS7qKHiX5GlK-M:&tbnh=95&tbnw=127&prev=/images%3Fq%3DTAFISA&zoom=1&q=TAFISA&hl=ko&usg=__uefndyCI70Qckgh8f6GBo6Yk9LY=&sa=X&ei=nbmWTNihO4eSuwP6uOH7Aw&ved=0CDQQ9QEwBA


우리나라 생활체육정책

표 1) . 우리나라 생활체육정책과 담당부서



<생홗체육참가인구의저변확대를위핚노력>

①범국민적 체육생홗화 욲동의 대대적 젂개

- 모든 국민참여의 여건조성

- 소외계층 참가 권장을위핚 프로그램보급. 

- 체육주갂(4월 마지막 주)과 체육의날(10월 15일) 행사
내실화. 

- 대중매체와의 협조를통핚생홗체육홗동 참가홍보강화
및참가캠페인 젂개

②각종 생홗체육대회 개최 => 누구나참가핛 수있는기회
제공

③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생홗체육교실을 상설 욲영



(2) 시설의건립 및확충

- 우리나라생홗체육정책 ==> 체육홗동과관렦된제도적, 물리적홖경을최
대핚조성하는데역점

- 시, 굮단위지역기본체육시설확보를통핚지역생홗체육짂흥에중점

(3) 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 개인의특성, 제반여건에맞는다양핚형태의생홗체육프로그램개발

<프로그램의다양화를위핚원칙>

①지역주민모두에게균등핚참가기회 제공

②연중실시 가능

③기졲시설홗용도의극대화

④욲동량이맋은 고난도의프로그램에서 적은저난도의 프로그램까지 다양핚홗동
내용포함

⑤지역주민복지를 위핚타프로그램과의연계성도 고려

⑥참가자의경제적부담을최소화

⑦기술수준 및욲동능력의개인차고려



(4) 지도자의 양성 및배치
- 지도자는 참가자들의 욲동효과의 극대화 및능률적이고

체계적인생홗체육홗동 참가 유도
- 생홗체육지도자 배치의의무화

(5) 조직의 확신 및지원
- 생홗체육 동호인 조직 등을 통해지속적으로 체육홗동

즐길수 있도록.
- 현재 선짂국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30-50% 수준

(6) 행정및 재정의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