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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실효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라남도 노인스포츠지도
사 자격 취득 연수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13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당시 응답자는 스포츠분야에서 일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양한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서 자격을 취득하였다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에 
따른 기여도와 관련하여 취업과 업무능력 향상도에 따른 기여도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
으나, 임금상승이나 승진과 관련한 기여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자
격증 활용정도와 관련하여서는 활용도가 낮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자격 취득자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이 앞으로 업무처우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체육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실효성, 개선방안, 자격연수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utilization level and 
to propose the improvement related in obtaining qualification for senior sports instructors. The 
population of this study was participants who took the course of the general course and special 
course Training Program for Sports Instructors for senior in JeollaNam-do from 2015 to 2017.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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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of 113 of them answered the survey. The data process of this study was used by the IBM 
SPSS Statistics 25.0 program, and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llows. First, What was your situation when they took the qualifications program of sports 
instructor for senior, the largest number of answer were ‘working in the sports field’. Most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reason for acquisition was to have various abilities. Second, The 
qualification of sports instructor for senior helped person get a job but did not help with 
promotions or wage increases. the largest number of answer to the reason were‘the lack of benefits 
from qualification’.  At the national level, the system of sport instructor qualification for senior 
must be an important system for preparing for future social problems and maintaining a healthy 
society. In order to be effective, however, the training program should be strengthened for the 
senior and provide professional experiences.

Keywords : sports instructor qualification, senior, effectiveness, improvement, qualification training 

1. 서 론

  통계청자료[1]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2년 전
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7.17%를 기록하면서 이
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 14.3%
에 도달하여 고령사회로 분류되었다. 고령화 사회
의 문제점은 다양하지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는 노화에 의한 각종 질환 발생이다.  2018년 노
인 질환에 따른 치료비용은 약 31조 8천억 원을 
돌파하였는데, 이는 전체 진료비의 40%를 넘는 
수준으로[2],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약 9배
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같은 상황적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는 
생활형태 개선, 질병예방 및 관리, 건강증진을 위
한 인프라 확충, 건강유지를 위한 사회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투자정책을 2007년 
발표하면서 보건의료부분 외의 분야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함을 강
조하였다[3]. 즉, 진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도 중
요하지만, 우선 질환의 예방을 통해 건강한 신체
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은 꾸준히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은퇴 후 삶에서 여가활동은 건강
한 삶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체육활동은 여가 
시간 활용에 있어서 충족도가 높으며, 노년기 삶
에 있어 운동에 대한 강한 몰입은 활력을 불어넣
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다[4]. 즉,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 있어서 노인들의 규칙적인 
운동참여는 근력강화,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 감소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

어[5, 6], 보다 즐겁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
서도 노인의 체육활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노인 1인당 평균 진료비는 457만원으로 전체 1
인당 진료비 135만 원의 3배에 달하며[7], 체육
활동 참여에 따른 개인의 의료비 절감효과는 1인
당 46만원, 국가적으로는 약 11조원에 육박한다
[8]. 이에 홍윤철 교수는 현대 의학의 수준에서는 
예방활동으로도 100세까지의 건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활동뿐만 아니라 국가 국민교육
을 책임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9]. 즉, 따라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급증한 의료
비를 감안할 때 스포츠 활동의 권장은 사회적으
로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015년 체육지도
자 양성제도를 개편하였는데, 이 역시도 노인 인
구비율의 증가와 노인 여가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국민
체육진흥법[10]에 의하면 ‘체육지도사’란 학교, 직
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체육지도
사는 크게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
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
포츠지도사’로 구분된다. 이 중 노인스포츠지도사
는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
을 갖추고,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11]. 노화
는 신체적 측면에 있어서 근육량의 손실을 가져
오며[12], 부상에 따른 위험도도 증가하게 되는데
[13], 이러한 신체의 기능저하로 인해 정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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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불안감이 높아지거나 심
하면 우울증을 앓게 될 수 있다[14]. 따라서, 노
인운동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근력이나 
심폐지구력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면서도, 운동 
위험은 낮게, 그리고 신체적 제약으로 인한 정서
적 불안감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추어야 한다.   
  김양례 등[15]은 노인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 지도자 양
성 및 배치는 미래의 노일생활체육을 위한 중요
한 문제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배재윤, 원영신, 
마윤성[16]은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노인복지시
설에서 나타나는 노인 체육활동의 수요를 감안하
면,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갖춘 지도자는 고령
사회 진입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
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즉, 노인스포츠
지도사의 양성과 배출은 미래사회에서의 노인문
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노인들의 신체활동이 중요시 되는 시점
에서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역할은 사회적으로 중
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인식은 좀
처럼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 이들은 사회적 제
도와 인식의 한계로 인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
체성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17]. 이는 비
정규직의 경우 조직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기 
쉽고, 인적자원관리가 어려우며[18], 결국 비정규
직으로 고용된 체육지도자들의 낮은 업무만족도
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2019년 12월 3일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
였다.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생활체육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
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 향상, 생활체육
과 전문체육의 연계 강화를 통해 체육정책의 통
일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20]. 그러
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체계적 예
산집행만으로는 체육지도사의 근무여건이 나이지
는 데에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에 생활체육진흥법 
시행 4년만에 생활체육 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
어 생활체육지도사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21],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가적으로 노인스포
츠지도사를 포함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

자들의 복지 개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처우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미
흡한 부분이 있다. 현재 이 법에서도 단순히 처
우개선과 복리후생을 위한 사항에 대해 기본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고만 명시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처우개선 개선이 이루어지
는지 단계별로는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와 관련해
서는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위
해서는 처우개선에 대한 기준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주한, 박성준[22]은 생활
체육 참가자이 수준이 향상된 만큼 체육지도사 
역시 기본소양과 전문지식, 실기능력 등을 갖춘 
전문직으로 전문서 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배치기
준의 강화를 통해 무자격자에 대한 통제가 필요
함을 강조하였다. 즉, 체육지도사의 지도대상에 
대한 자격 유무 및 그 자격에 따른 지속적인 역
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처우개선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검정 
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참가한  프로그
램의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진단하고, 노
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실효성을 살펴보았으
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에 제시하고자 한
다. 이와 같은 연구는 앞으로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연수프로그램의 발전적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에 따른 
실질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도
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이 연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따
른 활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
년까지 전남지역의 노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및 특별과정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 261명을 모집
단으로 하였으며, 이 중 113명이 설문에 참여하
였다. 연구대상자 모집은 2018년 6월~7월 중에 
이루어졌으며, 이메일을 통해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연수 프로그램에 참
여하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기간이 지나 
취득 후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참여자
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는 이 연구에 참여
하고자 한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밝혔
으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네이버 오피스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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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Variables number %

Gender
Male

Female
 43
 70

 38.1
 61.9

Age
(yrs)

Under 25
26 - 35
36 - 45
46 - 55
Over 56

  5
 26
 38
 34
 10

  4.4
 23.0
 33.6
 30.1
  8.8

 Career 

Students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
other fields

  3
 90
 20

  2.7
 79.6
 17.7

total 113 100.0

Table 1-1. Career of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

Variables number %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

Shift 
pattern1)

Full-time
Part-time

 62
 28

 68.9
 31.1

Total  90 100.0

Working 
place2)

Center for senior citizens
Seniors welfare cente

Sports council
Health center 

Others

 24
 17
 47
 11
 29

 26.7
 18.9
 52.2
 12.2
 32.2

1) partial response
2) multiple responses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 43
명(38.1%), 여 70명(61.9%)의 비율로 여성 참여
자가 많았으며, 연령으로는 36세 이상 45세 이하
가 38명(33.6%)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56세 이상 참여자도 10명(8.8%)로 나타났다. 직
업은 체육지도자가 90명(79.6%)로 나타났으며, 
타 분야 종사자 20명(17.7%), 학생 3명(2.7%) 순
으로 나타났다.
  직업을 묻는 문항에 체육지도자라고 답한 응답
자들 중 근무형태에 있어서 전임지도자라고 응답
한 대상자는 62명(69.9%)로 파트타임지도자(28
명, 31.1%)라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들은 경로당, 노인복지관, 생활체육회, 보건
소 등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과 같다.

2.2. 프로그램 구성

  노인스포츠지도사 과정에서는 크게 스포츠윤리
(선수, 지도자, 심판 윤리, 선수와 인권, 성폭력 
방지, 공정 경재, 스포츠와 법), 지도대상 이해(노
화와 운동, 노인체육지도 환경 및 노인 스포츠심
리의 이해, 연령별․수준별 지도대상 관리), 지도역
량(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스포츠
심리 및 트레이닝 실무, 노화․체력상태․운동능력․주
요질환 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안전사고 예
방), 스포츠 매니지먼트(노인 스포츠 조직 및 관
리, 스포츠시설 및 용품관리, 커뮤니케이션 상담
기법, 스포츠 행정 실무), 현장실습, 그 밖에 문화
체육관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
는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국민체육진흥법 시
행령, 2019.12.10.),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에 따른 연수프로그램은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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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mposition of Questionnaire

item No. Content
number of 
questions

A1.
A2.

 Status at qualifying of sports Instructor qualification for senior
 Motivation of qualifying of sports Instructor qualification for senior

2

A3.
A4.
A5.
A6.

 Getting a job 
 Getting your promotion or change jobs
 wage push
 Improving your ability for work

4

A7.
A7-1.

 Awareness of utilization of sports instructor qualification for senior 
 Reasons for underutilization of sports instructor qualification for senior1) 2

B1~B3. 
B3-1,2

 Gender / Age / Career / Working pattern2) / Work place2) 5

1) Only respondents who answered 'low utilization' in ‘A7’
2) Only respondents who answered 'sports instructor' in ‘Career’

로 구분된다.
  먼저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연수과
정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일반과정의 경우 2015
년부터 2017년까지의 프로그램 구성은 총 8개 
분야(노화와 스포츠, 스포츠 매니지먼트, 스포츠 
윤리, 개인 및 단체운동, 체력요인 및 관찰평가, 
노인스포츠 프로그램 지도 및 관리, 안전사고 예
방, 노인성 주요 질환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일반과정의 경우 66시
간, 특별과정의 경우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루어
졌으며, 매해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실용적이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론과 함께 
실제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하는 노력을 하였다. 

2.3. 조사도구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증의 취득의 실효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권민혁
[23]의 체육지도자 국가자격 취득자 실태조사를 
위해 사용된 설문문항과 최의창, 김선희[24]의 민
간단체 발급 체육지도자 자격증 실태조사를 위해 
사용된 설문문항, 김명우[25]의 국가기술자격 활
용도 및 만족도를 위해 사용된 설문문항, 배재윤 
이재희[26]의 노인스포츠지도사 연수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사례연구에 사용된 설
문문항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선별된 
설문문항은 스포츠교육학 전공자 3인이 검토하였
으며, 이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내용 구성은 크게 취득 동기와 관련된 사
항 2문항, 취득 후 활용 실태 관련 6문항,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5문항이며,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취득동기와 관련하여서는 취
득 당시 개인적 취직 상황과 자격증 취득 이유
(①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② 취업 희망 분
야에서 자격 취득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져서, 
③ 취업에 상관없이 다양한 능력을 겸비하고 싶
어서, ④ 주변에서 자격 취득을 권유해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자격증 취득에 따른 
기여도와 관련해서는 취직, 승진 및 이직, 임금인
상, 업무능력 개선과 관련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
며, 3점 등간척도(①그렇지 않다, ② 그저 그렇
다, ③ 그렇다)를 이용하였다. 셋째, 활용도와 관
련해서는 활용정도(① 활용도가 낮다, ② 그저 그
렇다, ③ 활용도가 높다)에 관한 내용과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① 노인스포츠지
도사 취득자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② 노인스포
츠지도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서, ③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홍보가 미흡하여)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
와 같다.

2.4. 조사절차 및 자료처리

  이 연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의 실효
성을 조사하기 위해 2018년 6월 20일부터 8월 7
일까지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프로그램으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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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number %

A1. Status 

Student
Job seekers
Sports instructor(under 3 years)
Sports instructor(over 3 years)
Working in other fields

  8
  4
 23
 66
 12

 7.1
 3.6
 20.4
 58.4
 10.6

A2. Motivation  for 
acquiring qualifications

Help to get a job
Only qualified person can apply
Varying & improving ability
Recommendation of my acquaintance

 29
 26
 60
  8

 25.7
 14.2
 53.1
  7.1

Total 113 100.0

Table 3. The frequency analyzed result of Motivation

터넷 접속을 이용해 설문이 가능하도록 네이버 
오피스((https://form.office.naver.com)를 이용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다운로드 받아 Excel 파일에 
옮겨 자료화 하였고, 이 자료를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다시 
코딩화 작업을 거쳤다. 코딩된 자료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
다.

3. 연구결과

3.1.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동기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시 상황 및 취득
동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3>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첫째, ‘귀하가 2015년 이후 노인스포츠지
도사 자격을 취득할 당시 신분은 무엇이었습니
까?’에 대한 응답으로 ‘체육 관련 분야 종사자’라
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 경력
자가 66명(58.4%), 3년 미만 경력이 23명
(20.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타 
직종에 종사자는 12명(10.6%), 대학생 8명
(7.1%), 구직자 및 실업자가 각각 2명(1.8%)로 
나타나 체육 관련 종사자들이 자격증 취득에 있
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노인스포츠 자격증에 대한 수요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동기는 무
엇입니까?’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취업과 상관없이 다양한 능력을 겸비하고 싶어

서’라는 응답자가 60명(53.1%)으로 가장 많았으
며,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29명(25.7%), 
‘취업 희망 분야에서 자격 취득자에게만 지원 자
격이 주어져서’ 응답 16명(14.2%), ‘주변의 권유’ 
순으로 나타났다.

3.2.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에 따른 기여도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함에 따른 실효성
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3.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이 취업에 도움
이 되었습니까?(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
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는 ‘그렇다’라는 응답
이 59명(52.2%)로 가장 많았으며, ‘그저 그렇다’ 
37명(32.7%), 그렇지 않다 17명(15.0%) 순으로 
나타났다. A4.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이 승
진이나 전직 시 중요하게 작용하였습니까?(작용
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15명(39.8%)로 가장 
많았으며, ‘그저 그렇다’ 36명(31.9%), 그렇다 32
명(28.3%) 순으로 나타났으며, A5. ‘ 노인스포츠
지도사 자격 취득이 임금 상승에 기여하였습니
까?(기여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
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71명(62.8%)
로 가장 많았으며, ‘그저 그렇다’ 23명(20.4%), 
그렇다 19명(16.8%)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A6.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이 능력 향
상 또는 업무에 도움이 되었습니까?(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는 ‘그렇
다’라는 응답이 54명(47.8%)로 가장 많았으며, 
‘그저 그렇다’ 45명(39.8%), 그렇지 않다 14명
(12.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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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number %

A3. Getting a job
Not helpful
So-so
Helpful

 17
 37
 59

 15.0
 32.7
 52.2

A4. Promotion or changing a 
job

Not helpful
So-so
Helpful

 45
 36
 32

 39.8
 31.9
 28.3

A5. Wage push
Not helpful
So-so
Helpful

 71
 23
 19

 62.8
 20.4
 16.8

A6. Improvement of  work 
ability

Not helpful
So-so
Helpful

 14
 45
 54

 12.4
 39.8
 47.8

Total 113 100.0

Table 4. The frequency analyzed result of effectiveness

Item number %

A7. Utilization of qualifications
Low
So-so
High

 58
 23
 32

 51.3
 20.4
 28.3

Total 113 100.0

A7-1. Reasons for underutilization
No demand
No benefits
Lack of publicity

 14
 37
  7

 24.0
 63.8
 12.1

Total  58 100.0

Table 5. The frequency analyzed result of utilization

3.3.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의 활용도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의 활용도와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
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7. ‘현재  사회에
서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어느 정도 활용된다
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으로는 ‘활용도가 
낮다’라는 응답이 58명(51.3%)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저 그렇다’ 23명(20.4%), ‘활용도가 높
다’ 32명(28.3%)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에게만 A7-1. 
‘활용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 대한 응답을 요구했으며, 그 결과 ‘노인스포츠
지도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혜택이 없어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37명(63.8%)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스포츠지도사 취득자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14명(13.3%),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홍보가 미
흡하여’ 7명(12.1%) 순으로 나타났다. 

4.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과 관련
하여 실효성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를 
빈도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 시 상황에서
는 스포츠지도 관련 업무자가 가장 많았으며, 다
양한 업무능력을 겸비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
장 많아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객의 확
보가 가능하도록 지도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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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노인을 대상으로 지도할 계획을 가졌다거나 
현재 노인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는 경우 그들
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하는 과정인 것이다. 배재윤 등[16]의 연구에서는 
자격증 취득 목적을 체육지도자로서의 전문성 강
화, 체육지도자 집단 내 차별화(변화에 적극적으
로 대처하는 체육지도자의 이미지 부각), 체육지
도자로서의 스펙관리 및 직업 탐색 등 크게 3가
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체육지도자
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체육지도자로서
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가치를 인정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자격 취득에 있어 전문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둘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후 그 실효
성에 대한 물음에는 취직과 업무능력 증진에 있
어서는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임금상승이나 승진 및 이직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취직 
이후 좀 더 나은 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
이나 처우개선에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실제로 2020년도 전라남도의 어르
신 생활체육지도자 공고를 보면, 9명의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를 채용하는데 있어서, 응시 자격
에 노인스포츠지도사를 명시하고 있어[27],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채용 조건으로 하고 있는 
공고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러나 이강, 조광민 박상현[28]의 경우 양성되어진 
지도자들이 질적으로 적합한 지도자인지에 대해
서는 의문이 제기됨을 언급하였다. 이는 정부의 
노인생활체육을 위한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스포츠지도사 자
격 취득자와 비취득자 간의 차이를 극명이 보여
주지 못한다는 것으로, 단순한 자격취득만으로는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실정을 대변하듯 양승남[29]은 체육
지도사 처우와 관련하여 1년차 지도자나 10년차 
지도자나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여 생활체
육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며, 오일영, 이희화
[29]의 연구에서는 생활체육 지도자, 전문체육 지
도자, 스포츠강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월수
입이 15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3.6% 
(1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 수입이 200만 원 
이하라는 응답자가 총 89.5%(총  590명 중 528

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안현균, 이종현
[30]의 연구에서는 전문스포츠지도자들의 급여수
준에 대해 150만 원 이하라는 응답이 남녀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만 원 이상이라는 응
답자는 여자의 경우 한 명도 없고, 남자의 경우
도 1.6%(2명)만 해당되어 이들에 대한 처우가 매
우 열악함을 지적하였다. 즉, 고용노동부(2018)의 
기준에 따르면 연봉분위 3분위(80% 이하)의 평
균 연봉이 1,988만 원으로 나타나[31], 스포츠지
도사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낮은 연봉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자들 역시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에 따른 활용도에 대해 ‘낮다’라는 응답이 과
반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한 응답에
서는 자격취득에 따른 혜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노인스포츠지도사 취득자
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응답, 그리고 노인스포츠
지도사 자격 홍보가 미흡하다는 응답 순으로 나
타나 큰 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의 실효성에 대한 
응답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고용자불안을 해
소할 수 있도록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나 장기
근속수당의 적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30],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결국 느끼는 못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처우개선과 관련된 문제는 중요한 부분으로 박성
희, 윤양진[32]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과다한 업
무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현장에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 힘든 현실을 언급하였다. 즉,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결국 스포츠지도사들은 자신
의 능력을 발휘할 동력을 잃고 조직에 대한 기여
도나,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낮아지게 되어, 수업
참여자에게 좋은 수업을 제공하기 어려워 질 것
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단순히 노인스포츠
지도사 자격증만으로는 그 전문성을 인정받기 어
렵다. 따라서, 전문성에 따른 가치를 인정받기 위
해서는 차별화된 역량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
의창, 김선희[3]는 민간체육지도자 자격증이 공신
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먼저, 자격증 발급과 운영의 측면에
서는 동일 자격 종목의 교육 내용 통일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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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며, 사후관리에 있어서
는 재교육을 통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
니라, 자격증 발급관리 및 행정에 있어서는 자격
제도 질 관리체제에 구축, 자격관리자의 교육활성
화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한번 자격을 취득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도활동을 통해 경험
을 늘리고, 여러 대상자를 교육함에 따라 다양한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환에 따른 프로그램 제
공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제도적으로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에 따
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 역량에 따른 
명확한 평가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호훈[33]
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지도역량과 관련하여 우
선순위를 설정하였는데, 크게 지도기술, 동기부
여, 그리고 감성 이해의 3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지도기술에 있어서는 수업 지도, 건강 전문 
지식, 체육에 관한 전반적 지식의 순으로 실제 
노인들의 수업지도에서 무엇을 유의하면서 지도
를 실시해야 하는지, 어떤 건강에 대한 전문지식
을 갖추어야 하는지, 체육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전반적 지식을 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였다. 또한,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목표설정 관리
와 지도자부심, 그리고 전달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감성이해에서는 노인 존중
과 감정조절 요인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관리자는 평
가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의 
평가를 통해 그들의 역량을 인정해주고, 제고시키
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현재 자격취득 연수프로그램 시행에 있
어서 노인지도에 대한 효율적인 경험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35]은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종목을 총 58개(검도, 게이트
볼, 골프,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당구, 댄스스
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키,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
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
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로 자격 종목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연수에 있어서는 자신의 자격종목
을 정확하게 지목하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연
수를 받을 수 없다.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은 각 지역별(수도권 및 전라 
각 2곳, 경상, 충청, 강원 각 1곳)로 종합적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자격종목에 따른 실습프로
그램을 운영하거나, 실습대상자를 구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이다.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에 대
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현
장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오랜 
기간 연수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운영 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운영방안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 실습을 이원
화 하여 이론 및 총괄적 지도교육은 신청 지역에
서 받되 실습과 현장교육은 환경이나 시설(체육
관, 필드, 무용실, 야외활동 등)이나, 체육활동상
황(라켓운동, 팀운동, 개인운동 등)을 기반으로 
종목군을 설정하여, 이에 따른 안전사고와 실기 
수업에 따른 실습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보다 효
과적이고, 각 종목에 맞는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강 등[27]은 노인스포츠지도사로
서 가져야할 핵심역량을 도출함에 있어서 교사와 
마찬가지로 체육지도사가 가져야할 지식이나 교
육적 기술과 함께 지도사의 태도, 소양, 자질과 
같은 인성측면을 교육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강
현욱[36]은 노인스포츠지도사의 교육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는데, 업무중요도 중 환경파악 관련된 모
든 업무와 수업실시에 있어서는 시범보이기, 다음
차시 예고하기, 시설관리 관련 시설 안전점검 및 
보고하기, 참여자 관리에 있어서는 운동능력 및 
건강상태 확인하기, 수업 연구 중 지도안 작성 
평가 확인, 행정업무에 해당하는 출석부 작성이 
1순위에 속했다. 즉, 교육내용보다는 시설이나 환
경, 개인 상황에 따른 서비스가 우선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교육서비스라는 용어가 어색하
지 않은 현실에서 교육대상자에 대한 섬세한 배
려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이제 연수프
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
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기관은 노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서 교육의 질
을 단계별로 강화함으로써 그 자격에 대한 가치
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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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남지역의 노인스
포츠지도사 자격 연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 결과 분석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동기는 
‘취업에 상관없이 다양한 능력 겸비하고 싶어서’
라고 가장 많이 답했으며,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취업 희망분야에서 자격 취득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져서’라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따른 기여
도와 활용도에 있어서, 취업과 업무능력 향상에 
대해서는 과반수이상이 기여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승진이나 임금상승에는 기여도가 낮다는 응
답이 가장 많았다. 셋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증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낮다’는  응답
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는데, 가장 큰 이유를 
‘혜택의 부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노인스포
츠지도사 자격 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앞으로
의 사회문제를 대비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실효
성을 위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노
인스포지도사 자격과관련하여 개선 방안은 다음
과 같다.  첫째, 자격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인 체
육 현장에 맞는 자격종목과 그에 따른 실습경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격취득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처우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며, 사회적으로는 자격
증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생활체육진흥법
에 따른 구체적 정책이 조속히 수립되고 시행되
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지도자들은 노인스포츠지도사로서의 자부
심과 전문성을 갖추도록 자기 계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고령인구가 많아졌을 뿐 아니라, 유병 
기간 및 종류는 물론 생활환경, 개인별 습관 등
이 매우 다양해졌다. 따라서, 대상자에 대한 관찰
과 정보 수집을 통해 대상자 파악을 철저히 한 
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나타난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
면, 첫째, 이 연구는 전라남도에서 진행된 노인스
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만를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가 한정적이었다. 또한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후 지각하는 자격증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세부질문이 문제점 도출에
만 초점을 두어 ‘활용도가 높다’라고 응답한 참여
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었으며, 척도도 3점 
척도의 설문이 진행됨에 따라, 좀 더 민감하게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연구대상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연수프로
그램, 환경, 연수교육자 등을 중심으로 양적 연구
가 진행된다면, 보다 더 다양하고 종합적 의견 
수렴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연수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각 종목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의 전문
성 강화를 위해 이론과 실습의 이원화를 제안하
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연수기관의 협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 대
상의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이와 같은 연
구는 보다 보편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교육 운영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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