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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사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그리고 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2012 스포츠법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학회는 스포츠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폭넓게
연구하며, 건전한 스포츠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교체육, 스포츠산업, 스포츠복지, 스포츠의 국제경쟁력 강화, 스포츠분쟁해결, 선수의 보호,
프로스포츠, 남북스포츠의 교류와 협력 등에 관한 입법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 10 회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스포츠법의 새로운
경향”이라는 대주제를 걸고 학교스포츠 및 학교체육정책의 법적 과제와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성확보 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리스, 독일,
항가리, 인도, 타이완 등에서 스포츠법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을 비롯하여 국내의 저명 학자들이 연구발표를 합니다. 오늘 이 뜻 깊은 국제 학술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숙소와 학술대회 장소를 제공하여 주시고 참석자들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장안대학교 도중대 총장님을 비롯하여 관게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적극적으로 협찬해 주신 에프에이스포츠 김종걸 사장님을 비롯하여
전국체대입시연합과 전국체대입시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정취가 한층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오늘 국제학술대회를 통하여 폭넓은 학문적 교류와
진지한 소통의 장이 더욱 풍성하게 결실 맺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연기영(핚국스포츠엔터테이먼트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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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Address

Distinguished Guests Members!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all o f you fo r taking your time to participate 6th
KASEL Inte rnatio nal Co nference on Sport Law in 2012 despite your busy schedule. KASEL
has been studying about sport re lated legal issues and contributing to the pro motion o f the
sound sport culture. Thro ugh annual international confe rence, various themes, such as
physical

education,

competitiveness,

sport

sport

industry,

dispute

sport

resolution,

we lfare,

streng the ning

pro tectio n o f

human

of

rig hts

inte rnational
for

p layers,

professional sport, and sports exchange and cooperatio n between South and North Ko rea,
had been discussed and legislative challenges and alte rnative p lans for those issues had be en
suggested.
Today, we are go ing to deeply d iscuss about the some significant legal issues which had
been discussed in the past, but recently recognized as the most urgent and time ly issues.
This Conference theme is “A New Trend o f Sport Law - Legal Foundation to Promote School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 Ideas to Ensure the Fairness and Safe ty in the Sports Game
and Industry. Nowadays, sport pro vid ing us with peace, health, and happiness is recognized
as a fundame ntal human rig hts all kinds of people can enjoy. Especially at this Cong ress,
several p restigio us experts such as the most promine nt scholars in the sport law w ill be
participating. We are sure that this will be more info rmative and extensive discussing field
than any other pre vious confere nce. Thro ugh this conference we expect to find ways to
enact the fundame ntal law o f sport in o rder to p rotect peoples' sport rights and to make legal
institutional alternatives for the deve lopment o f sport industry.
Lastly, we really appreciate all o f you who have been showing your interest and
encouragement in KASEL and contrib uting to the development o f sport culture.
8

At the autumn o f the fruit season, I e xpect this meaningful eve nt allows you an ample p lace
fo r your e xtensive academic exchange and sincere c ommunication.
I want to thank several people w ho help this meaning ful event make success. First and
fo remost, huge thanks to the prominent sport law scholars coming far from G reece, Germany,
Hungary, Ind ia and Taiwan. Secondly, thanks to all presenters and discussants who accepted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this important meeting.
Ne xt, I'd like to o ffer a special thank to the DO Joong -Dae, Presidnet o f the Jangan
Univsersity, w ho prepares this wonderful p lace and participates to welcome and encoura ge
us.
I'd like to tell yo u this event was sponsored by KIM Jong -Geo l, Chairman o f AF Spo rts and . I
really appreciate fo r his supports.
Last, but b y no means least, I thank all participants for attend ing this conference. I truly
appreciate yo ur support o f the KASEL, w itho ut which, o f course, we could not e xist.
Respectfully,

YEUN Kee-Young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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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존경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장안대학교를 방문하신 여러분 모두를 장안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이번 제 10 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국제학술대회를 역사의 도시 문향의 도시인 화성의 대표대학 장안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전문대학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전문대학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풍요로운 10 월, 스포츠 법학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서 개최하는 금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가 스포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위상에 맞는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매우 뜻 깊은 학술대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스포츠는 우리의 일상과 밀접히 연관되어, 예로부터 교육은 지덕체를 연마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배우는 공정한 경쟁 페어플레이 정신은 교육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정신을 배우는 계기로서, 국내외 권위 있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학교체육진흥 및 스포츠대회에서의 공정성 확보 등에 관한 법적관계의 논의를 통해 세계 스포츠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국내외 스포츠 전문가, 스포츠법 전문가, 엔터테인먼트법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고 귀중한 의견을 기탄없이 개진하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스포츠의 발전을 위해 애써오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기영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년 10 월 13 일
장안대학교 총장 법학박사 도 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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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Address
Distinguished Ladies and Gentlemen!
I'd like to sincerely welcome all of you, the president of KASEL, members of KASEL,
and distinguished guests for visiting Jangan University. Most of all, I am so pleased
to hold this 10th KASEL international conference at the Jangan University which is
known for the representative university a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ity of HwaSung. In addition to this,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provide good opportunity
for the community college such as Jangan University to enhance its reputation as
well.
At this rich October, I think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by KASEL which is
playing a leading role at the sport law field will be very meaningful because it will
propose blueprint to ge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the Korean sport
advancement.
Sport has been known for really good means to drill wisdom, virtue and fitness
because this positive aspects of sport can be transferred to the our ordinary life.
Fair play we learn from sport is the basics of the education. As an opportunity to
learn this positive spirit of sport, this conference will larg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world sport by discussing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ts
about legal issues of school sport and fairness at the sport competition.
I am for sure that this event will result in successful output through the ample
scientific exchange and discussion because famo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ts
of sport and entertainment law are participating.
In closing,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the Yeun, Kee-Young, President of
KASEL, and other members who made their efforts for the excellent organization of
this conference.
Thank you.
October 13, 2012
DO, Joong-Dae, President of Jang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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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ory Message

Congratulatory Address

Dear Co lleagues and Friends,
As we have alread y accepted, sports law is one o f the most d ynamic fields of law, especially
in the e veryday legal p raxis, as well as regarding its academic aspect.

The sports fie ld is organized at international le vel in a community, w hich, in the margin and
regard less of any state supervision, has developed its own, particular institutions and rules.
International Spo rts Federations (ISF) constitutes private entities governed by the laws of
the ir seat. The ISF regulate the sport, which the y have responsibility fo r, the re lationships
between people and eve nts that may evo lve across state borders.

On top o f this p yramid is p laced the Inte rnatio nal Olympic Committee (IOC). The O lymp ic
recognitio n o f Inte rnatio nal Spo rts Federatio ns and Natio nal O lymp ic Committees is the key,
setting in mo tion the law set b y the rules of the Olympic Charter.

This recognition is given under certain conditio ns and has leg itimizing and transmissive
results. The same applies to the Inte rnational Sp orts Federations (ISF), whose sports want to
be recognized as O lympic ones. The international sport activity has been created alongside
the state and formed a sui gene ris international sports law, the so called Le x Spo rtiva, which
is fo llowed by the natio nal federatio ns. These sports institutio ns shape and regulate the
relatio nships being deve loped, strictly and exclusive ly, w ithin the framework o f Le x Spo rtiva.

The KASEL Sports Law Confe rence that is taking place in Seoul, Ko rea, in 13 -14 October
212, w ith gene ral topic: New Trend of Sports Law is of fundamental importance for sports
law. Those issues form the essence of sports law and p rovide us the opportunity to discuss
upon the existence and extent of applicatio n o f the international sports law, as we ll as 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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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of conflicts that rise from the claim o f applicatio n of the trad itional legal orders in the
field o f sport.
In this congress Sessions we will have an opportunity to d iscuss important themes such as:
The Ro le o f Sports To to and Legal Issues for Successful Sports Ind ustry, Legal Issues of
Unive rsity Sports Operatio n, Legal Issues of School Spo rts Po lic y and Plan to Secure the
Fairness in Spo rts Ente rtainment Contents Business.

I’m ve ry happy to participate in this annual Inte rnatio nal Spo rts Law Cong ress of Ko rean
Associatio n & Ente rtainme nt Law (KASEL), which is going to be o rganized in Seoul -Ko rea.

I am looking fo rward to seeing you all in Seoul.

The President o f IASL

Dimitrios P. Panagiotopoulos

Associate Professor of the University of Athens, Advocate, Attorney-at-law
Vic-Rector at the Central Gree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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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gal Challenges to Promote School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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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chedule
Oct. 12th (Fri), 2012
Time

Contents

13:00~

Arrival(Foreigners)

18:00~

Welcoming Dinner

Remarks

Oct. 13th (Sat), 2012
Time
09:00~
09:30

Contents()
Registration

Opening Ceremony
Convener JOO, Jong-Mi (Hoseo Univ)
09:00~
09:30

Place : Self-realization 516

Opening Address

Kee-Young YEUN(P resident of KASEL)

Welcoming Address

Joong-Dae DO(P resident of Jangan University)

Congratulatory Address

Dimitrios PANAGIOTOPOULUS(President of IASL)

Part 1. Keynote Speech(Country Report)
"Trend of Sport Law in the World “
Convener JOO, Jong-Mi (Hoseo Univ.)

Place : Self-realizatio n 516

10:0010:20

Greece

Dimitrios PANAGIOTOPOULUS
(President of Int ernational Association of Sports Law)
“The Field of Sport in European Union After the Lisbon Treaty ”

Taiwan

Kong-Ting YEH
(Professor and Dean, College of Management, National Taiwan
Sport University(NTS U)/ Honorary President, Taiwan Society for
Sport Management(TASSM)
“The Impacts of 2012 Sport Industry Promotion Law on
Taiwan”

09:30~
12:30
10:2010:40

10:4011:00

Germany

Klaus VI EWEG
(Professor, Institut fü r Recht und Technik der Erlangen)
"Legal Problems of the So-called Techno-Do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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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20
India

Amaresh KUMAR
(Professor & Head of the Dept., Rajeev Gandhi College)
“Legal Issues of the School Sports & Physical Education Law in
India”

Hungary

Nemes ANDRAS
(Professor, PE & Sport Science Dept., Semmelweis Univ. )
“Fighting for the Accept ance of the Sports Law and an Easy
Attempt about the Entertainment Law in Hungary.”

Korea

Kee-Young YEUN
(Professor, College of Law, Dongguk University, President of
KASEL)
“The Challenges and Legal Policy of Sub-Laws Legislation
For the Enforcement of the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in Korea”

11:2011:40

11:4012:00

12:0012:30

12:30~
14:00

Discussion

Luncheon

Part 2.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14:00~
18:00

Division 1

Division 2

“Legal Challenges to Promote School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Ideas to Ensure the Fairness in the
Sport Industry”

Moderator
KIM, Yong-S up(Jeonbuk Univ. )
Place : Se lf-realizatio n 513

Moderator
LEE, Yong-S oo(Jangan Univ. )
Place : Se lf-realizatio n 514

14:0014:30

A Survey of the Concept of
LexSportiva from Analytical Legal
Philosophy
Markus CHEN-HUAN LIN(Lawyer,
Allianz Law Office, Taiwan)

Sports Betting Monopolie s Reaching
a Critical Point
Marios PAPALOUKAS(Sports law in
Greece)

14:3015:00

Actual Condition and Problem
Legal Environment of School
Solutions
Sports Industry and Expansion of of Match Fixing in Sports
Rights to Use Sport Facility
Competition
LEE, Jae-Mok(College of Law,
SON, Seok-Jeong(Sport Management
Chungbuk National Univ.,)
Dept., Nams eoul Univ. )

15:0015:30

Roles and Expectations of School
Sports Promotion Act and Its
Subordinate Ordinance
CHAE, Woo-Suk (College of Law,
Soongsil Univ. )

15:3016:00

Legislative Polices to Eradicate
Match Fixing in Sports Competition
KANG, Gu-Min(Asian Law Center, Univ.
of Washington School of Law)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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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30

16:3017:00

17:0017:30

Legal Challenges to Enhance
School Sports
JEONG, Seung-Jae(Jangan Univ. )

Academic Rules in College Sports
of America
PARK, Chan-Min(College of Health &
Human Performance, Univ. of
Florida)
Improvements of Players’
Recruiting and Drafting System in
College Sport
KIM, Dae-Hee(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Sport Science)

17:3018:00

Liability for Injury to Professional
Player When Playing as a National
Team
YOON, Tae-Young(College of Law, Ajou
Univ. )
Protection of Players’ Publicity
KIM, Min-Jung(College of Law,
Chonbuk National Univ. )

Related Issues of London Ol ympic
Game and Sport Broadca sting
Rights
CHE ONG, Young-Joon(College of Law,
Chonbuk National Univ. )

Coffee Break

18:00~
18:30

KASEL’s Board Meeting(Conference Evaluation)

18:30~
21:00

Commemorative Dinner (place: Convention Hall)

Oct. 14th (Sun), 2012
Time
09:00~
18:30

Contents
Tourism(Foreigners)

18:30~
Farewell Dinner
20:00

Oct. 15th (Mon.), 2012
Departure of Foreign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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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2012 년 10 월 12 일(금)
시간

내용

13:00~

외국인 참가자 도착

18:00~

환영만찬

비고

2012 년 10 월 13 일(토)
시간
09:00~

내용
등록

09:30

개회식
사회자; 주종미(호서대학교)
장
09:30~

소; 자아실현관 516 호

개회사

연기영(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환영사

도중대(장안대학교 총장)

축사

드미트리어스 파나기어토퓰러스(국제스포츠법학회 회장)

10:00

제 1 부 각국 기조발제 (세계 각국의 스포츠법 동향)
사회자; 주종미(호서대학교)
장

10:00~
12:30

소; 자아실현관 516 호

드미트리어스 파나기어토퓰러스(국제스포츠법학회 회장)
10:00-

그리스
"리스본 조약 이후 E U 의 스포츠 분야“

10:20

10:20
10:40

콩-팅 이(대만스포츠대학, 경영대학장, 대만스포츠경영학회 고문)
대만
“2012 대만 스포츠산업진흥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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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1:00

Klaus VI EWEG(Professor, Institut fü r Recht und Technik der
독일

Erlangen)
“태크로-도핑의 법적 문제”

11:0011:20

아마래쉬 쿠마(라지브 갠드히 대학 학과장)
인디아
“인디아의 학교운동부와 학교체육법의 법적 과제”
네미스 앤드라스(세맬웨이스 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11:2011:40

“헝가리의 스포츠법 도입을 위한 투쟁과 엔터테인먼트법의

헝가리

원만한 시도“
연기영(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동국대학교 법학과

11:4012:00

한국

교수)
“한국 학교체육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의 법정책적 과제”

12:0012:30
12:30~
14:00

Discussion

Luncheon
제 2 부 발표 및 토론

14:00~
18:00

제 1 분과

제 2 분과

“학교운동부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스포츠산업에 있어서 공정성 확보

법적 과제”

방안“

사회자: 김용섭(전북대학교)

사회자: 이용수(장안대학교)

장

장

소: 자아실현과 513 호

소: 자아실현과 514 호

14:00-

법철학적 분석을 통한 스포츠법의

내기 스포츠의 시장독점에 관한

14:30

개념 연구

비판적 연구

마커스 챈-환 린(대만 알리안츠법률

마리어스 파팔로카스(그리스

사무소 변호사)

스포츠법)

14:30-

학원스포츠산업의 법적 환경과

15:00

스포츠 시설 이용권의 확충 방안

스포츠의 승부조작 실태 및 대처방안
이재목 교수(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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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정 교수(남서울대학교)

15:00-

학교체육진흥법과 하위 법령의 역할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15:30

및 기대

강구민 박사(워싱턴대학교 아시안법

채우석 교수(숭실대학교)

센터)

15:30-

Coffee Break

16:00
16:00-

학교체육에서의 학생선수폭력실태

국가대표팀 경기에서의 선수부상

및 대처방안

손해에 대한 위험부담

정승재 교수(장안대학교)

윤태영 교수(아주대학교)

16:30

미국 대학스포츠의 학업규정

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17:00

박찬민 박사(플로리다 대학)

김민중 교수(전북대학교)

17:00-

대학스포츠 선수선발과

런던올림픽과 스포츠 방송권 관련

17:30

대학입시제도으 개선방안

쟁점

김대희 박사(체육과학연구원)

정용준 교수(전북대학교)

16:30

17:30-

Coffee Break

18:00
18:00~
18:30
18:30~
21:00

KASEL 이사회 (학술대회 평가)
만찬 (장소 : 컨벤션홀)

2012 년 10 월 14 일(일)
시간
09:00~

내용
외국인 참가자 관광

18:30
18:30~
저녁식사 (외국인 환송 만찬)
20:00

2012 년 10 월 15 일(월) : 외국인 참가자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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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4th, 2012

Tours (Foreign Participants)

It was in 1395, three years after the Joseon Dynasty was fo unded by Yi Seong -g ye, when the
construction o f the main ro yal palace was completed and the capital o f the newly founded
dynasty moved from Gaeseong to Seoul (then known as Hanyang). The palace was named
Gyeongbokgung, the "Palace Greatly Blessed by Heaven." With Mount Bugaksan to its rear
and Mo unt Namsan in the fo reground, the site o f Gyeo ng -bokgung Palace was at the heart o f
Seoul and, indeed, deemed auspicious according to the trad itio nal p ractice of geomancy. In
front o f Gwang hwamun Gate, the main entrance to the palace, ran Yukjo -geori (Street o f Six
Ministries, today's Sejongno), home to major gove rnment offices. Alo ng the central axis upon
which Gwang -hwamun Gate stood was the nucleus of the palace, includ ing the thro ne hall,
reception hall and king's residence.
The gove rnment ministry district and main build ings of Gyeong bokg ung Palace fo rmed the
heart o f the capital city of Seoul and represented the sovere ignty o f the Joseon Dynasty.
Afte r all the palaces in the capital were razed by the Japanese during the Hideyoshi invasions
of 1592-' 98, Changdeokgung, a secondary palac e, was rebuilt and served as the main palace.
Gyeongbokgung Palace was left de relict fo r the next 250 years. It was finally reconstructed
in 1868 b y the o rder o f the Prince Regent. The palace the Prince Regent created was
markedly d ifferent from the orig inal. Some 500 buildings were built on a site o f ove r 40
hectares and constituted a small city. The architectural p rincip les of ancient China were
harmonio usly incorporated into both the traditio n and the appearance of the Joseon royal
court. G yeongbokgung Palace was large ly torn down d 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Eighty five percent of the restored build ings were d ismantled, Gwanghwamun Gate was remo ved,
and an eno rmous build ing ho using the Japanese Government -Gene ral was constructed in
23

front of the main s ector o f the palace. An effo rt to fully restore G yeongbokgung Palace to its
fo rmer glo ry has been ongoing since 1990. The colo nial Gove rnme nt -Gene ral building was
removed, and Heung ryemun G ate was restored to its o riginal state. The ro yal quarte rs and
the East Palace fo r the crown prince were also restored to their orig inal state.

Gwanghwamun Square had been created unde r the g rand roadmap aiming to transfo rm
Sejongno, a central avenue o f 600 years of history in Seoul, from a vehicle -centered to
pedestrian-o riented p lace, to recreate it as the beautiful natural landscape where G yeongbok
Palace and Mt. Bugak reside, and to revamp Yukjo(六曹)-geori (Avenue o f Six Ministries), an
avenue that p recedes the present Sejongno, so that it can be recreated as a place of history
and cultural e xperie nces. The actual construction fo r Gwang hwamun Sq uare began from May
27th, 2008 and was completed at the end o f July, 2009. Gwang hwamun Square stretches out
in 555m in le ngth and 34m in w idth at the center of Sejong no whe re i t is connected from
Gwanghwamun o f Jong no -gu in Seoul to Sejongno sageori and Cheongg ye Square. The
specific sections inc lude ‘A Sq uare where the Histo ry o f Gwang hwamun is Reclaimed,’ ‘A
Square whe re Yukjogeori Scenes are Recreated,’ ‘A Square that Represents Ko rea, ’ ‘A
Square o f Urb an Culture w here Citizens Jo in, ’ ‘A Sq uare in the Heart of the City, ’ ‘A
Connecting Area to Cheongg yecheon.’ To be mo re specific, ‘A Sq uare whe re the History o f
Gwanghwamun is Reclaimed’ stands in the main entrance area and it is w here Wo ldae(月臺)
and Haetae Statue have been restored. A Square whe re Yukjogeori Scenes are Recreated ’ as
the section annexed to Sejongno Park is where the traces of Yukjogeori, the center o f
Hanyang (the capital city o f Joseon), are revived and the miniature models are installed to
highlight the meaning o f the street that symbo lizes the natio n.

'A Square that Represents Ko rea’ can be found in fro nt of Sejong Cente r. On the back of the
spirits of creativity and practicality, a large bro nze statue o f King Sejong that weighs about
24

20 to ns on the stylobate of 6.2m in heig ht and 4.3m in w idth to signify our aspiration towards
the powerhouse of culture. Not o nly that, b ut the regular display halls includ ing Sejong ’s
Sto ry are also here. ‘A Square o f Urban Culture where Citizens Join’ is found between
Sejong Cente r and the statue o f Admiral Yi Sun -Shin and is used as exhib ition space in
dive rse fo rms of art such as fine art and formative arts. Visitors to Haechi Madang can e njoy
various amenities including Arisu Saemteo, information center, souvenir shops, displays,
elevato rs and cultural galle ries such as a place of e ncounters and p romises. ‘A Square in the
Heart o f the City’ established in the surround ing o f the statue o f Admiral Yi Sun -Shin
symbolizes Sejongno and holds an imp lication as the central point o f the urban landscapes.
The wate r landscape facilities such as the Sharp Fo untain (in the left and rig ht side of the
statue) and G round Fo untain (right in front o f the statue) are installed. ’ ‘A Co nnecting Area
to Cheonggyecheon’ standing between Sejongno Sageori and Cheonggye Square has been
built as the connecting axis of the pedestrian netwo rks that linking Cheongg yecheon and
Gyeongbok Palace.Besides, the ‘Waterway o f History( 水路)’ that flows the undergro und
artesian water coming from the subway statio ns of Gyeongbokg ung and Gwang hwamun to the
direction o f Cheongg yecheon is built and ‘Haechi Madang (Haechi Courtyard) ’ b y connecting
the g round in the back of the statue o f Admiral Yi and Gwanghwamun subway statio n so that
citizens can come and go with ease. Besides the regular squares, the area is used as the 10 lane roadway and pedestrian road but d uring events, the traffic is restricted; as fo r mid -size
events, the area is widened up to 67m and to 100m fo r large eve 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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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cts for EU Action in the field of Sport after the Lisbon Treaty
Dimitrios P. Panagiotopoulos
(President o f International Associatio n o f Spo rts Law)
1. Introduction
Since December 2009 w hen the Lisbon Treaty came into force, sport is mentioned fo r the
*
first time in a European Treaty . Sport is now a new area o f competence of the EU.
According to article 165 o f the Treaty on the functio ning of the European Unio n (TFEU) “ the

Union shall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European sporting issues, w hile taking into acco unt
of the specific nature of sport, its structures based o n voluntary activity and its social and
educational function ” (par. 1).
“ Unio n action shall be aimed at: … - develo ping the European dimension in sport, by pr
omoting fairness and o penness in sporting competitions and cooperation between bodies r
espo nsible for sports, and by protecting the physical and moral integrity of sportsmen an
d sportswomen, especially the yo ung est sportsmen and sportswomen ” (par. 2).
“The Un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foster cooperation with third countries and the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 ns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sport, in particular the
Council of Europe” (par. 3).
As expressly stated in article 6 TFEU, in the fie ld of sport the Union shall only have the “com
petence to carry out actions to support, coordinate or supplement the actions of the Member S
tates”. There fore,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re o nly able to “ado pt incentive
measures, excluding any harmo nisation of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Member States ”
and “the Council, o n a proposal from the Co mmission, shall adopt recommendations ” (art
icle 165 TFEU, par. 4).
2. Objectives and actions fo r an EU sport policy
A European sports policy is bound to the objectives of fairness and openness in sporting
competitions and pro tectio n o f the mo ral and physical integrity o f sportsmen and sports
women, while at the same time the specific nature o f sport is to be take n into considera
1
tion . Mean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are the incentive measures and the recommenda
tions of article 165 TFEU.
While the meaning o f recommendatio ns is well known, the meaning of the te rm incentive mea
sures is not quite clear, leaving room for inte rpre tatio ns. It possible leaves room fo r a mo re s
olid Commission proposal fo r an EU Spo rt Programme, being a step fo rward than mere recom
mendatio ns.

The formation of a European sports policy is expected to be largely based to
the work already done by the European Commission implementing
This text is a research paper in the frame of the Hellenic Center of Res earch on Sports Law, under the
supervision of Dimitrios P. Panagiotopoulos, Assοc. Professor, University of Athens, Attorney-at-Law,
IASL President, With the cooperation of Vaggelis Alexandrakis, LL.M. (Nottingham), Attorney-at-Law,
Ioannis Mournianakis, LL.M. (Heidelberg), Attorney -at-Law, Sergios Manarakis, LL.M. (Edinburgh),
Attorney-at-Law. Comments from these
texts
have included
in same book of the ASSER
Institute, 2011
1 Dimitrios P. Panagiotopoulos (2006), «Situation, Trend and Legal Policy for Sports Law at the
European Union», in: European Lawyer Journal, Vol. 4, 63-74, and in: Challenges of the Asian Sports law
[KeeYeun Youn g (ed.)], Korean Association of & Entertainment Law (INC): Seoul, (2005), pp. 13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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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ory actions in the field of sport after the White Book on Sport was
published. This means providing support from the EU budget to multi-actor
activities in areas such as health, education, equal opportunities. This has
helped the Commission to identify suitable topics for the Sport Programme
and through the experience expected to be gained and the transfer of
knowledge, formation of networks, exchange of best practices, better
coordination, or mobility of some categories of professional staff, the sport
programme should promote good governance and foster sport’s social, health
and educational functions. The new treaty provision on sport makes a special
reference to some specific sectors which seem to be of vital importance for
an EU sports policy:
(i) Voluntary Activity
Vo lunteerism is ve ry impo rtant fo r Europe. According to a surve y, 92 to 94 million Europeans
are invo lved in volunteering activities, which rep resents the 22 - 23% of the European
2
populatio n . The year 2011 has been declared as the European Year o n Volunteerism. That
means that many projects about vo lunteerism will be promo ted and funded by the EU.
Howeve r, it has to be highlighted that voluntee rism is only mentioned in the EU Treaties in
terms of the sport activity. The European Commission made recently a stud y o n vo lunteerism
3
and sport had a special p lace in this study . The special role that the EU attaches to
volunteerism in sport which led to this re ference to the Treaty was already demonstrated in
the White Paper o n Spo rt, w here a relative chapte r was inc luded abo ut the promo tion o f
volunteerism and active citizenship thro ugh sport. Also, it should be mentio ned here that the
4
Commission, since 2007, runs an info rmal wo rking -gro up on non-p ro fit sport o rganizations .
Thus vo lunteerism is sport has been identified as an area that needs furthe r development and
promotion.

(ii) Social and Educational Function
The educational and societal ro le o f sport has been po inted out since the ve ry beginning o f
the EU sport po licy: in the Amste rdam and Nice Declarations and the White Paper on Sport in
2007. Sport has been recognized as a very effective tool fo r the social inclusio n and
integ ratio n of many categories of people, for p romotio n o f health, fo r the fig ht against racism
and viole nce. The Commission through the preparatory action 2009, supported projects about
equality of ge nders in sport, health enhanc ing physical activity and sport for people w ith
disabilities. In respect of the educational role of sport, apart from the respective re fe renc e in
the White Paper, since July 2009 a wo rking g roup in Ed ucation and Spo rt is active dealing
with re lative issues.

(iii) Fairness and Openness in Sporting Competitions and Protection of the Physical and Moral
Integrity of Sportsmen and Sportswomen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Study on volunteerism,
http://ec.europa.eu/sport/library/doc/f_studies/executive_summary_volunteering_final_report_en.pdf
3 http://ec.europa.eu/sport/l ibrary/doc/f_studies/volunteering_final_report.pdf
4 http://ec.europa.eu/sport/l ibrary/doc484_en.htm#non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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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fe rence to the promo tion of fairness and openness in sporting competitions in
conjunction with the refe rence to the pro tectio n o f the physical and mo ral integrity o f
sportsmen and sportswomen points out directly to the issue of doping. Since 2007 the
Commission is running a working g roup on Anti-doping and both the White Paper and the
Action Plan Pierre de Coubertin take this matter of doping into account. In May 2009 the
Commission organized in Athe ns an EU Co nfe rence on anti-doping, dealing w ith many issues
such as the EU cooperatio n regard ing accredited ant-dop ing laborato ries and criminalisation
of trade in doping substances. The EU should also, based on Article 165 par. 2 TFEU,
cooperate with WADA, sports organisatio ns, public autho rities or the Co uncil o f Europe.
Institutions of the EU should encourage Membe r States to adopt leg islatio n or policies that
are in accordance within the WADA Code and streng the n the impleme ntatio n thereo f. Based
on the existing share o f practices coordina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within a specific
working gro up, this cooperation could be further developed to include judic ial and police
cooperation across the EU on doping netwo rks and trafficking. Furthermo re, EU should
support research projects developed in the fie ld o f anti-doping, thro ugh the existing EU
fund ing p rogrammes and the future sports programme, in o rder to impro ve detection,
prevention and education. Extremely important are also the inconsistencies between the
regulations of sport associatio ns and the European law. Fo r instance, the doping contro l and
5
whereabouts systems lead to inconsistencies with the Data pro tection Directive and also the
6
European Co nve ntio n o f Human Rig hts.
Apart from that, the term openness and clearness of sport competitions also includes match
fixing, mo ney launde ring, irreg ular and illegal be tting, corruption etc. The EU, the refo re, will
combat against these negative phenomena as well. Furthe rmo re, t he Commission has already
encouraged support fo r sport and physical activity throug h va rious policy initiatives in the
field o f educatio n and training (Lifelo ng Learning Programme). In the framework o f the
Preparato ry Actio n o n Sport 2009 various projects have been supported in the field o f
health-e nhancing physical activity (HEPA) and education, with the objective o f exchang ing

Directive 95/4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f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Official Journal L 281, 23/11/1995 p.0031-0050, for this issue there is a special working party,
set-up by the Commission, an independent EU advisory body on data protection and privacy
(http://ec.europa.eu.justice_home/fsj?privacy/docs/wpdocs/tasks-art-29_en.pdf). Compare also
Petritsch G., WADA’s “Wereabouts System’’, Athleet’s right to pay? An abstract of the latest developments , in
International Sports Law Review Pandektis, Vol.8:1-2, 2009.
6 Prima facie, the doping regulations violate many fundamental human rights. First of all, from article
10 of the ECHR, we could derive a right to sport. Article 10 establishes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ncludes the physical expression that is sport. It also includes the freedom to express
somebody’s self by participating in sport as a spectator. According to article 10.2, any restriction to
this right should have a legitimate aim, should be prescribed by and should satisf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By preventing an athlete from competing on a temporary or permanent basis, this
right is violated. Doping tests and sanctions could violate the fundamental right of personal liberty
and privacy, which is established by the Article 12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Article 17 of the UN Convention on Civil Rights. It can be also deduced by the art 8 of the ECHR .
Indeed, since athletes could undergo anytime and anywhere (even in their home) a doping control
this right is definitely violated. Furthermore, many legal commentators have observed that antidoping rules may restrict the right of an athlete to a fair hearing and the right to be presumed
innocent (article 6 par.2 ECHR): such rules provide for a doping offence and/or a sanction irrespective
of any fault on the part of the athlete. The right to a fair hearing is widely recognized as a
fundamental human right, something which is also highlighted by the European Anti -Doping
Convention (article 7.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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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practices on how to integrate more sport in the school enviro nment. It should be no ted,
tho ugh, that funding of sport activities at school leve l and the content o f school curricula are
the e xclusive responsibility of the Membe r States. Regarding the issue of dual careers, the
EU should take a w ider view and ask for a good combination o f general educatio n and
training to facilitate integ ratio n in work and life after a sport caree r. Good practices and
possible measures are being d iscussed in the Wo rking G roup o n Education and Training in
Sport and are part o f p rojects supported by the Commission. Furthe r analysis is needed on
the subject of facilitating the participation o f young athle tes in the e xisting mob ility
programmes of the EU and/or in the future Spo rt Programme.

(iv) Cooperation with third countries and the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Article 165 TFEU furthermo re allows the EU Institutio ns to pro mote the use of sport as a
tool in the ir cooperatio n and deve lopment po licy with third countries or inte rnational
organisations. The EU Institutio ns are asked to create syne rgies and facilitate the support o f
projects for the deve lopment o f sport and the deve lopment via sport in deve loping countries
within the existing exte rnal ag reements between the EU, its Membe rs States and third
countries. An enhanced cooperatio n o f the EU with the O lympic and sport moveme nt is also
expected. Given the fact that Article 165 TFEU e xp lic itly calls on the EU to "foster

cooperation with third co untries and the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 the field of
sport, in particular with the Council of Euro pe" , as well as the c lear refe rence to the
specificity of sport, the creation o f syne rgies with the sport and O lympic Mo vement is a vital
requireme nt. The EU should consult and cooperate w ith the competent sport o rganisatio ns in
all the issues. The ro le of the Council of Europe (Co E) is also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deed, the Co E has a directorate w ith sole responsibility fo r sport. Thro ugh this directorate
the European Minsters fo r sport meet eve ry three years to draw up guidelines fo r the sport
policy o f the Co E as well as to discuss problems arising in the inte rnational sport arena.
Informal mee tings can be also he ld within the three years cycle. By this special refe rence it
seems that the contrib utio n of the Co E in the European sport affairs is recognized and
appreciated. Evidently, its cooperation w ith the EU institutions is considered to be p recious
fo r the development o f an EU sport prog ram.

3. Sport and the application of EU law: need for legal certainty
The applicatio n o f EU law ove r sport should be re -e xamined under the lig ht o f the changes
of the Lisbon Treaty. The mo re p ressing issues are the fo llow ing :

(i) Freedom of movement within the common market area
In the White Paper o n Sport, the Commission recognises that the organisatio n of sport and o f
competitions on a national basis is part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 round o f the
7
European approach to sport (European Sport Model)
. The Commission equally recognises that natio nal teams play an essential ro le in terms of
identity. The y are also important to secure solidarity w ith g rassroots sport, and there fore
deserve to be supported. However, d iscriminatio n on g rounds of natio nalit y is prohibited in
the Treaties. Any citizen of the Unio n has the right to move, reside and work free ly in the
territory o f all the Membe r States. Neve rthe less, in some cases sporting rules which restrict
the freedom of movement o f athletes may be accepted under EU law if they p ursue a
legitimate objective, such as the organisation and proper conduct o f competitive sport, and if
the y are p roportio nate to the attainment o f such an objective. This is the case of UEFA's
"home -g rown p laye rs' rules ", which the Commission accepted in 2008, despite however
7

http://www.sport-in-europe.com/SIU/HTML/PDFFiles/EuropeanModelofS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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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some concerns about the ir indirect discrimination effects. On the othe r hand, from the
perspective o f EU law the 6+5 rule o f FIFA, in its present form, is incompatib le w ith EU free
8
movement rules . The impleme ntatio n b y FIFA of a '6+5' rule w ithin the EU would clearly
vio late EU law as it would constitute direct discrimination be tween citizens of d iffe rent
Member States. This is pro hibited b y Art. 18 and 45 TFEU and the European Co urt o f Justice
has repeatedly confirmed, in its landmark 1995 Bosman ruling and in a number o f late r
judgements, that this princip le applies to pro fessional sport, whe re sportspeople can be
assimilated to workers. The Commission cannot, there fo re, accept the rule in its present
fo rmulatio n. The European Parliament also rejected the '6+5' rule in its Resolution on the
White Paper on Sport, w hich it adopted in May 2008.

(ii) Freedom of competition
In o ne of the most recent ECJ judgment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 f competitio n law o ver
sport, the contested FINA anti-dop ing rules were found not to “ necessarily constitute a

restriction of competition incompatible with the common marke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81 EC, since they are justified by a legitimate objective. Such a limitation is inherent
in the organisation and proper conduct of competitive sport and its very purpose is to ensure
9
healthy rivalry between athletes .”. Furthe rmo re, the Commission acknowledges the
overriding ro le of non-marke t goals in the assessment o f the competition pro visions of the
Treaty by stating that: “Goals pursued by other Treaty provisions can be taken into account
10
to the extent that they can be subsumed under the four co nditions of Article 81(3) ” . The
boundary between competition policy and non -market goals is very frag ile.

(iii) Specificity of Sport
The above mentioned fie lds of freedom o f movement and competition law bring about the
question o f the specific nature of sport . Indeed, the issue of the specificity o f sport is
probably the most ambig uous and vag ue one in the field of the application of EU law o n sport.
11
The ECJ has released many decisions about this matte r . Yet, the situation does not seem to
be much cleare r. The corne rstone of this debate is the relatio nship between sport and pub lic
law. Sport organisations are recognised as auto nomous and the y are entitled to regulate their
own sports. This is a common principle distinguishing the o rganisatio n of sport in dem ocratic
States from that in autho ritarian regimes. Howeve r, sport o rganisatio ns operate in a legal
environme nt and are subject, just like any other p rivate body, to the rule o f law. G iven the
special nature o f sport, some non-market goals in the field o f s porting rules may constitute
Panagiotopoulos (2010), “A Survey of the International Legislations Governing the protection of the
Professional Players”, 1 st Legal Forum “Arab Lex Sportiva ”, Sarm El Sheikh, 23-24 April 2010. Compare
also Miege, Retour sur la compatibilité de la règle 6+5 de la FIFA avec le droit communautaire, à
propos de l’expertise juridique de l’INEA, CDS (Les Cahiers de droit du sport) 16/2009, pp. 13 et seq. ;
Majani, One Step Forward Two Hops Backwards - the Return
An Excavation into the Legal Deficiencies of the FIFA 6+5 Rule and the UEFA Home-Grown Players
Rule in the Eyes of the European Union Law, The International Sports Law Journal 2009, No. 1-2.
9 C-519/04 P, Meca-Medina, par. 45
10 Guidelines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1(3) of the Treaty, OJ C 101 2004, para 42.
11 Case 36/74 Walrave and Koch v Association Union Cycliste Internationale [1974] ECR 1405, Case 13/76
Donà v Montero [1976] ECR 1333,Case C-415/93 Union Royale Belge de Societes de Football v Bosman [1995]
ECR I-4921, Cases C-51/96 and C191/97 Deliège v Lig ue Francophone de Judo et Disciplines Associées ASBL
[2002] ECR I-2549, C-438/00 Deutscher Handballbund e v Kolpak (2003) E.C.R. I-4135, Case C-176/96 Jyri
Lehtonen & Castors Canada Dry Namur-Braine v Fédération Royale Belge des Sociétés de Basketball ASBL
[2000] ECR I-2681., Case T-313/02 Meca-Medina and Majcen v Commission [2004] ECR II-3291, Case C519/04P Meca-Medina & Majcen v Commission [2006] 5 CMLR 18, Case T-193/02 Piau v Commission
[2005] ECR II-209, Case C-171/05P Piau v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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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ative requirements in the public interest o r legitimate objectives, ab le to justify
restrictions of competition o r o f the fundamental freedoms. Whe n do the activities,
competences and objectives of sport acto rs and gove rning bodies constitute requirements of
public interest and whe n do the y become an attemp t to p romote and p ro tect the p rivate
financial interests of the sport stakeho lders? The recently estab lished competence of the EU
on the fie ld o f sport (Art. 165 TFEU) and the objectives of the EU action in the fie ld o f sport
should also be taken under consideration. The interre lationship of sport w ith commercial
practices brings about a fundame ntal questio n: does the commercial exp loitatio n o f sport
modify the ve ry essenc e of modern pro fessional sport, so that the issue of considering the
specificities of sport when applying EC law o n p rofessional sport should be e xamined under
12
this new perspective?
This arg ument ad vocates that restrictions of competition o r the
fundame ntal freedoms should be tole rated only if they aim at ensuring the viability of the

competitions, the maintenance of competitive equality of the teams/athletes, the uncertainty
as to the result, the selection for natio nal teams, the education of young athlet es or the
integrity of the competitions .
The EU has consistently proclaimed its respect fo r the auto nomy o f sport o rganisatio ns and
its willing ness to promo te self-regulation as a way of addressing go vernance challe nges in
13
the sport wo rld (Le x Sportiva) . However, autonomy canno t exist in a vacuum and the rules
adopted by sport o rganisations need to be compatible w ith the laws democratically adopted
by o ur societies. It is no t an easy task to find the rig ht balance between these co -existing
14
legal frameworks as an inte rnatio nal leg itimiz ing basis of autonomy o f sports activities .
It has been crystal clear that sport, because of its social, educatio nal and cultural functions
and because of the uniqueness of its governance structures, has special characteris tics that
make it unlike any o ther sector o f the economy. It the refo re deserves a special place in
natio nal and EU policy-making. The specific characte ristics of sport justify its specific
15
treatment b y European Unio n institutions when applying EU law . In an EU conte xt, the
specificity of sport is basically a common denominato r for all characte ristics that make sport
special, which should be used when concrete EU rules in areas such as competition, internal
16
market, anti-d iscrimination etc. are applied to concrete aspects of sport .

Conclusion

See also in Auneau, Le mouvement sportif européen à l’épreuve du droit communautaire, RTDeur
1996, p. 101.
13 D. Panagiotopoulos (1999), Sports Law as a special branch of science, in Professional Sports Activity,
Minutes of the 1 st Sports Law Conference with international participation, Ellin: Athens, pp. 38 -52, Lex
Sportiva Analogous to the Lex Mercatoria, see Dimitrios P. Panagiotopoulos (1999) op.cit, and (2002),
"Sports Legal Order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port Life'', 8th IASL Con gress Uruguay,
Modevideo Nov. 28-30, 2001, in: Revista Brasileira De Direito Sportivo (Instituto Brasileiro De Direito
Desportivo), no: 2, Pp. 7-17. Also Dimitrios P. Panagiotopoulos (2008), “The Application of the Lex
Sportiva in the Context of National Sports Law”, in: The Journal of Comparative Law. Vol.10,pp.123-140.
14 Panagiotopoulos (2010), “International Sports activities and international legitimacy”, 24-25 June
2010, presentation in Palma de Mallorca: Spain.
15 Colomo, The application of EC Treaty R ules to Sport: the approach of the European Court of First Instance
in the Meca Medina and Piau cases in ESLJ Volume 3 Number 2, Weatherhill St., “Fair Play
Please!”:Recent Developments in the Application of EC Law to Sport, in Common Market Law
Review 40:51-93, 2003.
16 Martin D., La national ite dans la jurisprudence de la Cour de Justice des Communautes Europeennes, in
CIES, La nationalite dans le sport, Enjeux et problemes,Actes du Congres des 10 et 11 Novembre 2005 ,Editions
CIES, Neuchatel Suisse-2006,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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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sport in the competences of EU (eve n of a soft o ne) is of great impo rtance fo r a
very simple reason: it put sports in the “game”. It makes all the EU bodies to consider Sports
as part of the ir competence, as part of the ir “job”. As a result:
i. The EU Sports Ministers will meet at EU leve l alongside their counte rparts responsible fo r
e.g. education and youth matters. The Council will thus start meeting in a new composition.
These formal meetings will replace the info rmal Sport Ministers' meetings. A new working
part “sport” will be created in the Co uncil. As a result the natio nal gove rnments will have
more influence on how European law affects sport.
ii. The new legal basis gives more power to the Commission e nabling her to take due account
of the competence of the Member States and the auto nomy o f the wo rld of sport, to take
initiatives to p romote the educational and social values of sport Europe -wide and to fight
against negative phenome na in sport. A Spo rts Program can be created to financially support
projects with a European d imensio n in selected prio rity areas. As the Directo r o f Yo uth,
Culture and Spo rt stated at a recent conference o n licensing systems said it was the
opportunity fo r the Commission to analyse areas in w hich sport needed clarificatio n w ith
respect to EU law (e.g. state ai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non -nationals competing in
competition).
iii. The European Parliament will now have the opportunity no t only to make resolutions,
anno uncements etc on Sports, but also to be part of the legislative procedure re lated to
Sports, those enfo rcing its role o n the matter.
iv. EU institutio ns should enhance the inte ractive communication amo ng Member States and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sport s take holde rs). They are no t only the “compete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fo r which exp licit refe rence is made in par. 3 o f article 165
TFEU, but also:



the athletes (both professional and amateurs),



the people who just want a place for all kinds of physical activities,



the municipalities who run such places,



the people working for or in relation to sports,



the doctors and the relevant professionals who want to use sports as a
means of rehabilitation,



the teachers who want to use sports as a means of educati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directly or indirectly involved in sports,



any other official or not, interested in sports.

v. Last, but no t least, the European Court o f Justice, will now have the opportunity to
inte rpre t an e xisting rule of law. But, at the same time, w ill have to interp ret terms of great
importance fo r Spo rt, such as the te rm “specific nature of sport ” o r “sporting issue ”. So far,
the decisions of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oncerning sport go verning
bodies show that entrusting private parties with gove rnance functions does require new legal
answers to prevent the abuse of their powers. The pote ntial answer to the questio n whe n do
the activities, competences and objectives of sport acto rs and governing bodies cons titute
requireme nts of public interest and when are they mere ly an attemp t to promo te and p rotect
the p rivate financial inte rests of the sport stakeho lders, is crucial as a response to the need
fo r legal certainty fo r sport.

A New Trend of Spor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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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cause of the inte rnational influences as well as domestic changes of social value and
ind ustry structure related to sport in Taiwan, the Sport Affairs Council, Executive Yuan o f
Taiwanese governme nt has launched the “Spo rt Ind ustry Promo tion Law (SIPL)” since March
st

1 , 2012 in Taiwan.
This Law consists of 33 rules to de fine the ke y ways of steering the deve lopment o f sport
ind ustry e nvironment in Taiwan, such as the responsibility o f gove rnment to assist sport
related industries, the regulatio ns of subsidizing specific enterp rises w hich meet the crite ria
of gove rnment fo r fund ing or pro moting the ir businesses, the supports of pro viding necessary
resources to sport pro fessional ind ivid uals or organizatio ns for the ir empowering of job
trainings or o rganization re -e ngineering.
The defined sport industries within SIPL inc lude: sporting goods manufacturing, selling, and
sporting goods leasing; sport venues architecture and constructing ; sport pe rfo rming;
professional sports; sport and recreation educatio n services; sport health care; sport
administrative service; sport b roadcasting and media; sport lo tte ry; sport information
publication; sport to urism; and the o the r industries which are recognized by government.
The impacts generated from SIPL d uring 2010-2013 are evaluated as fo llows:
A. Costs: totally, there are 17 million USDs fo r the d irect costs (supplied by pub lic
sectors or leaked from gove rnment incomes), includ ing the subsidized financial g 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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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13.2 millio n USDs; the tax reductions are 2.6 million USDs; administrative
expenditures are 1.2 million USDs. Because the above mentioned gove rnment
expenditures fo r each year are around 3.3 millio n USDs, the refo re the negative side
effect (ind irect costs) on other ind ustries is limited fro m the macro -economic point o f
view.
B. Benefits: for the o utp ut values of various sport industry from 2010-2013 are
antic ipated to 83.8 million USDs, taxes increasing are 16.8 million USDs, reductio n
from health insurance fees are 28.8 USDs, and the jobs adding are 11,042.
Howeve r, this Law is a new system to p romote sport industry in Taiwan. There are still some
challenges need to overcome by Taiwanese government. For example, this Law needs to
introduce to the public, especially those sport p rofessionals who want to deve lop the ir life
careers, they are no t ab le to adopt and take the advantages of this Law, unless they can
familiarize with it.
In additions, Natio nal Sport Co uncil w ill merge to the Education Ministry from 2013. This
situation also causes the uncertainty o f the gove rnment invo lveme nt and support to this Law.
Ke y Wo rds: Sport Industry Promotio n Law, impacts, direct costs, ind irect costs, benefits.

Introductio n
Fro m the g lobal point of view, the sport deve lopment around the world tends from
government domination o riented to market mechanism oriented. Howeve r, the gove rnme nt in
many nations still plays important ro les of hand ling those sports affairs w ith the characte rs of
public welfare (Allmen, 2012).
Mo reover, among all the sport p roducts, the consumers’ pre fere nces are placed to sport
spectator p roducts and sport participative products from sporting goods recently.
Now a days, the financial resources which inject to the sport ind ustry market are q uite
dive rsity aro und the wo rld, includ ing b ut no t limited to government e xpenditures,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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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ization b y law (such as sport p romotio n re lated laws), sport lo ttery, no n -p rofit
foundatio n, p rivate investment, e tc.
We can also obverse that the new style of sport facilities tend to be mo re accessible and low
price fo r their usages in many countries. Because of this tendenc y, e ven some professional
organizations have changed the ir policies and titles, such as “Inte rnational Association o f
Assembly Managers (IAAM)” has changed its title to “International Associatio n o f Ve nue
manage rs (IAVM)” from 2007 to deal w ith this changing ( Inte rnatio nal Associatio n o f Venues
Managers, 2012).
In add itio ns, from the demand side, the bene fits of sport are recognized by the public, under
this circumstance, the re are more and more people around the wo rld invo lve both spectator
and participative sports.
The above international trends have made sport industry aware by the Taiwanese public,
private pro fit, and no n-pro fit sectors. Since 2000, started from its establishment, Taiwan
Society for Sport Management (TASSM) has promoted the concept of “sport industry” in
Taiwan and inspired its member to e xp lore researched re lated to sport industry, and
introduce the contents of sport industry to Taiwanese people (Yeh, 2000). From the n on,
sport industry (both in academic research and p ractical operation) is aware by Taiwanese
people by degrees. During the past 10 years, there are more and more companies invo lve
diffe rent kind of sport b usinesses, the sport management re lated underg rad uate/ graduate
programs in the hig her education institutions also increased skyrocke t to about 160 units to
cultivate the sport industry pro fessional human power resources.
There fore, in o rder to create an e fficie nt circumstance and e ncourage the sport ind ustry
organizations to have more investment on sport related b usiness in Taiwan, the Sport Affairs
Council, Executive Yuan, Ta iwanese government launched “Sport Promotion Industry Law
st

(SPIL)” in Taiwan fo rm March 1 , 2012 (Spo rt Affairs Counci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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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 rig in of Sport Promotion Industry Law (SPIL) in Taiwan
Currently, the economy climate in Taiwan is just fair. At this mome nt, the economic g rowth
rate is around 1.66%, G DP per capita is 20,222USDs, un -e mplo yment rate is 4.44%; however
the Price Inde x is rising constantly ( +1.93%) ( Directorate -Gene 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 2012).
Among all, the Sport G DP are about 30 b illion USDs (0.7% o f GDP), sport emplo yment rate is
about 1%, and the average sport consumptio n per capita is approximate ly 100 USDs (Sport
Affairs Council, 2009). The refo re, the economic perfo rmances of sport industry in both
demand and supply sides need to be imp roved whe n compared them w ith o the r sport ind ustry
developed countries.
The reasons influenced the above -mentioned situations were as fo llows:
1.

The sport social value in Taiwan is no t so high, w hen compared with o the r d isciplines in
this country.

2.

The majo rity of sport industry o rganizations are either small o r midd le scale, when
compared with o ther hig hly developed of sport industry natio ns, such as Ko rea and USA.

3.

The sport po lic y related to p romote sport ind ustry in Taiwan is inconsistently and
limited (Sport Affairs Council, 2009).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fo und that there are several positive tendencies in Taiwan
related to sport industries with good potentials need to be aware, such as:
1.

The increasing o f sport management p rofessional education p rograms at
universities/colleges which have cultivated certificated sport p ro fessional human power
resources.

2.

The establishing o f sport cente rs which can p rovide convenient sporting areas to
community residents and increase sport population e fficiently.

3.

The hosting of inte rnational sport e vents to gene rate economic and no n -economic
natio nal bene fits are identified b y Taiwanese people grad 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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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development of Taiwanese brands of cycling companies (such as Giant and Me rida),
fitness machines (such as Johnson) w ith highly international market shares.

5.

The water base sport ind ustry are popular by school students gradually d uring these 5
years.

6.

The promo tion of sport lo tte ry in Taiwan since 2009 can create sport deve lopment funds
(at least 23 million USDs per year) automatically.

7.

The combination o f beautiful sightseeing spots of Taiwan and sports can stimulate sport
tourism he re, such as Swimming Cross Sun-Moo n Lake,; Taro ko National Park Marathon
Race, and Cycling Taiwan.

8.

Even e -sport ind ustry becomes more attracted by Taiwanese young gene ration.

These perspective facto rs can also increase the demand o f sport re lated consumptions in the
future.
There fore, to re fer good models from o verseas, then legalizing e ffic ient fo rmal system o f
integ rating impo rtant resources (HPR, financial, and hardware) to e xplo re sport p roduct
market, to impro ve the practitio ners’ pro fessional competencies and the ir business strategies,
to gene rate an ideal investing enviro nment of activating the sport ind ustry in Taiwan
becomes an important sport policy to Sport Affairs Council.

The Contents of SIPL
To tally, the re are 33 rules within SIPL, containing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o assist
sport re lated industries, the regulations of subsidizing specific ente rp rises which meet the
criteria of government fo r fund ing or p romo ting their business, the supports of p rovid ing
necessary resources to sport pro fessional ind ividuals or organizatio ns fo r their empowering
of job trainings or o rganization re -e ngineering.
The defined of sport industry categories within SIPL include: sporting goods manufacturing,
selling,

and

leasing; sport ve nues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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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onstructing ; sport pe rfo rming;

professional sports; sport and recreation educatio n services; sport health care; sp ort
administrative service; sport b roadcasting and media; sport lo tte ry; sport information
publication; sport to urism; and the o the r industries which are recognized by government.
There are various acts that gove rnment may have supports by consulting or fi nancial
allowance/subsidy, according to SIPL are as fo llows:
1. The tax o r legal body registratio ns fo r the organizatio ns.
2. The research and deve lopment/innovation for sport goods and services.
3. The promo tion for sport goods and services.
4. The constructio n o r management o f sport facilities.
5. The sport p rofessionals’ training and recruiting from o verseas.
6. The development of sport o rganization.
7. The unive rsity-industry cooperatio n activities.
8. The hosting of sport e vents.
9. The introduction of ove rseas sport goods/services of new business models.
10. The reinforcement o f sport agency system.
11. The empowering o f managerial abilities of sport o rganizations.
12. The applying of info rmation technolog ies.
13. The attraction o f business merchants’ investment.
14. The forming o f b usiness allia nce.
15. The e xplo ring o f sport market.
16.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e xchang ing.
17. Partic ipating o f inte rnatio nal o r domestic sport e vents.
18. The establishment o f industry clusters.
19. The collectio n o f sport industry info rmatio n.
20. The pro tectio n and app lying o f sport inte lligent properties.
21. The supporting and activating o f the traditional sports and specific sport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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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22. The e xpenditures on spectator or participating sports.
23. The othe r affairs which are app roved by gove rnme nt related to the innovatio n o r
empowering o f sport ind ustry.

The Goal of SIPL
The Sport Affairs Council is trying to inspire sport ind ustry o rganizations from p rivate p rofit
and no n-p rofit sectors in Taiwan, b y p roviding attractive incentives to develop the sport
ind ustry in Taiwan According to SIPL Rule 6, governme nt w ill adjust and improve the
promotion and implementatio n po licies every 4 years. At this stage, the period fo r
imp lementing SIPL po licy is from 2010 to 2013. The gove rnment attemp ts to atte nd the
fo llow ing goals:
1.

The increasing o f regular sport populatio n to 0.5% yearly.

2.

The increasing o f average sport consumption per capita to 5% yearly.

The Impacts of SIPL on Taiwan Economy
At the first stage (2010-2013), the impacts of SIPL can be described from the costs and
benefits sides;

1. Costs
(1) Direct Costs
Direct costs can be defined as the follow ing e xpenditures spent by the pub lic sectors or
reductions of tax mo ney generated from the SIPL regulatio ns in Taiwan to assist the
promotion of sport industry from 2009 to 2013.
(A) The subsidized financial grants to sport industry organizations
This financial g rant is injected to the above mentio ned 23 items of sport related industrial
behaviors. Fo r 2010-2013, the amount in each year is 3.3 millio n USD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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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tax reduction (tax free or discount)
This part may decrease the income of governme nt, due to specific business behavio rs fo r
the purposes of promoting sports. Fo r e xamp le, the tax auxiliary o f sport ticke ts
purchasing b y ente rprises for giving the p ublic to watch sports games, the tax auxilia ry
fo r companies that hire the outstand ing athle tes for the ir full-time job.
According to the estimating of Taiwanese, during 2010 -2013, the decreasing of tax
incomes generated by supporting the sport industrial behavio rs in Taiwan are 2.5 millio n
USBs in to tal.
(C) Administrative expenditures
This cost caused by the promo tion o f SIPL to the gene ral pub lic (consumers o r the
demand side o f sport p roducts), specific sport industry organizatio ns (supply side o f
sport p roducts), unive rsities/colleges (the HPR cultivato rs), etc. The expend itures of
administration during 2010-2013 are 0.3 millio n USDs per year.
To tally, during 2010-2013, the sums of direct costs of promoting SIPL are described as
Tab le 1.
Table 1 Direct Costs of Promoting SIPL (in million USD)
Ind ustry
Tax Reduction
Subsidization
2010
3.3
2011
3.3
2012
3.3
2013
3.3
To tal
13.2
2.6
(Source: National Sport Affairs, 2009)
Year

Administrative
expenditures
0.3
0.3
0.3
0.3
1.2

To tal

17.0

(2) Ind irect Cost
Because the above mentioned go vernment e xpenditures for each year are aro und 3.3
million USDs, the refo re the negative side e ffect (ind irect costs) on othe r industries is
limited from the macro -economic point o f view.
2. Bene fits
According to the concepts of input-output economics, the benefits of promo ting SIP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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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can be re ferred to d irect and ind irect benefits which are indicated as follows.
(1) Direct benefits
A. The increasing o f output values
The added output values from various industries with the Taiwanese economy structure
stimulated b y SIPL d uring 2010-2013 are increasing b y year from 8.2 millio n USDs to
34.8 USDs..
B. The increasing o f incomes
The incomes inc reasing represent those who are alread y working in the sport
professional fie ld togethe r w ith the new income gaine rs who earn the ir payments from
the sport industries re lated works.
According to the calculation o f Spo rt Affairs Council in 2009, it is anticipated to increase
the total sport industries emplo yees’ incomes year by year d uring the stage of 2010 2013 from 0.77 millio n USDs to 3.3 USDs.
C. The increasing o f job opportunities
Accompany with in the

increasing o f sport b usiness activities, the emp loyme nt

opportunities are increased by degree, too. It is anticipated that up to 2013, the sport
ind ustry re lated job offe rings may increase approximate ly 10.000 units .
In concluded, the first stages of 2010-2013 the direct bene fits to Taiwan economy
steered by SIPL are showed as Tab le 2.
Table 2

Year

Output Values
increasing
（millio n USD,
compared
with 2009）
Re venues

2010
2011
2012
2013

8.2
16.5
25.3
34.8

Taxes
1.60
3.28
5.04
6.89

The Direct Benefits of Promoting SIPL
Health
Insurance
Savings
(million
USD,
compared
with
2009）
2.11
5.50
8.88
12.26

Emplo yments increasing
（person, compared with
last year）

Incomes Taxes
increasing （millio n USD,
compared with 2009）

Static
Estimating

Static
Estimating

2,562
2,690
2,825
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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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Estimating
2,484
2,540
2,597
2,656

0.77
1.59
2.45
3.34

Dynamic
Estimating
0.76
1.56
2.41
3.30

To tal

84.8
16.80
28.76
(Source: National Sport Affairs, 2009)

11,042

10,277

8.15

8.03

(2) Ind irect benefits
The indirect bene fits mean the benefits that canno t be counted to the pecuniary value
directly, and need to re fe r to o the r criteria fo r transfe rring. The impo rtant ind irect
benefits include:
A. The raising of national reputation
For many nations around the wo rld, sport is a kind o f public good, it is also ind icates as a
modernized criteria. Throug h the SIPL, the e lite athletes may have bette r training
environme nt and life career developments. It may encourage mo re people with good
potential of be ing e lite athletes to mob ile themselves to the sport society. It can p rovide
more social welfare to the pub lic to enjo y sport activities. Moreo ver, it can e xplo re the
commercial benefits to the sport ind ustry o rganizations. The refo re, the more the
government p romotes sports, the highe r the reputatio n it may own.
B. The decreasing of health insurance payment
It is well known that taking sports regularly can impro ve the physical fitness condition o f
an individual. The refo re, to p romote sport industry can inspire more people to involve
sports. Consequently, the who le impro vement of national physical fitness as well as
healthy condition can reduce the opportunities of being sickness and the spending o f
hospitalizing fees or the health insurance payment. It is anticipated that the reduction o f
health insurance fees are aro und 93 millio n USDs.
C. The impro ving of residents’ living qualities.
The mo re sport service offerings can create mo re opportunities fo r the community
residents to satisfy the ir daily healthy o r recreational demands. There fore, the y can
imp rove their p hysical o r mental stress and have be tte r livings consequently.
D. The decreasing of youth criminal cases
In these 5 years, the juve nile delinq uency rate in Ta iwan is around 15% among all
47

criminal incidents with the populatio n of 35,000 persons. It is believed that throug h
the partic ipating o f sports , the youth can re lease their ene rgy and negative emotio ns,
thus the juvenile delinquenc y situation can be imp roved.
There fore, when compared w ith the positive w ith the negative impacts of p romoting the SIPL
in Taiwan, it is obviously to show that the sums of direct and indirect bene fits are g reate r
than the sums of d irect and indirect costs. The refo re, it is worthy fo r Sport Affairs Council o f
Taiwanese government to promo te the Sport Ind ustry Promo tion Law in Taiwan.

Challenge in the Future
Howeve r, this Law is a new legal system to p romote sport industry in Taiwan. The re are still
some challenges need to ove rcome by Taiwanese government. Fo r e xample, this Law needs
to introduce to the pub lic, especially those sport p rofessionals w ho want to deve lop the ir life
careers, they are no t ab le to adopt and take the advantages of this Law, unless they can
familiarize with its functio ns .
In additions, Natio nal Sport Co uncil w ill merge to the Education Ministry from 2013. This
situation also causes the uncertainty o f the gove rnment invo lveme nt and support to this Law.

Conclusions
Sport ind ustry is a new ly deve loping portion within the economic system in many countries.
There are many ad vantages fo r gove rnment to p romo te sport industry. the main reason is
that sport can be re ferred as a pub lic good which can make g reat contributio n to the pub lic
welfare.
Starting from the March o f 2012, Taiwanese government p romotes the Sport Ind ustry
Promotion Law in Taiwan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reasons.
It is anticipated that the re are vario us benefits may be caused thro ugh the process of
promoting thi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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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 r, it is impo rtant for the Taiwanese governme nt to find ways for reducing the
uncertainty due to the gove rnment re -eng ineering p rocess in 2013, as well as to change the
traditional social value of Taiwanese people to increase the p romote efficiency o f Sport
Industry Promotio n Law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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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chno-Doping”)
Klaus VIEWEG
(Professor, Institut für Recht und Technik der Erlangen)

The cases of Casey Martin (Martin v. PGA Tour, Inc., 984 F.Supp. 1320, 1323) and Oscar
Pistorius (CAS 2008/A1480 Pistorius v. IAAF) have d rawn atte ntio n to a p roblem, w hich can
be named as „Techno -Doping “. Some sport associations and federatio ns have already
adopted the ir rules and regulations, in particular intend ing to ensure equal opportunity and
fairness in competitio n. From a legal point of view many aspects challe nge to enter unknown
territory. First o f all the existing and e xpected technical means fo r imp roving sporting
perfo rmance have to be fo und. Furthe rmo re it will be a q uestion fo r the associatio ns and
federations themselves as well as for courts of arb itration, courts of justice and last b ut no t
least for legal expe rts, if these means are in line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nd the
so-called le x sport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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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ssues of the School Sports & Physical Education Law in India”

Amaresh KUMAR
(Professor & Head of the Dept., Rajeev Gandhi College)

Manager education under renew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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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manager tasks of risk analysis and risk control in top-class sports
Risk factors of top-class sports
Nemes ANDRAS
(Professor, PE & Sport Science Dept., Semmelweis Univ.)

I. Sportlaw - Lex sportive d ilemmas in Hungary
In Hungary, the o fficial academic opinion eve n debates the fact that a sports law independent
of the sovereign state, i.e. the self-reg ulating and d ispute settlement lex sportiva exists.
The ente rtainment law per se would certainly hit a ne rve amo ng the mo stly conservative
faculty pro fessors. We we re simp ly p leased to find just a little bit of common g round between
ente rtainme nt (as an industry sector) and sports. This includes fo r e xample the “scéna”
(public appearance) and the simplified entrep reneurial tax and contribution regime (EKHO).
It was against such a social backdrop that we undertook the refo rm o f the sports manager
education, i.e. the risk management.
II. A Reform in the higher education (in the frame of Sport-management education)
While top -class sports offe r the perspective of w ide-scale social recognition and fan support
the y also entail the risk o f injuries, as in case of all results that can be attained throug h hard
work. Those that practice competitive sports no t o nly compete with sports mates but also
risk facto rs relative to the sport. It is a well-know n fact that so-called risk sports exist (e.g.
fighting sports, technical sports) in which competitors inhe rently accept dangerous situations
and accidents that occur re latively ofte n, w hich might cause permanent physical injury o r
inte llectual damage. Those practic ing such sports accept these widely know n dangers
thro ugh their imp licit behavio r by participating in the trainings and competitio ns. Let us
consider the simp le e xamp le o f the car racer d riving at 300 km/hour, fo r whom a simple b link
of the eye at the wro ng moment could be fatal even if all the persons invo lved in his
achieveme nt and the p reparations had acted in the most prudent manner. Equally, bo xers
must also accept similar risks. During their long career there is fair amount o f like lihood that
the y w ill suffer p hysical, mostly b rain damage. It has happened before that a boxe r d ied of a
vein injury, w hich has a medical likelihood of 1 in 10,000, yet it still happened. Who is to
blame? The bo xe r d ied o f a rup ture o f the neck artery resulting from a “simp le” b low.
Needless to say, we must not make the mistake o f re ferring only to such high -risk types of
sports as it is the e xercise of sports that entails risks.
Sports managers have the task o f risk analysis and risk contro l. The former invo lves the
identificatio n of hazards and the moderation o f the possible occurrence o f hazardous
situations while the latter deals with the mitigation o f ad verse effects of accidents that have
occurred, any mone tary o r non-mone tary compensatio n, as well as the restoratio n o f
disrupted social circumstances in the event of othe r types of social hazards.
Fro m a logical pe rspective, this subject should no t only address sports accidents given the
fact that although seasoned sportsmen are as much e xposed to risks as are underage
competito rs (and in fact the carelessness or the insufficie nt competence of athle te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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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ine rs, as well as a random series of occurrences could also be the cause of a tragedy), yet
the risk factors of top-class sports require a much broader pe rspective. The re lationship
between the risks and the actual sports activities and the social risk facto r ind uced by the
long -te rm sports activities, by the ir ow n virtue, appear as two diffe rent risk situations.
Owing to the above, we consider the follow ing as the risk facto rs of top -class sports (this is
not meant to be an e xhaustive list):



















hazards (with a distinction be tween sports risks and othe r risks);
sports injuries, mental hyg iene and traumatic risks of sports accidents;
risk of long -te rm health deterio ration;
risk of potentially arising adve rse situations;
difficulties of re habilitation: bio logical and anatomical risk facto rs, includ ing the
risk of any medical intervention;
social risk facto rs;
the dilemmas o f “consent” to damage;
legal sanctions in case of pecuniary damage;
legal sanctions in case of no n-pecuniary damage (person-re lated injury),
especially:
injury caused to person’s health;
injury to me ntal health;
protection o f rig ht to a full life;
protection o f personal ho nor and good reputation;
in case of restrictio n o f pe rsonal freedom of athle te;
special aspects of a lo ng -term sports career;
changes in the social judgment o f sports types;
difficulties of social re integ ration (the p roblem aspect of a “double career” from
the perspective of risk control o f such phenome non);
special aspects of athletes’ privacy, in particular w ith re spect to whe reabouts and
disposal over free time;
special aspects concerning the pursuing o f studies;
obstacles to acquiring a p ractice appropriate fo r the qualification ob tained;
dangers of the media and o f becoming a star;
phenomena jeopard izing the integ rity o f sports: doping, cheating in sports, and
the risks of corruption.

Whe n conducting a risk analysis of the hazards associated w ith sports, a refe rence to the
civil law liability may be justified above all. Whethe r a sports accident is attrib utable to
anyone, and if so, whether and to what e xtent the culpab le parties should bear the
consequences forms only a partial subject of the concept of sports management. Yet it is
precisely the duty of the sports manager to initiate the underlying legal procedures and
examinations. On our part, we w ish to o ffer g uidelines fo r such actio ns. As it is commonly
known, all pe rsons must take all the appropriate actio ns to p revent o r contro l damages as can
be reasonably e xpected in a g iven situation. Consequently, they are not obliged to pro vide
indemnity for damages that occurred as a result of any failure to hono r such ob ligation.
What makes sports indemnification cases unlike other cases?
The answer is found in the active subject of the sports activity. An athlete as a pe rson is a
value that must be specially p ro tected from the point o f view of damage liab ility. This is
because professional sports players, when e xe rcising their sports activities, they are no t
acting primarily in the ir ow n inte res t but that of their clubs and often their nation in order to
earn recognition thro ugh the ir medals, ye t their liab ility is strictly tied to their person. There
is a certain d ichoto my associated with the liab ility fo r damages caused by athle te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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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mnificatio n for damages to the ir person: the damages caused by athletes entail objective
liab ility that is irrespective of culpability, whe reas the damages suffered b y them canno t be
“sanctio ned” e ven in case of severe health p roblems owing to the ir “conse nt”.
III. Conclusion and a request
Altho ugh we teach our students that the Hungarian legislatio n is unfair, this is hardly
reflected in the jud icial practice. There fore, I now invite yo u to share yo ur e xperience w ith
me on this subject. Do athle tes in your country have to vo luntarily assume the risk of health
damage (even that of sport-re lated death)? The comparison o f such (anti-athlete) jud icial
practice versus the athle te -frie ndly approach (if the consent of athle tes is not based on
automatic leg islative p resumptio n) would make a nice research subject. Using the mathematic
SPSS method this could then be compared with the ind icato r to see if the re is a sig nificant
correlatio n between athlete -friend ly judicial practice and the success rate at the O lymp ic s.
IV. Refe rences:
 Az alap - és mesterképzési szakok képzési és kimene ti követe lményeiről szóló
15/2006 (IV.3) O M rendele t


Proposal to the deve leopment o f the Sportmanagement education (Lex Spo rtiva HASL
Co.; Budapest,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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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llenges and Legal Policy of Sub-Laws Legislation for the Enforcement of the
School Sports Promotion Act in Korea
Kee-Young YEUN
(Professor, College of Law, Dongguk University, President of KA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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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ntr oduction
th

Sc ho o l Sp o rts P ro mo tio n Ac t, w h ic h h as b e e n p asse d b y the Co ng re ss las t De c e mb e r 30 ,
th

th

w ill b e ac tiv ate d fro m ne xt J an ua ry 27 , afte r b e ing p ro c la ime d o n J an ua ry 26 . Un til no w ,
d e te rio ra tio n in the p hys iq ue o f te e nag e rs , w ho a re the fu tu re n atio na l he ro e s , has b e e n o n
the ris e as the s e rio us s o c ial p he no me no n w h ile s p o rts h as b e e n mad e lig h t d ue to the
e d uc atio n ma in ly o n un ive rs ity e n tranc e e xam ina tio n. O n the o the r s id e , d e mand o n s tud e n t
ath le te s ’ rig ht fo r le a rn ing has b e e n ra is ing . To no rma liz e s c ho o l s p o rts a nd to d e ve lo p
s tud e nts ’ he a lth y a nd b a la nc e d b o d y and s o und , the s c ho o l s p o rts p ro mo tio n ac t has b e e n
le g is la te d .
Th is law inc lud e s firs tly to g ran t d u tie s to d e ve lo p p o lic y o n v ita liz ing s c ho o l sp o rts to the
g o ve rn me n t and c ity c o unc il, s e c o nd ly to s e c ure the b ud g e t to make ind ic atio n o f as s ess ing
s tud e nt p h ys ic al ab ility b y the s c ho o l p rinc ip le , ma nag e p hys ic c lass es fo r the o b e s e o r
s tud e nts w ith lo w s tre ng th, and to man ag e s c ho o l s p o rts c lub s . The law a ls o ind ic ate s b as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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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 uc atio n s e c urity s ys te m fo r s tud e n t a th le te s , ra tio na l m anag e me n t o f s c ho o l s p o rts te am,
d e tails o n s ala ry o f s p o rts te am le ad e rs a nd s p o rts e xp e rt e d uc ato rs , and e s tab lis hme n t b as is
o f s c ho o l s po rts p ro mo tio n ag e nc y. So me o p in io ns o n ac c id e nts fro m s c ho o l s p o rts and
s ec urity me as u re , e q uip me nt o f s c ho o l s p o rts ad min is tra tio n, and s e c urity o f s c ho o l s p o rts
fu nd s o cc urre d , ho w e ve r the y fa ile d to ap p ly.
Ho w e ve r, the fac t tha t p o litic al a nd le g a l g ro u nd to s ho w d ire c tio n to s c ho o l s p o rts s ho uld
b e w e lc o med , s inc e s c ho o l sp o rts has b ee n d rifting aro und fo r a lo ng time . The law a ls o
s ho ws the re fle c tio n o f s c ho o l s p o rts -re late d ac ad e mia, the me d ia, a nd c iv il o rg an iz a tio n,
w ho h ave b e e n b ring ing up the imp o rtanc e o f le g is la tio n.
No w w e are he re , h av ing a time o f 1 ye ar to p re p a re b e fo re th is law is ac tiva te d , the mo s t
e sse ntia l tas k w e have a re to c o rre c tly le g is late te rms o f re fe re nc e s and lo w -ran k
le g is la tio ns s uc h as e nfo rc e me nt o rd in anc e , re g u latio ns , and o rd inanc e .
The re fo re , the a u tho r w o u ld like to o rg an iz e the le g is la tive me a n ing a nd fu tu re
ass ig nme n ts o f Sc ho o l Sp o rts P ro mo tio n Ac t he re .

Ⅱ. The Basic Principles of Sub-Laws Legislation of School Spor ts
Pr omotion Act
1. G ua ra nte e Rig ht to Ed uc ate Sp o rts

Mo s t o f s c ho lars o f c o ns titu tio ns ad m it th at the Co ns titu tio n g u a ran te e s b as ic rig h t o f
s po rts . Th is rig h t is no t w ritte n in Ko re an Co ns titu tio ns ; ho w e ve r, it is e xp laine d to b e
p ro te c te d b y the a rtic le 10, h uma n d ig n ity w o rth and p u rs uit o f hap p ine s s. A rtic le 10 p ro v id e s
th at: ‘A ll c itiz e ns have the d ig n ity and w o rth as hum an, a nd p u rs uit o f hap p ine ss . Co un try has
a d uty to c lass ify a nd p ro te c t th is fund a me n ta l rig h t tha t ind iv id ua l has , w hic h c an no t b e
vio la te d . Es p e c ially, w ith a fu nd ame n ta l id e a tha t s p o rts w ill b ring s atis fac tio n th ro u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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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hys ic al ac tiv itie s , fre e d o m o f s p o rts ac tiv itie s s ho uld b e p ro te c te d . Sp o rts ac tivity
nd

c o ntrib u te s p e o p le ’s live s to b e w e alth ie r, a nd ris e s ab o ve 2

te rm o n A rtic le 37 o f

Co ns titu tio ns , th at imp lie s the fre e d o m w hic h c anno t b e fo rc e d b y the n atio n th ro ug h
lim ita tio n o r p ro h ib itio n. In o the r w o rd , ind ivid ua l’s fre e d o m o f s p o rts ac tiv itie s is fre e d o m
th at is no t fo rc e d ag ains t o ne ’s in te n t. A lo ng w ith th is fre e d o m, fre e d o m to fo rm a s p o rts
o rg an iz a tio ns , manag e a nd p la y a n ac tive p a rt is inc lud e d , and mo re o ve r, o rg a n iz atio n ’s s e lfg o ve rn me n t is a ls o re c o g niz e d . Th ro ug h th is , w e c an ass ume tha t the rig h t to s p o rts b as ic ally
has c harac te r o f c iv il lib e rtie s .
To d a y’s s p o rts d oes no t o n ly s ig n ify p hys ic a l ac tiv ity. In mo d e rn s o c ie ty, s p o rts inc lud e s
all the ac tiv itie s ne e d e d fo r p e o p le ’s g ro w th and d e ve lo p me n t, b y d e to na ting h uma n p o te n tia l
fo r imp ro ve me n t in s o c ial ad ap ta tio n. To d a y’s na tio ns w ith Co ns titu tio ns g ua ran te e s its d uty
to p ro te c t fund a me n ta l rig h t. A rtic le 10 ‘s b ac k in o u r Co ns titu tio ns p ro v id e s natio n ’s d uty to
g uaran te e fund ame n ta l rig hts . Rig h t to s p o rts ’ c o ns titu tio na l g u aran te e c an no t b e c o mp le te d
o nly w ith its fre e d o m to p la y an ac t. Co u n try s ho u ld p u t e ffo rt fo r fac ilitie s o r s e c urity o f
s p ac e if d e ma nd e d – a ltho ug h tha t is no t d ire c tly fo r o ne ’s s atis fac tio n – fo r ind iv id ua l’s
le is u re , imp ro ve me n t in he alth, o r c ultiva ting b o d y and m ind , o r jo b . mo re o ve r, if w e c o ns id e r
s po rts as p art o f c ultu re , and as o ne o f the me tho d s fo r p e o p le to live he a lth y live s , and fo r
st

the ir w e alth y d e ve lo p me n t, w e c an als o find its c o ns titu tio na l fo u nd a tio n fro m 1 c laus e o n
A rtic le 34, me a ning it has s o c ial c ha rac te ris tic s in s o me p art in c o ns titu tio n al s ys te m.
Fu nd ame n ta l rig h ts to s p o rts , as d e ta ile d rig h t in p u rs uit o f hap p ine ss , inc lud e s rig h t to
e njo y s p o rts (fre e d o m o f s p o rts ac tiv ity), rig ht to k no w s p o rts in fo rma tio n, rig h t to c ho o s e
st

jo bs re la te d to s p o rts , and rig ht to e d uc ate s p o rts ( rig h t to e d uc ate s p o rts in s c ho o l). O n 1

c laus e fro m A rtic le 31, it s ta te s “A ll c itiz e ns have rig h t to b e e d uc ate d e q ually d e p e nd ing o n
ind ivid ua l c ap ab ilitie s ”, w h ic h g u aran te e s c itiz e ns ’ fu nd ame n ta l rig h t fo r e d uc atio n. This is
und e rs to o d as the rig h t to ac tive ly re q u ire g ua ra n te e d e q ual o p p o rtun itie s o f e d uc atio n and
imp ro ve me n t o f e d uc a tio n c o nd itio ns to the g o ve rn me n t. G ua ra n te e o f rig h t to s tud y,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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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 nd ame ntal rig h t fo r e d uc atio n, is a p re re q u is ite and a m ajo r p re m is e to ha ve d ig nity and
w o rth as a h uma n, p u rs ue hap p ine s s (fro m A rtic le 10 o n Co ns titutio n), a nd to live w e a lth y
(c laus e 1 o n A rtic le 34 o n Co ns titu tio n). With no q ue s tio n, th is s ho uld b e und e rs to o d as rig h t
fo r s p o rts e d uc atio n is inc lud e d , g ua ra n te e d rig h t to s tud y rig h ts (o r rig h t fo r s c ho o l s p o rts )
is als o ad mitte d as so c ial fu nd ame n ta l rig ht ( rig h t to live ), a nd mo re o ve r, fre e d o m fo r s p o rts
e d uc atio n, w h ic h is the rig h t no t to b e v io la te d w he n b e ing e d uc ate d s p o rts b y the
g o ve rn me n t, is als o inc lud e d .
O n c la us e 1, A rtic le 1 o f “ UNES CO In te rna tio na l Ch a rte r o f Ph ys ic al Ed uc atio n and Sp o rts ”,
th

w hic h w as in tro d uc e d at the 20

st

UNESCO As se mb ly in Pa ris o n 21 o f No ve mb e r, 1978, it

s tate s th at “A ll h as fu nd ame ntal rig h ts to p a rtic ip ate in p h ys ic al e d uc atio n a nd s p o rts , and
th is is p re c o nd itio n fo r ind iv id ua l’s c o mp le te d e ve lo p me n t. UNESCO h as mad e a d e c la ra tio n
th at in all s o c ial a re a, inc lud ing e d uc atio n s ys te m, fre e d o m to b u ild p h ys ic al, me ntal, and
mo ra l p o w e r th ro ug h p hys ic a l e d uc atio n a nd s p o rts s ho uld b e g u aran te e d .

2. Po lic y Se ttle me n t fo r No rm aliz a tio n and Ac tiva tio n in Sc ho o l P h ys ic al Ed uc atio n

(1) Ac tiva ting P h ys ic al Ac tivity and Imp ro ve me n t in P h ys ic al Stam in a
Un til 2008, s tud e n t p h ys ic al ab ility te s t, w hic h is to e xa mine e le me n tary, ju n io r h ig h, a nd
h ig h s c ho o l s tud e n ts ’ b as ic p hys ic al ab ility, had b e e n o p e ra te d , ho w e ve r, P AP S, s ta rte d to
o p e rate s inc e 2009 fro m e le me n tary s c ho o l, and o p e ra te d up to j un io r h ig h no w in 2010.
The re fo re , w e d o n ’t kno w the e xac t re c e nt tre nd s inc e the re is no t e no ug h s ta tis tic s o n
s tud e nt p h ys ic al ab ilitie s , ho w e ve r, ac c o rd ing to the s ta tis tic s tha t ha ve b e e n g a the re d till,
d e c line in s tud e n ts ’ o ve ra ll p h ys ic al ab ilitie s have b e c o me a s e rio us ma tte r. F u rthe rmo re , in
th

2010, 13. 5% o f 5

th

to 6 g rad e rs w e re lo w -w e ig h t, 10. 4% w e re o b e s e , and 4. 2% had b o th

c o nd itio ns (lo w w e ig h t +o b e s ity), a nd in c as e o f lo w w e ig ht s tud e nts , the re w e re mo re o f
th

th

the m in 5 g rad e tha n 6 . Co mp a re d to 2009, the re w e re 0. 7% , 1. 2% , a nd 0. 6% d e c line 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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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c h o f lo w w e ig h t, o ve rw e ig h t a nd b o th. In ju n io r h ig h, the re w e re 16.6% o f lo w w e ig h t, 12. 7%
w ith o b e s ity, 6. 2% fo r b o th.
No w the le ad e rs o f the s c ho o ls , fo r imp ro ve me n t in s tud e n t p h ys ic al s tam in a and ac tiv atio n
o f p h ys ic al e d uc atio ns , s ho uld 1) ra is e faith fu l man ag e me nt and q ua lity o f p h ys ic al e d uc atio n
c o urs e , 2) o p e ra te P A PS, 3) o p e ra te s c ho o l s p o rts c lub a nd s c ho o l s p o rts d iv is io n, 4) ac tiv ate
g irls ’ p h ys ic al e d uc a tio n ac tiv ity, 5) ac tiva te k id s and ha nd ic ap p e d s tud e nts , 6) ho ld s c ho o l
s po rts e ve n ts , 7) ac tiva te inte r-s c ho o l e xc ha ng e ac tiv itie s s uc h as in te r-s c ho o l c o mp e titio ns ,
and 8) s e c ure b ud g e t and e nc o u rag e and e n fo rc e fac ulty ’s tra in ing re la te d to p h ys ic al
e d uc atio n. ( Ac c o rd e d to A rtic le 6 o f the law )
Ph ys ic al e d uc atio n c o urs e has b e e n o p e ra te d irre g u la rly d ue to w ro ng u n ive rs ity e n tra nc e
p o lic y, w h ic h o n ly fo c us es o n Eng lis h, M aths , and Ko re an lite ra tu re . Th is re s ults in d e c line d
na tio n ’s c o mp e titive p o w e r b y b lo c k ing h uma n ’s rig h t to live he a lth y a nd ra is e w e lfa re
e xp e ns es . The p ro b le ms w e re lac k o f k no w le d g e o n p hys ic a l e d uc atio n, and w a y to o lac k o f
p hys ic al e d uc atio n ho u rs . Ho w e ve r, it is fo rtu na te to have a lte rna tive s as to p ro v id e lo ng e r
P. E. c lass and e n fo rc e s p o rts c lub ac tivity as o ne o f me a ns to ro o ting up s c ho o l vio la tio n. It’s
o b vio us to o p e ra p h ys ic al e d uc atio n no t o n ly to b u ild up p h ys ic al c ap ab ility b u t a ls o as a
hum an n atu re e d uc atio n.
The g o ve rn me n t has p re s c rib e d as g o ve rnme n t’s d u ty fo r P A PS ’s o ve rall fo u nd ing a nd
o p e ratio n ( Artic le 8). The le ad e r o f the s c ho o l s ho uld m an ag e p h ys ic al ac tiv ity c las s fo r
tho s e w ho g e ts lo w w e ig h t o r o b e s e fro m the P AP S ( A rtic le 9). A ls o , the le ad e r o f the s c ho o l
s ho uld o p e ra te s c ho o l s p o rts c lub a nd fac u lty w ith full re s p o ns ib ility to e nc o u rag e s tud e n t’s
p artic ip a tio ns in p hys ic a l ac tiv ity. Fu rthe rmo re , the s c ho o l mus t re c o rd s p o rts c lub ac tiv ity in
s tud e nt’s ind iv id ua l re p o rt s o it c o uld b e us e d fo r s tud e n ts to e n te r h ig he r g rad e ( Artic le 10).
Go ve rn me n t a nd lo c al s e lf-g o ve rn me n t s ho u ld s tatio n p ro fe ss io nal s p o rts tu to rs in
e le me n ta ry s c ho o l fo r s tud e n ts ’ h ig he r in te re s t in P. E. c las s and ac tiv atio n o f p h ys ic al
ac tiv itie s (A rtic le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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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 a ns io n o f Sc ho o l Sp o rts Fac ilitie s
Eve n no w , F ac ilitie s s uc h as g ro u nd and g ymn as ium, fo r s tud e nts ’ p h ys ic al ac tiv itie s , a re
no t e no ug h. Se c u rity o f s p o rts u tilitie s is u rg e n tly ne e d e d . No w , s c ho o l s p o rts fac ilitie s are
ins u ffic ie n t, b u t w ha t is w o rs e is th at b ad ma nag e me n t c aus e d va rio us d iffic u ltie s . D ue to
e nla rg e me n t o f s c ho o l b u ild ing s , s c ho o l p la y g ro u nd ’s c o ntrac tio n ha ve o c c urre d , and mo s t o f
ne w ly b u ilt s c ho o ls is b e c o ming s malle r, re s ulting in the s ho rtag e o f s p ace fo r p h ys ic al
ac tiv itie s . Mo re o ve r, s p ac e fo r in -s c ho o l p h ys ic al ac tivitie s is lac ke d , as w e ll. G ymnas ium
and s w imm ing p o o l a re b ad ly lac k ing , and the re a re mo re tha n 50% o f s c ho o ls w itho u t in sc ho o l s w imm ing p o o ls . A ls o , the re a re o u t-s c ho o l fac ilitie s d e fic ie nt fo r s ta nd ard o r fa lling
b e hind , and ha rd ly us e d b ec ause o f a th le te s ’ tra ining d u ring o r a fte r s c ho o l s c he d ule .
Go ve rn me n t and lo c a l s e lf-g o ve rnme n ts are g ive n d u tie s to s e c ure e n la rg e me n ts o f
fac ilitie s , te xtb o o ks and utilitie s fo r p h ys ic al ac tiv itie s (Artic le 7).

(3) No rma liz atio n o f Sc ho o l Sp o rts D iv is io n
Stud e nt ath le te s no rma lly ta ke c las s fo r aro und 4 ho u rs a d ay in e le me nta ry, mid d le , and
h ig h s c ho o l, a nd this has re s ulte d in the ir d e te rio ra tio n o f s c ho o ling . The a th le te s us ually
ha ve mo rn ing , a fte rno o n a nd e ve n ing train ing s , and the ir d e s ire fo r e d uc atio n is g e tting e ve n
w e ake r. O n the o the r ha nd , p a re n ts o f tho s e s tud e nt a th le te s ha ve s uc h p h ilo s o p hy o f
e d uc atio n w ith a rriv is m, ac hie ve me n t a nd c o mp e titio n, a nd fo rc e s tud e nts s o le ly fo c us o n
s po rts no t the ir live s o r e d uc a tio n. Numb e r o f ho u rs th at s c ho o l s p o rts te am tra in is o ve ra ll
5~6 ho u rs a d ay, a nd n umb e r g o e s up as the le ve l o f s c ho o l g o e s hig he r. Amo ng tho s e , the
numb e r o f ho u rs the s tud e n ts train is the h ig he s t in b o y’s h ig h s c ho o l w ith 6 d a ys o ve ra ll, and
g irls tra in a little mo re than b o ys . Es p ec ially, to o m uc h tra in ing fo r e le me n tary s c ho o l
s tud e nts d e c line s the g ro w th p ro g re s s and is no t ad e q ua te fo r the ir e mo tio n d e ve lo p me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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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 o lve s uc h p ro b le ms , the s c ho o l le ad e rs mus t ma nag e b as ic e d uc atio n s e c urity p ro g ram.
Fo r s e c urity o f s tud e n ts ’ rig h t fo r e d uc atio n a nd p h ys ic al a nd e mo tio n al d e ve lo p me n t, s c ho o l
als o s ho uld p u t e ffo rts to e xte rm ina te a ll-time c amp tra ining s , and o p e ra te the d iv is io n
ra tio na lly b y e n ro lling d iv is io n re la te d fu nd s to s c ho o l’s . G o ve rnme n t a nd the s e lf lo c alg o ve rn me n t ha ve p ro v id e d fo r fu nd ing s c ho o l s p o rts d iv is io n m an ag e me nt ( A rtic le 11).
Me anw h ile , it is o b vio us to h ave a le ad e r w ith c o mp e tito r e xp e rie nc e , as a le ad e r w ith
ab ility, w ho c an e xc a va te g ifte d o ne s e arly a nd tra in a nd e d uc ate the m.
The p rinc ip a l o f the s c ho o l h ave s ta tio ne d s c ho o l s p o rts te am te ac he rs fo r s tud e n t a th le te s ’
tra in ing a nd g u id ing the m, w h ile the g o ve rnme n t and the lo c al s e lf-g o ve rnme n ts have
o p e rate d re s e arc h s tud y fo r te mp e rame nt imp ro ve me n t a nd s tre ng the ning o f p ro fe s s io nalis m,
and to s up p o rt the ne e d s . In ad d itio n, w he n the ma nag e r o f the s c ho o l s p o rts te am v io late s
the rig h t to s tud y o f the a th le te s o r d o vio le nc e o r tra ns fe r mo ne y and a rtic le s , the s c ho o l
c o mmit c an c a ll the d is c uss io n and te rm in ate the c o ntrac t ( A rtic le 12).

3. Exp uls io n o f the Ne w Pa rad ig m in Natio na l P hys ic a l Ac tiv ity a nd Sp o rts

The p o litic b as e me nt o f the na tio n a l p h ys ic al ac tivity and the s p o rts is le g is la te d as a
me as ure me n t in na tio n a l p h ys ic al ac tiv ity p ro mo tio n law . Ra is e and the ma nag e me n t o f the
sc ho o l s p o rts c o ns is t o f imp o rtan t c o n te n ts as o ne o f the as s ig nme nts fo r the g o ve rnme n t
p o lic ie s . The re fo re , a le g a l me as ure me n t o n ra is ing s p o rts is inc lud e d p a rtia lly in na tio na l
p hys ic al ac tiv ity p ro mo tio n ac t.
The ac t tha t re p re s e nts the ro le o f c o n tro lling the fu nc tio n o f s c ho o l s p o rts , d aily s p o rts
and p ro fe ss io na l s p o rts is na tio na l p h ys ic al ac tiv ity p ro mo tio n ac t. Th is ac t a ims 『to
s tre ng th c itiz e n p h ys ic al s tam ina b y p ro mo ting n atio na l s p o rts , to e nc o urag e c he e rful life
ho o d b y imp le me n ting s o und me n ta l, a nd fu rthe r, to c o ntrib u te e n ha nc ing n atio na l g lo ry b y
p hys ic al ac tiv itie s 』. Fo r the s c ho o l s p o rts p ro mo tio n, the ac t p ro v id e s tha t “ the s c ho o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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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ho uld fu rn is h the ne e d s fo r s tud e nts p hys ic al imp ro ve me nt and s p o rts ac tivity p ro mo tio n ”.
Th is is q uite a d e c laratio n tha t s ho w s to ad m it th at the s c ho o l s p o rt is e ss e ntial d iv is io n fo r
na tio na l s p o rts p ro mo tio n.
In n atio na l s p o rts p ro mo tio n ac t, Artic le 11, c laus e 1 d e sc rib e s “the g o ve rnme nt s ho u ld
p re p are fo r the ne e d e d p o lic y fo r s p o rts ma nag e rs ’ e d uc atio n a nd imp ro ve me n t in
te mp e rame n t, a nd A rtic le 14, und e r title o f fo c us ing o n p ro te c ting a nd e d uc ating the ath le te s ,
“the g o ve rn me n t a nd the lo c al s e lf-g o ve rnme n t s ho u ld p re s c rib e p ro te c tio n and e d uc atio n o f
s tud e nts and s p o rts man ag e rs ” ( C laus e 1), “the g o ve rn me n t a nd the lo c al s e lf-g o ve rnme n t
s ho uld p re sc rib e the aw a rd c e re mo n y fo r the o u ts ta nd ing a th le te s and e d uc a tio n o f the s p o rts
manag e rs ” (C la us e 2), “ the g o ve rnme n t s ho u ld h ire the a th le te s and s p o rts mang e r w he n
d e mand e d b y the c u ltu re and p h ys ic al s p o rts to u ris m m in is te r, fo r o uts ta nd ing a thle te s to
p artic ip a te in am ate ur c o mp e titio n” (C la us e 3), “the g o ve rnme n t s ho u ld c o mp e ns ate aw a rd e d
ath le te s , s uc h as O lymp ic s , Para lymp ic s o r o the r c o mp e titio ns th a t a re ad m itte d b y the
p re s id e nt, the ma nag e rs a nd e ld e r a th le te s w ho ha ve c o ntrib u te d to the s p o rts p ro mo tio n ”
(Claus e 4). The ac t s ho w s tha t the u ltim ate g o a l o f the na tio na l s p o rts p ro mo tio n ac t is to
e d uc ate e lite a th le te s fo r the na tio na l g lo ry.
No w the s c ho o l s p o rts p ro mo tio n ac t fu nc tio ns to ma nag e the p ro mo tio n o f s c ho o l s p o rts ,
and the na tio na l s p o rts p ro mo tio n ac t has d ua l s ys te m o f na tio na l s p o rts to s up p o rt p o litic ally
fo r d a ily s p o rts and e lite s p o rts .

4. C re atio n o f Fo u nd atio n fo r A ttainme nt o f Natio na l Sp o rts We lfa re

Sc ho o l s p o rts e d uc atio n a nd m an ag e me nt ta ke s imp o rta n t c o n te n ts as na tio na l as s ig nme n t
fo r c ultu ra l p o lic y a nd w e lfa re p o lic y. The fo u nd atio n id e o lo g y o f th is ac t is s ure ly fo r
p ro mo tio n o f s c ho o l s p o rts . Sc ho o l s p o rts w ill u ltima te ly c o ntrib u te to ins p iriting na tio na l
aw are ne s s and mo rta l va lue . Ed uc atio n p la ys e ss e ntial ro le in hum an s o c ializ a tio n. Pe o p le
le a rn to re s p ec t and s ho w le n ie nc y as p art o f the un io n thro ug h e d uc atio n. Re s p ec t fo r o the 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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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o ne o f the trad itio n a l g o a ls o f e d uc a tio n. Mo re o ve r, the le n ie nc y w h ic h is e d uc atio n g o al is
ab o ut fa irne s s in s p o rts . Ed uc atio na l va lue o f s p o rts d ire c tly c o nne c ts to the c ultu ra l va lue o f
the c o un try. As imp o rtan t p a rt o f the c ulture , it’s als o imp o rtan t fo r the g o ve rnme nt to
e nc o urag e a nd e d uc ate s p o rts th ro ug h s c ho o l.
O n s ig h t o f p ub lic w e lfa re , in the e nd , the s c ho o l s p o rts p ro mo tio n a ims p h ys ic al
imp ro ve me n t a nd c he e rfu l life ho o d , w h ic h w ill e ve n tu ally c o n trib ute s to re a liz a tio n o f
w e lfa re .

Ⅲ. Challenges of the Legislative Policy for Sub-La ws
1. Le as t Ed uc atio n a nd Rig h t to S tud y, Huma n Rig ht Se c u rity o f S tud e n t A th le te s

“S tud e n t a thle te ” is a s tud e n t b e lo ng s to the s c ho o l s p o rts te am a nd tra in, b ut ac c o rd ing to
the ‘n atio na l p h ys ic al ac tiv ity p ro mo tio n ac t’ Artic le 33 and 34, is a s tud e n t re g is te re d to the
s po rts o rg a n iz atio n a nd tra ins (A rtic le 2, C laus e 4). A ls o , ab o ut the m anag e me n t o f the s c ho o l
s po rts te am u nd e r the le ad o f the p rinc ip a l o f the s c ho o l, is it mad e as a law to s e c ure the
le as t e d uc atio n a nd rig h t to s tud y ( A rtic le 11).
The re as o n the s e rule s are ne e d e d is b ec aus e the e d uc atio na l va lue o f the s c ho o l s p o rts has
lo s t its w o rth d ue to the tre nd to o n ly fo c us o n the re c o rd a t the c o mp e titio n, a nd s tud e n ts
b e co me to have te nd e nc ie s s o le ly o n imp ro v ing its c o mp e titive ne ss . To o ve rc o me th is , s po rts
fie ld and the g o ve rn me n t is p utting v a rio us e ffo rts .
Le as t e d uc atio n s e c urity p o lic y has a lre ad y b e e n ac tiva te d s inc e 2010 b y the g o ve rn me n t
(e d uc atio n, s c ie nc e and te c h no lo g y d e p artme nt a nd c u ltu re , s p o rts and to u ris m d e p artme n t
c o op e ratio n), a rra ng ing 「d e ve lo p e d s c ho o l sp o rts te am ma nag e me n t s ys te m b u ild ing p la n 」,
s e tting a g o a l to up b ring ing s tud y ing a th le te s and w ho le -ma n s p o rts ta le n te d m an. In ad d itio n,
d ue to the d e e p e ning o f s o c ial w o rrie s o n s tud e n ts a the le te s ’ e d uc atio n g e tting lo w e r and
vio la tio n o f rig ht to s tud y, the g o ve rnme n t has le g is late d a law to s e c ure the ir rig ht to s tud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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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b u ild id e o lo g y o n s tud ying s tud e n t a th le te s . The law is w o rks as to d raw a le as t e d uc atio n
s tand ard , and to re s tric t in s o me p art if the s tud e n t a thle te has no t me t the s ta nd ard . S ta rting
th

w ith e xh ib itio n p ro te c t in 2010, w ill ac tiva te the law up to 4~6 g rad e in e le me ntary s c ho o l
rd

in 2011, a nd w ill b ro ad e n up to 3 g rad e in h ig h s c ho o l b y 2017.
st

To s o me s ub je c ts ap p o inte d in 1

nd

a nd 2

fina l e xa ms in s c ho o l, c o mp aring to ave rag e

sc o re o f w ho le s tud e nts in s c ho o l, if the a th le te s c o uld me e t the s ta nd a rd o f 50% fo r
e le me n ta ry s c ho o l, 40% fo r m id d le s c ho o l and 30% o f hig h s c ho o l, it w ill b e c o ns id e re d as
st

nd

b e ing lac k o f the m in imu m e d uc atio n s ta nd a rd . Bu t if the s tud e nt w as o nly lac k o f 1 and 2

g rad e fina l e xam, in c as e o f g e tting up to the s tand a rd in up c o ming m id te rm e xam, o r g e ts
o ve r “b as ic ” in e d uc atio n ac h ie ve me nt te s t, it w ill b e c o ns id e re d as the s tud e nt h as me t the
s tand ard .
Stud e nt a th le te s ’ h uma n rig h t s e c urity ma tte r has b e e n d e a lt mo s tly w ith s o lu tio n to
s e rio us ille g a l v io latio n a nd s e xua l v io la tio n. Re c e nt o c c urring ma tte r is o n rig h t to g ro w
hum an rig ht re la ting to the yo u th p ro te c tio n, rig h t to g ro w as a h uma n, a ls o c alle d rig ht to
fo rm hum an rig ht. Ac c o rd ing to the UN Co n ve n tio n o n the Rig h ts o f the C hild a nd the Yo uth,
A rtic le 6, th is rig h t is d e fine d “ Eve ry c h ild has the rig h t to life . Go ve rnme n ts mus t d o a ll the y
c an to e ns ure tha t c h ild re n s urv ive a nd g ro w up he alth y.”
O n s c ho o l s p o rts p ro mo tio n ac t A rtic le 6, c la us e 1, s ub -c la us e 6, the ac t g ra nts d u ty to
“s e c ure rig h t to s tud y a nd hum an rig h t fo r s tud e n t ath le te ” to the p rinc ip al o f the s c ho o l. No t
to tu rn it in to a d e ad le tte r, id e a c o nve rs io n o f the o ffic e rs and s tric t s up e rv is io n o f
g o ve rn me n t is ne e d e d .

2. Te mp e rame n t Imp ro ve me n t and Se c urity o f Rig h t o f Sc ho o l Sp o rts Ma nag e r
(Sp o rts Te am Manag e r, Sp o rts Tut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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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ua lific atio n a nd tra in ing re la te d law o n c o mmo n s p o rts e d uc ato r, b as e d o n natio na l
p hys ic al ac tiv ity p ro mo tio n law A rtic le 11, is d es c rib e d in A rtic le 22-24. It’s als o d e sc rib e d
in A rtic le 9 ( tra in ing a nd q ua lific a tio n ap p ro va l o f s p o rts e d uc ato r), ru le o n s p o rts e d uc ato r
tra in ing a nd q ua lific atio n ap p ro v a l (c u ltu re , s p o rts and to u ris m law ). Ho w e ve r, the p ro b le m
o cc urre d b e c aus e le g is lative s ys te m o f o ve rall p o lic y o n s p o rts e d uc ato r’s q ualific atio n is
au tho riz e d to o inc lus ive ly to d e le g ate d le g is la tio n to p re s id e ntia l law o r lo w e r law s .
Le g is la tive d e fic ie nc y is p o inte d d ue to lac k o f o ffic ia l re g u la tio ns o f re as o n fo r
d is q ualific a tio n, c anc e la tio n o f q ua lific atio n, a nd s to p o f q ua lific a tio n.
Be s id es , Ko re a Sp o rts M ass ag e Ce rtific ate As s oc iatio n, Ko re a Le is ure a nd Re c re atio n
As so c iatio n, a nd Ko re an Po rk Da nc e As so c iatio n a re re g is te re d as no no ffic ia l p riv ate
q ualific atio n is s ue asso c iatio n to na tio n al no no ffic ia l p riva te c e rtific ate , a nd the re a re s o me
o the r s p o rts o rg a n iz atio ns o ve r is s ue c e rtific ate s .
Sp o rts te am e d uc ato rs a nd s c ho o l s p o rts c lub ma nag e rs w ho a re re s p o ns ib le fo r s c ho o l
s po rts s ho uld b e aw are o f le g al au tho rity, and make it a n o b lig a to ry o n c e rta in s afe ty
e d uc atio n a nd tra ining , the n g e ts c e rtific ate . Whe n p re s e nting a s ta nd a rd fo r q ua lific atio n o f
the m anag e rs and tuto rs , the law s ho u ld d e sc rib e re as o n fo r d is q ualific atio n, c anc e la tio n o f
q ualific atio n, a nd s to p o f q ua lific a tio n.
Be tte r tre a tme n t o f s c ho o l s p o rts e d uc ato r is als o imp o rtan t. O ne o f d e te rio ra te d c o nd itio ns
o f s c ho o l s p o rts te am ma nag e r c an b e lo w inc o me s ys te m, w hic h is w ay lo w e r th an c ity
lab o r’s a ve rag e mo n thly inc o me ac c o rd ing to the p a yme n t the c ity a nd the s ta te ’s e d uc atio n
o ffic e , s o re c ruitme n t o f ad m irab le p ro fe ss io na l e d uc ato r is d iffic ult. Le a v ing

th is

d e te rio ra te d c o nd itio n, a nd re s tric tio n o n ly in flue nc es the e d uc ato rs , it’s a ls o d iffic ult to g e t
e ffe c tive ne ss . Mo re o ve r, c o mp e titive ne s s o f e lite s p o rts w ill b e w e ake ne d . The re fo re , to
s tre ng th s p o rts c o mp e titive ne ss th ro ug h w o rk ing o n the ma tte rs o n s c ho o l s p o rts te a m and
h ig h re c o rd s in in te rn atio na l c o mp e titio ns , s ec urity o f p o s itio n a nd b e tte r tre a tme n t fo r
e d uc ato rs s ho uld b e ac h ie ve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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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re ly, p re re q u is ite s a re te mp e ra me n t imp ro ve me n t and p ro fe s s io nalis m o f le ad e rs . Sc ho o l
Ph ys ic al Ed uc atio n Pro mo tio n As s oc iatio n tha t w ill b e e s tab lis he d b y th is law w ill a ls o make
it a law to e xa mine e d uc a ting ab ility o f the s c ho o l s p o rts te am m anag e r, and to ap p ro ve it. A t
the as s oc iatio n, the tra in ing p ro g ram fo r the fu tu re e d uc ato r’s te mp e rame n t imp ro ve me n t o r
re -e d uc atio n w ill imp ro ve c o mp e titive ne s s and w ill c u ltiva te e d uc a tio na l ab ility o f the
ath le te s as s tud e nts ath le te s ’ e d uc a to r.

3. Matte r to Es tab lis h <Sc ho o l Sp o rts Pro mo tio n Fu nd > o r <Sc ho o l Sp o rts P ro mo tio n
Fo u nd atio n > fo r No rm a liz a tio n o f Sc ho o l Sp o rts

Mo s t imp o rtan tly, re ve nue s o urc e is o ug h t to b e ac c o mp lis he d fo r no rma liz atio n o f s c ho o l
s po rts . A trillio n and 550 hu nd re d m illio n is e xp e c te d fo r s c ho o l s p o rts fac ility fo r s c ho o l
s po rts p ro mo tio n, b e tte r imp ro ve me n t fo r s c ho o l s p o rts e d uc ato rs , ac tiva tio n o f he a lth and
p hys ic al ab ility e xa mina tio n p o lic y, and s ta tio n ing p ro fe s s io nal s p o rts tu to rs . Sc ho o l s p o rts
ad min is tra tio n is und e r the e d uc atio n, s c ie nc e and te c hno lo g y d e p a rtme n t, b u t is als o
c o nne c te d to c u ltu re , s p o rts a nd to u ris m d e p artme nt, m in is try o f he alth and w e lfa re and
min is try o f g e nd e r e q ua lity. We ma y als o c o ns id e r to e s tab lis h <s c ho o l s p o rts p o lic y
d is c uss io n c o mmitte e > u nd e r the p rime m in is te r as a c hairman fo r the c lo s e c o o pe ratio n and
d uty g o ve rnme n t b e tw e e n the m in is trie s . Als o , th is may e nc o un te r s o me d iffic u ltie s . The
g o ve rn me n t and lo c al s e lf-g o ve rn me n t ma y us e na tio na l s p o rts p ro mo tio n fu nd , yo u th g ro w th
fu nd o r n atio na l he alth p ro mo tio n fu nd fo r a p e rio d b e s id e natio na l b ud g e t to e s tab lis h and
ac tiva te n atio na l s p o rts p ro mo tio n, b u t it is e xp e c t to fac e d iffic u ltie s d ue to d iffic ult
c o op e ratio n b e tw e e n the m in is trie s . In the lo ng run, the g o ve rn me n t s ho uld e s tab lis h <s c ho o l
s po rts p ro mo tio n fund > o r <s c ho o l s p o rts p ro mo tio n fo u nd a tio n> fo r an ac tive p a rtic ip a tio n

4. Ra tio na l Fo rma tio n and Ma nag e me n t o f Sc ho o l Sp o rts P ro mo tio n Co mm itt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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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 xam ine imp o rta n t fac to rs o f s c ho o l s p o rts p ro mo tio n, s c ho o l s p o rts p ro mo tio n
c o mmitte e s ho u ld b e e s tab lis he d and m anag e d ( A rtic le 16). The c e ntra l s c ho o l s p o rts
p ro mo tio n c o mm itte e s ho u ld b e e s tab lis he d u nd e r the min is try o f e d uc a tio n, s c ie nc e and
te c hno lo g y, a nd the m in is try o f c u ltu re , s p o rts and to uris m, a ls o in lo c al s e lf-g o ve rnme n ts .
O f c o u rs e , the c o mp os itio n and ma nag e me n t o f the c o mm itte e a re a utho riz e d to p re s id e ntia l
law .
The re is no c urre n t le g al p ro o f, b u t s c ho o l s p o rts p ro mo tio n c o mm itte e is e s tab lis he d and
manag e d no w a fte r e nac ting ins truc tio n o f <s c ho o l s p o rts p ro mo tio n c o mmitte e ma nag e me n t
nd

re g u la tio n> ( lang u ag e d e p artme nt ins truc tio n 51 in J an ua ry 2 , 2009, e d uc atio n d e p artme n t
th

ins truc tio n 112, J an ua ry 6 , 2009). To e s tab lis h p o lic ie s o n ac tiva tio n o f s c ho o l s p o rts and its
e ffe c tive p ro p u ls io n, und e r p rime m in is te r o f e d uc atio n, s c ie nc e and te c hno lo g y and p rime
min is te r o f c ulture , s p o rts and to u ris m, s c ho o l sp o rts p ro mo tio n c o mm itte e is c o ns is t o f 25
c o mmiss io ne rs inc lud ing 1 c ha irm an, 2 d e p u ty c ha irme n. Co mm is s io ne rs are c o ns is t o f tho s e
o f d ire c to r o f e d uc atio n a nd w e lfa re s up p o rt in m in is try o f e d uc atio n, s c ie nc e and te c hno lo g y,
and c o mmis s io ne r in d ire c to r o f s p o rts in m inis try o f c u ltu re , s p o rts and to u ris m, and w ith
b ro ad k no w le d g e and e xp e rie nc e o n s p o rts , s uc h as sc ho o l s p o rts , d aily s p o rts and
p ro fe s s io nal s p o rts , no mina te d b y m inis te rs o f b o th m in is trie s (Artic le 3).
Bas e d o n c urre ntly fo rme d fo u nd atio n ’s e xp e rie nc e o f m anag e me n t, no w the s c ho o l s p o rts
p ro mo tio n c o mmitte e , b as e d o n s c ho o l s p o rts p ro mo tio n ac t, s ho u ld rais e as a c o mm itte e tha t
c an e xam ine p rac tic ally imp o rta n t s c ho o l s p o rts re g u la tio n a nd p ro p o s e lo ng and s ho rt
p o litic al c o unte rp ro p o s al. The c o mmitte e s ho uld make it p e rma ne n t a nd e s tab lis h a o ffic e s o
b o th m inis try c an s e ttle the ir inte re s ts and b e s ub s tanc e . Und e r the c o mmitte e , d e p artme n t
c o mmitte e a nd p ro fe s s io nal c o mmitte e s ho u ld b e ma nag e d w ith the p ro fe s s io nals w ith
e xp e rie nc e and k no w le d g e th ro ug h re s e arc h and c o ns ultatio n.

5. Fo rma tio n and M anag e me nt P lan fo r Sc ho o l Sp o rts P ro mo tio n Ins titu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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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 s tab lis hme n t o f “ the s c ho o l s p o rts p ro mo tio n ins titu te ” is mad e as a law tha t man ag e s
c o ntinuo us

p o litic al

re s e arc h,

p ro g ram

d e ve lo p me n t

and

s up p ly,

d e ve lo p me n t

and

manag e me n t o f s tud e n t p h ys ic al ab ility e xam ina tio n p o lic y, a nd s c ho o l s po rts man ag e r
tra in ing ( A rtic le 17). The re ’s a ls o a w ay to ap p ly e xis ting s p o rts re la te d e d uc atio n al·re s e arc h
d e p artme n t o r o rg an iz a tio n, b u t s inc e the ne e d fo r e s tab lis h and ma nag e d e p artme n t w ith
p ro fe s s io nalis m fo r p ro mo ting s c ho o l s p o rts o c c urre d , it h as mad e a law .
The mo s t u rg e n t ma tte r is to s e c ure b ud g e t fo r e s tab lis hme n t o f the ins titu te . To p e rfo rm
va rio us

fu nc tio n s uc h as

re s e arc h, e d uc atio n,

tra in ing

a nd p ro g ram

d e ve lo p me n t,

c o ns id e rab le s c ale o f hu man, a nd ma te ria l fac ilitie s are re q uire d .

6. Sc ho o l Sp o rts De p artme n t S tre ng the n ing Ma tte r O n -G o ve rn me n t

No w the d e p artme n t w h ic h is in c h arg e o f s c ho o l s p o rts re la te d d uty in the min is try o f
e d uc atio n, s c ie nc e and te c h no lo g y is “s tud e n t he a lth a nd s afe ty d e p artme nt”, and o n ly 1
e d uc atio n a l re s e arc he r w ho majo re d in p h ys ic al e d uc a tio n is re s p o ns ib le fo r a ll the mas s ive
amo un t o f s c ho o l s p o rts ad min is trative d utie s . So me d e p a rtme n t o f s p o rts p o litic in
d e p artme n t o f s p o rts , the m in is try o f c ulture , s p o rts and to u ris m d o s up p o rt s c ho o l s p o rts
re late d d utie s , ne ve rthe le ss , the hu ma n re s o urc e is w ay to o lac ke d to p ro p e l va rio us s c ho o l
s po rts p ro je c ts . B y e s tab lis hing “e xe c utive o ffic e ” tha t c o ntro ls s c ho o l s p o rts p ro mo tio n
c o mmitte e ’s ad m in is tra tive d u ty, tw o m in is trie s c an c o op e rate a nd s e ttle d u ty a nd ma intain
ind e p e nd e nc e .
The s u rve y o n w he the r the min is try o f e d uc atio n, s c ie nc e , and te c h no lo g y s ho uld e s tab lis h
“s c ho o l s po rts o ffic e ” has a re s ult tha t 25.2% o f P. E e d uc ato rs ans w e re d “ it’s mand a to ry”,
and 51. 9% o f the re s p o nd e nts s aid “ it w ill b e b e tte r to h ave o ne if p o ss ib le ”.

7. Da ng e r P re ve n tio n and Sa fe ty Matte r Re la te d to Sc ho o l Sp o 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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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 le ｢ law re la te d o n p re c autio n a nd c o mp e ns atio n o f s c ho o l s afe ty ac c id e nts ｣ w ill b e
ap p lie d re la te d to the s p o rts s ho uld b e ad d e d . The o b je c t o f th is law d o e s no t inc lud e
un ive rs ity, s o the law s ho u ld b e re fo rme d s o tha t u n ive rs ity w ill a ls o b e inc lud e d . Sc ho o l
s afe ty ac c id e n t c o mp e ns atio n a nd ins ura nc e as s oc iatio n ’s s ub je c t is c ity/ s tate s up e rin te nd e n t
o f e d uc atio n, the re fo re , if th is law is re fo rme d , the m inis try o f e d uc atio n, s c ie nc e and
te c hno lo g y s ho u ld a ls o b e inc lud e d as p ro je c t s ub jec t. O n the o the r s id e , c o ns id e ring the
h ig he r d a ng e r o f s c ho o l s p o rts ac tiv ity c o mp aring to o the r s c ho o l ac itiv ite s , the re is a ne e d
to d e e p ly e xam ine in tro d uc ing re s p o ns ib le ins u ra nc e p o lic y.

8.

Ma tte r o f Ho urs o f Ph ys ic al Ed uc atio n
th

No w in the 7

nd

e d uc atio na l c o u rs e p ro c ess , the n umb e r o f ho u rs o f P.E c lass es has
rd

d e c re as e d , and 2 , 3

ye ars in h ig h s c ho o l e ve n ha ve c ho ic e s o n the s ub je c t. If s uc h c o urs e

p ro c ess g o es o n, no rma liz a tio n o f s c ho o l P. E c a n b e d iffic u ltly e xp e c te d . To s o lve s uc h
p ro b le ms , w ay to inc re as e s po rts e d uc atio n s ub je c ts , make it e ss e ntia l s ub je c t, e ntra nc e to
un ive rs ity to re fle c tio n o f s p o rts c lub ac tiv ity to s c ho o l g rad e s ho u ld b e p ro vid e d . In ad d itio n,
“e d uc atio n p ro c ess ” und e r the min is try o f e d uc atio n, s c ie nc e and te c hno lo g y a nd “b as ic
fac to r o f un ive rs ity e ntranc e typ e ” u nd e r the min is try o f Ko re a u n ive rs ity e d uc atio n.

Ⅳ. Conclusion
We a re no w s tand ing a t the p o in t w he re s c ho o l s p o rts p ro mo tio n ac t is no w le g is la te d s o
th at ne w v is io n is p ro p o s ed and w a y to d e ve lo p is b e ing g ro p e d . The re h as b e e n s o me
p ro b le ms o n e ffe c tive ne s s s id e o f ad min is tra tio n b e c aus e this sc ho o l s p o rts fie ld ’s main
d e p artme n ts w e re d iv id e d . Th an k fu lly, the m in is try o f c u ltu re , s p o rts a nd to u ris m and the
min is try o f e d uc a tio n, s c ie nc e and te c hno lo g y a re w o rking o n v a rio us d e ta ile d p ro je c ts tha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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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re q u ire d , s uc h as p hys ic al ac tiv itie s fo r s tud e nt a th le te s and no rma l s tud e nts a nd c re a tio n
o f fac ility a nd hum an re s o urc e . Ho w e ve r, mo re e ffo rt to s o lve e xis ting p ro b le ms is ne e d e d to
no rma liz e sc ho o l s p o rts .
A lo ng w ith rig h t to s tud y tha t is p ro te c te d to s tud e n t ath le te , s e c urity o f rig h t to b e
e d uc ate d p hys ic al s p o rts fo r a ll s tud e nts , a nd c o ntrib u tio n to g e t rid o f s c ho o l v io latio n is
urg e n tly re q u ire d . Sc ho o l s p o rts p ro mo tio n ac t is e xp e c te d to b e a p o litic a l ke y to s o lve
c urre n t p ro b le ms s uc h as rais ing s c ho o l s po rts te am a nd s p o rts sp ec ialis t, e d uc atio n o f
te ac he rs , o b es ity and lo w w e ig h t, a nd b alanc e d g ro w th d e ve lo p me n t p lan fo r s tud e n ts . The
au tho r w o u ld like to e mp has iz e tha t the a ttitud e o f p e o p le w ho ac tiva te th is ac t is mo re
imp o rta n t tha n a n y, ra tio na lly and to b e c o inc id e nc e w ith the j us tic e .

70

제 2 부
Presentations and Discussions

제1분과
학교운동부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핚 법적 과제
Legal Challenges to Promote School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71

72

A Survey of the Concept of “Lex Sportiva” from Analytical Legal Philosophy
Markus CHEN-HUAN LIN
(Lawyer, Allianz Law Office, Taiwan)
1. Introductio n
An eve rlasting question o f jurisprudence is “What is law?” that triggers sophisticated
arguments from gene ration to generatio n. Many g reat writings concerning legal p hilosophy
are arising out o f the d iscussions on this matte r. It is surprising ly that the similar debates
have happened in the fie ld o f sports law. In other legal disciplines , like constitutio nal law,
civil law and criminal law, people seldom question the essence of these laws, but o the rwise
focus on the inte rpre tation o f re levant statutes and judicial cases. But sports law law yers
have hotly debated that the term “law ” denotes the rules and princ iples applied in sporting
events.
Most discussions explore this controve rsy from a positive view that de fines sports law
according to the practices of legal practitione rs, such as application by courts, special
legislations and so on, but d iffer in whe the r sports law constitutes an independent fie ld o f law
17
or just an empty stadium in w hich o the r legal d isciplines are p laying.
This paper w ill approach this questio n from a po int o f view o f analytical legal philosophy and
try to b roaden the ho rizon o f the fundamental issue in sports law.
2. Hart’s Decentralized Idea of a Legal System
There has been an analogy o f le x sportive to le x me rcato ria and categorized sports law as
autonomous contractual re lationship. Pro fessor Foster dissents from this opinio n and argues
that from a sociological analysis, the power re lationship between an athle te and a sporting
18
association, especially an international federation, should not be contractual. It is at this
point, we can furthe r the discussion of lex sportive from Hart’s analytical legal theory.
Hart presented his thoug htful insight into the phe nomena of law and suggested a two -fold
structure of legal no rms in his most influential work “The Co ncept of Law”. Hart criticized
Austin’s thesis that defined law as “a command issued by a determinate natio nal being and
19
backed by the threat of sanction o r punishment , that is, “a commands of the sovere ign”,
because this definition can not d iffe r a leg itimate orde r from the threat o f a robber’s coercive
power.
He described his approach in the p reface of The Co ncept of Law of 1961 as “a descriptive
sociology” that manifests the meanings of words refe rring to diffe rent social conte xt on
which o rdinary usages of o ur e xp ressions depend. The author had emphasized this impo rtant
dimension o f Hart’s thesis and called Hart’s theory a “sociological turn” o f legal theory and
20
made a comparison with Max Weber’s sociology o f law. Hart reite rated this “descriptive ”
* Adjunct assistant professor of Graduat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port Affairs at National Taiwan Sport
University. Advocate at the Taipei Bar Association. Chairperson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Co mmittee of
Taipei Bar Association. L.L.M., Law School of Nat ional Taiwan University.
17
See Timothy Davis, “What is Sports Law?”, in “Lex Sportiva: What is Sports La w?”(2012), ed ited by J. C. K.
Siekmann and J. Soek, at 8.
18
See Ken Foster, “Is there a Global Sports Law?”, in “Lex Sportiva: What is Sports Law?” (2012), ed ited by J.
C. K. Siekmann and J. Soek, at 50.
19
Michael Lobban, “A Treaties of Leag l Pholosophy and General Jurisprudence, volume 8,:A History of the
Philosophy of Law in the Co mmon Law World, 1600-1900, 2007”(2009), at 174
20
Lin Chen-Huang, An Inquiry into the Theory of Legal System, master thesis of Graduate School of Law o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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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

point of view and “a sociologist’s exte rnal descriptio n of a community’s social rules ” to
rebut his critics in the 1994 Postscript o f the second edition o f that book w hich was
published afte r he passed away. It should be kept in mind to avo id misunderstand ing o f Hart ’s
theo ry, sufficient to say that Hart rejected classification of his theory as “a semantic theory
23
of positivism” in the posthumous.
Hart suggested we can unde rstand the p henomena of law by way o f two differe nt rules. The
first are the rules of basic or primary type under w hich people are required to do or no t to do
something despite o f their willing. People w ho have the idea o f being ob liged to act, should
be construed fro m an “internal po ints of view”, w hich means they “accept” the rules as the
reason of the ir behaviors. The obliged people are no t irre levant observers or o utsiders who
24
just with an “e xte rnal points of view” and do no t accept the rules. Eve n rules of the game
25
should be accepted by the group re fers to an inte rnal points of view
and no t only
26
“directions to the umpire and scorer”.
The second is the rules of secondary type w hich confer powers to create, modify o r nullify
27
the o ld primary rules. The powers can be private o r pub lic.
The de fects of a primitive
society can be remedy by the introduction o f the secondary rules. Hart pointed three main
defects of the structure o f p rimary type: uncertainty, static and ine fficiency. Each can be
28
remedy correspondently by a rule o f recognitio n, rules of change and rules of adjud ication.
A rule of recognition characte rizes the sources of law and p rovided the criteria b y whic h the
29
validity o f other rules of the system is assessed. It also defines the ranking of diffe rent
30
31
criteria. A rule o f recognitio n is the ultimate rule o f a legal system in this sense. Rules of
change empower someone to enact new p rimary rules or abolish old ones. Even o rdinary
ind ivid uals without public o r official power can thus change their status in p rivate life. This
means rules of change are re fe rring not only to gove rnmental officers or agencies but also to
32
private ind ivid uals or organizatio ns. Rules of adjudicatio n ind icate who and how a dispute
33
can be judged and reinfo rced as an authoritative determination.
.
Hart claimed that the combinatio n o f primary rules of obligatio n with the secondary rules can
serve a powerful too l fo r analyz ing the comple xity o f legal phe nomena and furthe ring a bette r
understand ing of the variety of laws. But he d id no t suggest that the two d iffe rent types of
34
rules can be found in any case where the te rm “law ” is used. In this sense, Hart pointed out
“international law is at present in the stage o f transitio n towards acceptance of this and o the r
35
fo rms which would bring it nearer in structure to a municip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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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 described a simple society composed only o f p rimary rules as a “decentralized fo rm o f
36
social structure ”. But his theo ry is in fact a decentralized legal theory as contrasting to
Austin’s sovere ign theory o r Ke lsen’s basic no rm theory w hich supposed a sing le criterio n o f
the valid ity o f legal rules. So far as to o ur aim, we will no t go furthe r to reach the d istinctions
between Hart and many p restigio us legal theo rists, nor his critics like Fuller, Dworkin among
othe rs.
3. Rules in Sporting Arena
It has been said that sports are free from legal regulations because of their recreational o r
leisure characters. Rules of the game are self-regulation and immune from legal intervention
by national autho rity. Even in Foster’s delicate analysis that separated le x sportive which
refe rs to g lobal sports law, from le x ludica which encompasses rules of the game and ethical
37
princip les based upon sporting spirit, the above -mentioned common opinion remained.
In Hart’s view, rules of the game are not only d irectio ns to the p layer, ump ire and scorer who
have participated in it. He w ho is taking part in the game mus t be obliged to accept the rules
from an inte rnal point of view, rules of the game are primary rules in the proper sense of
Hart’s theory, and thus become a part o f a legal system.
Let’s suppose a playe r w ho hit his opponent intentionally and was ousted from the soccer
field o r basketball court during a game. Is there any essential differe nce from a man w ho hit
anothe r on the street apart from the sanction? The situation in these two cases, the same
rule “Do n’t hit people intentionally” w as vio lated. We can no t mere ly say the fo rmer vio lated
the rule o f the game, and the latte r was against the law.
Austin asserted that a command “issued by a sovere ign legislature, and wearing the fo rm o f
38
the law, the orde r w hich I have now imagined would probab ly be called the law”. In the
above instance, the prohib itio n o f hitting o the r p layers at a game is apparently issued by the
organizer o f the specific game, not a sovere ign legislature. Austin ’s separatio n o f a command
39
from an occasional command also can not p rovide an adequate e xplanation, because rules
of the game are no t only gene rally obeyed by the participants, but also accepted by the
public. Mo reove r, could no t have said a set o f rules applied to a specific g roup are not “law”.
The real problematic distinctio ns exist in the forms of sanctio ns and how they are enfo rced,
not in the violated rule itself.
It will be more complicated when we consider some sports like bo xing, Tae kwondo which
allows athle tes to hit each other. Rules of such sports enacted by sports organizations are
wildly accepted by society include governmental or jud icial b ranch. Despite of the social
40
practices, the judge was still confused by the leg itimacy of these rules. To w hat e xtend
these rules are free from the scrutiny o f state autho rity is le ft unde termined. Eve n some acts
41
break the rules of a given sport may not incur jud icial disapproval. In Avila case, the
plaintiff hit b y a “beanball” sued the college of opposing team, alleged the community college
district failed to supervise and contro l its pitcher and p revent re taliato ry o r reckless pitching.
The trial court d ismissed the action, the court o f appeals reversed, and the California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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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re versed, ruling that the ac tio n was barred b y assumptio n o f the risk.
The Avila Court no ted:
‘Be ing inte ntio nally hit is likewise an inherent risk o f the sport, so accepted by
custom…intentionally throwing at batte rs can also be an integral part of pitching tac tics, a
tool to he lp get batte rs out b y upsetting their frame o f mind.” The court has to “e valuate the
fundame ntal nature o f the sport and the defendant's role in o r relatio nship to that sport’.
The court concluded:
‘It is true that intentionally throwing at a batter is fo rb idden by the rules of baseball….Fo r
bette r o r wo rse, being inte ntio nally throw n at is a fundame ntal part and inherent risk of the
sport o f baseball. It is not the function o f tort law to police such conduct.’
42

But in Knig ht case, the court drew a line between ord inary risk and une xpected risk in
sports: ‘intentionally injures another p laye r or engages in reckless conduct that is totally
outside the range o f the o rdinary activity involved in the sport’. Similarly in an English case,
the judge w rote: ‘He reinafter, no -o ne w ill be able to plead ig norance of the fact that vio lence
of this sort on the rugby fie ld is as much a criminal o ffence as it is off the field and that
43
players, as well as spectato rs, are e xpected to behave like sportsmen.” The British court
44
rejected the justificatio n o f “part o f the game”.
Up to now, most Taiwan decisions have deve loped a narrowe r test of sporting accidents that
confines risk in sports to behavio r in accordance w ith the rules o f the game. The playe r who
injures other participant d uring the game shall no t be liable fo r the consequence if he o r she
does not violate the rules. As a result, the court ofte n requests relevant sports associations
to g ive op inions concerning the rules in question. This approach would naturally, though no t
purportedly, lead to a conclusio n that identifies sports rules to legal rules. For example, in a
high school Taekwondo warm-up p ractice, a p layer w ho e xerc ised a back spinning kick
toward the target ho ld by anothe r student negligently hit the student’s head and injured his
nose and eye, was sued and found guilty afte r the Taiwan Tae kwondo Association had
45
explained rele vant rules to the court.
The above cases showed that the relatio nship between sports rules and o ther social rules of
conduct can not be oversimp lified from a sing le crite rion. Especially the o rganized sports
have the ir own mechanism of enacting o r chang ing their rules, and imposing sanction on
those who infringed the rules. Besides, it can not be said that the autonomo us of creating
sporting rules, imposing sanctio n on athletes, only features the inte rnational sporting
46
organizations. The domestic sports associatio ns are also self-regulatio n bodies in some
degree.
This was the reason Hart introduced the secondary type o f rules which attempted to describe
the comple xity of legal phe nomenon. The re are e vidently in the sporting wo rld that
obligation-imposing rules coexist w ith rules of confe rring powers to e nact, change or abo lish
primary rules and to impose sanctions on those offenders. Law itself, from a descrip tive po int
of view, is dynamic inte ractio ns between differe nt types of social rules and institutions, and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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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be accounted fo r from a gene tic definition.
The same rule should be understood
diffe rently in diffe rent social conte xt and can no t d raw a clear-cut distinctio n, as Max Weber
noted: ”From the sociological point of view, legal o rder and conventional o rder do thus no t
constitute any basic contrast, ...It is only w ith regard to the sociolo gical structure of coercion
48
that they differ. ”, “…the transitio ns from mere usage to convention and from it to law are
49
fluid.”
4. Structural Isomerism of O lympic Movement
In the last section, we discussed the secondary type o f rules of change and adjudication, but
the most controve rsial and p roblematic no tion o f Hart’s theo ry is the rule o f recognition
which specifying the sources of law and the relationships of superio rity and subordination
between these sources. Hart asserted the rule of recognition can be fo und amo ng judges
50
where they accept the criteria to identify the valid ity o f rules on a jud icial consensus. We
will no t criticize this assertion in detail, but rathe r try to find a counte rpart in sporting scene
to e xemplify Hart’s suggestion.
Professor Vieweg pointed out that modern Ge rmen Olympic sports system is stru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 le of “Ein-Platz -Prinzip ”, which allows only one umbre lla
51
organization o r unifying associatio n in a specific sport. The O lympic Mo vement in Taiwan
has the same structure, thoug h does not be p romulgated b y a special statute, like Germany,
but embedded in the social conte xt. Throug h this princip le adopted by law o r socia l practice,
the Olympic Movement combines international and natio nal sports organizatio ns into a
52
hierarchy framework.
At least in the system o f O lympic Moveme nt, the subord inate IFs, NOGs, natio nal sports
organizations and athletes must accept IOC ’s regulatio ns as the supremacy ove r concerning
53
th
sports . The IOC Charter of September 5 , 1994 ed itio n, Article 1.1 stated: ” Under the
supremacy o f the IOC, the O lympic Mo vement encompasses organizatio ns, athletes and o the r
persons who ag reed to be guided by the O lymp ic Charter. ” Article 1.2 stated:” Any person o r
organization belo nging in any capacity w hatsoever to the O lympic Movement is bound by the
provisions of the O lympic Charter and shall ab ide by the decisions of the IOC. ” Article 9.1
also stated:” The autho rity o f last resort on any questio n concerning the Olymp ic Games
rests with the IOC. ” And Article 19.4 again emphasized the decisions of IOC are final, in
addition to be submitted to the CAS in certain cases.
The IO C admitted CAS’s exc lusive jurisdictio n o ver sports -re lated disputes occurred during
th
the O lymp ic Games in its Charte r o f June 15 , 1995 ed itio n, Article 74 w hich stated: ” Any
disputes arising out on the occasion of o r in connection with the O lymp ic Games shall be
submitted exclusive ly to the Court of Arb itration fo r Spo rt, in accordance with the Code of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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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Related Arb itration. ” But the articles of the Charte r as noted above still remained.
Then came to the supremacy question o f which one w ill p revail.
th

The latest edition o f the IOC Charter o f July 7 , 2011 cancelled the Article 6.3 and 15.4 o f
the 2010 edition, and has no t claimed the authority of last resort and final decision o f the IOC.
The IOC Charte r, however, still alleges the supreme authority and leadership o f the Olymp ic
54
Moveme nt. But the development of the CAS may come to the thro ne.
55

th

In USO C v. IOC case, delive red on October 4 , 2011, the CAS arb itral panel reve rsed the
“Osaka Rule ” enacted b y the IOC Executive Board, ruling that the regulatio n o f IOC is not
compliance with the IOC Charter and against the p rincip le o f “ne bis in idem” or “double
jeopardy”. This case along with o the rs that d issented from the IO C opinio ns, such as
56
57
Rebagliata v. IO C , Alan Tzagaev v. IWF,
a “paradigm shift” seems to happen in
inte rnatio nal sporting wo rld. The Charter o f IO C has no longer been an “authoritative text” o f
identifying crite ria o f the validity o f primary rules, the CAS instead plays a role to fulfill this
58
function o f “judicial identification” and ranking these criteria in o rder. Hart analogized a
59
rule o f recognition to the scoring rule of games, now the CAS seems to have been scoring
the goal. The system of “le x sportive” is closer to Hartian conception o f law than
60
inte rnatio nal law which constitutes not a system b ut a set of separate rules. Scho lars who
61
62
define “le x sportiva” to the case law or “judge-made sports law” of the CAS, may find a
jurisprudential basis in Hart’s theory. However, according to Hart, such jurisdiction w ill be an
imperfect form of rule of recognitio n, since it depends on particular decisions and
63
inte rpre tative skill o f judges.
5. Conclusion
The contract theory o f “lex sportive ” obviously does not properly e xp lain the phe nomena o f
64
sporting rules , even in a sense of “fictitious contract”. . An ad hesion contract o r general
terms(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 can be adjusted by the court unde r the principal o f
bona fide o r good faith, o r pub lic po licy, b ut the contracts between powerful sports
organizations , especially international sports organizations like the IOC, IFs, and athletes will
not be easily changed in such a way. The Australian Hig h Court ruled that a sporting
organization owed no duty o f care in establishing the rules of the game to pre vent the players
65
from suffe ring serious injury.
This case shows that the relatio nship between sporting
organization and athle tes could hardly be construed from contract. In this regard, Hart’s
observatio n of descriptive sociology w ill more o r less help us clarify the complexity o f
sporting rules. We can furthe r ask if a fictitio us contract can serve as a transcendental idea
or logic basis for reasoning the princ iples of justice, like Rawl ’s theory o f justice, which a
real contractual relationship has to comply w ith. This will lead us to the concept of sporting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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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and is beyond o ur scope.
The discussion surround ing the concept of “lex sportiva” has inspired many p restig ious
scholars to e ndeavo r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n this matter.. Just like modern O lymp ism
has its roots in the spirit o f ancie nt G reece, a philosophical re flectio n o n this contemporary
issue will b ring us back to the o rig in o f w isdom which bore the Socratic legacy, and flame the
inte llectual to rch to p rospect fo r a new trend of sport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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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스포츠산업의 법적 환경과 스포츠시설이용권의 확대 방안
LEE, Jae-Mok*
(College of Law, Chungbuk National Univ.,)
Ⅰ. 문제의 제기

문명의 진보와 함께 신장한 인간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안락에 대한 욕구가 스포츠를 세계
공통의 인류 문화 내지 가치로 정착시키게 되었다. 2011 년 8 월 24 일부터 시행된 일본
66

『스포츠기본법』 의 기능과 목적을 반영한 전문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스포츠는
육체와 정신의 건강, 정신적인 충만감의 획득, 자율심의 함양 등을 위해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행해지는 운동경기 기타 신체활동으로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문화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불가결의 요소가 된다. 스포츠를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권리이고,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는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스포츠는 차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의 체력 향상과 더불어 타인에 대한 존중의식, 협동심, 공정과 규율을 존중하는 태도,
극기심 배양, 실천적 사고력이나 판단력을 기르는 등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중략...
그리고 지역 스포츠의 활성화는 우수한 스포츠선수의 육성은 물론 그러한 스포츠선수가 지역에서
스포츠를 추진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스포츠에 관계하는 다양한 주체의 제휴와 협동에 의한
스포츠 발전을 지지하는 선순환을 초래한다. 이처럼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스포츠가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스포츠 입국을 실현하는 것은 21 세기 일본의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과제이다. 여기에 스포츠입국의 실현을 목표로 국가전략으로서 스포츠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
스포츠가

청소년들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은

물론,

사회적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다. 한국 사회의 초중등교육의 현실, 대학의 입시구조,
학부모의 교육의식은 체육활동의 본질과 이념에 대한 타율적 인식 왜곡을 부추기고 있다. 결국
극소수의 학생만이 명문대학에서 요구하는 수학능력을 갖출 수 있음에도 모든 학생이 유년기부터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감을 겪으며 과열경쟁의 압박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O 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율도 단연 1 위이다.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66 ) 이 법은 동경올림픽에 대비하여 스포츠시설의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제정된 『스포츠진흥법』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한 것이다. 개정 이유와 경과에 대해서는 澤田大祐, “スポ ツ政策の現狀と課題 -スポ ツ基本法の成立をめぐって-”,
調査と情報 722 號, 2011, 2-5 면 참조. 국내에서도 스포츠기본법에 대한 제정논의는 한국스포츠법학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그 기본구조 및 내용을 개괄적으로 제언한 문헌으로는, 김상겸,
“한국 헌법상 스포츠기본권과 스포츠기본법 제정”, 스포츠와 법 6 권(2005. 4), 한국스포츠법학회, 148-154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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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스포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동안 유아 스포츠, 청소년 스포츠, 체육계열 대학입시
지도, 전문체육인의 육성 등을 통해 학교 스포츠의 한계를 대체하거나 보완해주는 역할을 담담해
왔다. 목적의

영리성이 두드러져 보이는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체육 관련대학 입시학원의 경우도

운동을 통해 건강과 안정을 회복할

체력이 미약한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문제는 이러한 스포츠학원이 관련 법규의 통제나 보호범위 밖에 놓여 있어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학원의 설립
받지

않아

학생

지도

관리는

물론

학생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보호에도

허점이

노출되고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터 잡은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있고,

『체육시설의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그 목적의 ‘영리성’으로 인해 배제를 당하는 역차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아래에서는 학원스포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 관련 법제의 구조와 문제점, 학원스포츠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와 보호 필요성, 공공체육시설의 이용과 조절 등에 관해 검토하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학원스포츠의 사회적 기능과 학원스포츠산업의 현황

1. 학원스포츠의 기능

우리나라

학원스포츠는

크게

전문선수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스포츠클럽

체육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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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들의 체력증진과 올바른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유소년스포츠교실, 대학의 체육계열
학과의 진학을 목표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체육대학 입시학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스포츠 교습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전문체육인의 육성과 유아 및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회복시켜 주거나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보해 준다는 점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청소년 범죄나 자살 등 사회적 병리를 사전에 차단해 줄 수 있는
유의의한 도구로 평가받기도 한다.

(1) 학교체육의 공백 보충

현재 학교 체육은 열악한 환경, 부족한 시설, 수능 교과목 위주의 시간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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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무관심 등으로 형해화의 길을 걷고 있다. 학교폭력이나 속칭 ‘왕따’ 현상의 증가로 체육교과의
증편을 강조하지만, 초등학교에서 조차 주당 체육교과목 편제가 3 교시 불과하다.

67

) 지역사회의 일반적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구단의 유소년클럽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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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스포츠교실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발육하고, 정신적 충만감을 얻으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체육대학 입시학원의 경우도, 입시를 목적으로
교습을 신청하는 학생이 주를 이루지만, 학습과정에서 쌓여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또래들이

교습을
모여

원하는

체계적인

학생들의

비중이

운동지도를

늘어나는

받으면서

실정이다.

‘땀’의

배출을

치열한
통해

학업경쟁사회에서
허약해진

정신을

‘힐링(healing)’하는 곳이 스포츠학원이기도 하다.

(2) 체육지도자의 육성 매개

스포츠학원은 경기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스포츠클럽에서 전문선수를 발굴·육성하기도 하지만,
장차 체육교사(학자)나 체육관련 전문인(생활체육지도자 등)의 양성을 매개하거나, 무예를 필요로
하는 직업군에 인력을 공급하는 전위적 집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2012 학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을 보면, 전국 124 개 대학에 370 개의 다양한 명칭

69

의

체육계열학과가 있고, 모집정원은 14,800 명이었다. 평균경쟁율은 8 대 1, 최고경쟁율은 40 대
1 에 이를 정도로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

구조

상 체육계열

70

학과의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독자적으로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실기시험에 대응하기란 매우 어렵다. 실기시험
비중이 30-50%를 차지하고 있고 기록에 따른 점수 편차가 심하여 실기시험 성적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대표적으로 2013 학년도 연세대학교 정시입학전형 모집요강을
보면 근거가 명확해진다.

71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68

)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의 경우, 3 년간 체육시간 기준단위가 14 시간임에도 자체 운영단위를 12 시간(학기

당 2 시간)으로 편성하고 있다(http://dan-kook.hs.kr/?act=doc &mcode =121517 . 2012.10.4. 방문). 이는
서울 인문계고등학교의 일반적 경향이다.
69
) 체육학과, 체육교육학과, 무도학과, 태권도학과, 사회체육학과, 생활체육학과, 스포츠의학과, 경호학과, 스포츠지도학과,
경기지도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산업학과, 스포츠마케팅학과, 레저건강학과, 레저스포츠학과,
노인체육학과, 골프학과, 특수체육과,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스포츠복지학과, 해양레저스포츠학과, 동양무예학과,
격기지도학과
등이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대입정보
포털사이트인
KCUE
대학입학정보(http://univ.kcue.or.kr ) 참조.
) KCUE 대학입학정보(http://univ.kcue.or.kr ) 참조.
)
2013
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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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정시입학전형

모집요강은

http://admission.yonsei.ac.kr/seoul/bbs/bbs_flashpaper.asp?bbsID=flashpaper&categoryLink1=
정시(2012.10.4. 방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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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출석

체육교육

대학수학능력시험

비교 반영성
과

적

50

350

언어

수리 외국어

200

200

사탐
과탐

학과
250

50

200

100

실기시험
반영성적

700(총점

면접

총점

60

1,000

-

총점

-

1,000

기본운 선택실
동능력 기능력
100

100

400/700)
비교 반영성
스포츠레저

교과 출석

과

적

70

300

사탐과
언어

수리 외국어

200

200

탐

학과
200

30

200

100

선택실
반영성적

(총점

-

-

기능력
150

550/700)

② 실기시험 종목 및 배점(체육교육학과)
ㄱ. 기본운동능력 종목 및 배점
- 왕복달리기(25m 왕복 : 100m) : 34 점
- 제자리 넓이뛰기 : 33 점
- 메디신 볼 던지기(남 : 3kg, 여 : 2kg) : 33 점
ㄴ. 세부 배점 기준
ⓐ 남자
제자리
배점

왕복달리기(초)

넓이뛰기(cm

제자리

메디신 볼
배점

왕복달리기(초)

던지기(m)

)
34

16 초 99 이하

33

17 초 00-17 초 39

280 이상

31

17 초 40-17 초 79

29

17 초 80-18 초 19

27

넓이뛰기(cm

메디신 볼
던지기(m)

)
17

20 초 20-20 초 59

200-209

7.8-8.1

11 이상

15

20 초 60-20 초 99

190-199

7.4-7.7

270-279

10.6-10.9

13

21 초 00-21 초 39

180-189

7.0-7.3

260-269

10.2-10.5

11

21 초 40-21 초 79

170-179

6.6-6.9

18 초 20-18 초 59

250-259

9.8-10.1

9

21 초 80-22 초 19

160-169

6.2-6.5

25

18 초 60-18 초 99

240-249

9.4-9.7

7

22 초 20-22 초 59

150-159

5.8-6.1

23

19 초 00-19 초 39

230-239

9.0-9.3

5

22 초 60-22 초 99

140-149

5.4-5.7

21

19 초 40-19 초 79

220-229

8.6-8.9

3

23 초 00-23 초 39

130-139

5.0-5.3

19

19 초 80-20 초 19
(-3 초 : 15 점)

210-219
(-60cm :
14 점)

8.2-8.5
(-2.5m : 14 점)

1

23 초 40-23 초 79

129 이하

4.6-4.9

ⓑ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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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배점

왕복달리기(초)

메디신 볼

넓이뛰기(c

제자리
배점

왕복달리기(초)

메디신 볼

넓이뛰기(c

던지기(m)

m)

던지기(m)

m)

34

18 초 99 이하

17

22 초 20-22 초 59

150-159

5.6-5.8

33

19 초 00-19 초 39

230 이상

8 이상

31

19 초 40-19 초 79

220-229

7.7-7.9

15

22 초 60-22 초 99

140-149

5.3-5.5

13

23 초 00-23 초 39

130-139

5.0-5.2

29

19 초 80-20 초 19

210-219

7.4-7.6

11

23 초 40-23 초 79

120-129

4.7-4.9

27

20 초 20-20 초 59

25

20 초 60-20 초 99

200-209

7.1-7.3

9

23 초 80-24 초 19

110-119

4.4-4.6

190-199

6.8-7.0

7

24 초 20-24 초 59

100-109

4.1-4.3

23

21 초 00-21 초 39

180-189

6.5-6.7

5

24 초 60-24 초 99

90-99

3.8-4.0

21

21 초 40-21 초 79

170-179

6.2-6.4

3

25 초 00-25 초 39

80-89

3.5-3.7

19

21 초 80-22 초 19
(-3 초 : 15 점)

160-169
(-60cm :
14 점)

5.9-6.1
(-2.5m : 14 점)

1

25 초 40-25 초 79

79 이하

3.23.4

ㄷ. 산택실기능력 종목 : 육상(허들, 높이뛰기), 수영(혼영), 기계체조(마루, 뜀틀, 철봉), 테니스, 골프,
농구 6 종목 중에서 1 종목을 선택함.
※ 허들높이 : 남 - 91. 4cm, 여  76.2cm, 높이뛰기 : 남 - 130cm, 여 - 100cm

연세대학교 입학전형에서 보듯이, 왕복달리기에서 만점 기록에 3 초, 제자리 넓이뛰기에서
60cm,

메디신

볼

던지기에서

2.5m

가

뒤처지거나

모자라도

총점에서

49%가

감점되어

현실적으로 대학입학이 곤란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실기비중이 높거나 과목이 다양할수록 더욱
뚜렷해지고, 대학별 선발기준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독자적인 수험대응은 실패를 자초하는
지름길이

되고야

만다.

결국

체육관련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목에

걸쳐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운동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대학별 모집요강에 대한
정보와 분석력이 뛰어난 체육전문 입시학원에 의존·적응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Ⅱ.2.에서 후술하겠지만, 문제는 자격과 소양을 갖춘 전문체육인이 적정한 시설을 구비하여 법의
규제와 함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는 규명되어야 할 의문이고,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3) 전문선수의 발굴·육성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확정되면서 우리나라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스포츠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고,

‘2012

런던

하계올림픽에서도 204 개 참여국 중 5 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 엘리트 스포츠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그동안 국가대표 등 엘리트 선수는 학교운동부를 중심으로 육성되어 왔다. 그러나 지나친
업적주의에 치우친 나머지 학교 사이에 순위 위주의 과당 경쟁이 학업경시풍조를 만연시켰고,
84

이는 차세대 스포츠 리더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력이나 창의력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체육진흥법』
‘2012 학교운동부 선진화

방안’을

공표하였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지금도

73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72

에 터 잡아

모티브로

하여

시급히 정착되어야 할 제도라고 여겨진다.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이나 스포츠학원은 운동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발굴하여

직접

엘리트 선수로 육성하거나, 또는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포츠 엘리트 양성기관에
선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부하는 학교운동부’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의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운동부의 대안으로 지역사회 스포츠클럽의 적극적인 활용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엘리트 선수는 학교 운동부뿐만 아니라, 방과 후에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하는 ① 경기력을 중심으로 하는 클럽, ② 경기단체 주도형 스포츠캠프, ③ 프로구단의
유소년클럽 등에서 다양하게 공급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클럽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체육인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만큼, 관련 법규의 정비를 통해 규제와 보호를
동시에 해나가야 한다.

2. 학원스포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우리나라에서
교습인원을

다양한

파악하기란

형태의
매우

스포츠클럽과
어렵다.

유소년을

급격한

대상으로

유동성이

그

하는

원인이다.

스포츠학원의
2011

년

말

수와
현재

전국체육입시학원의 수는 약 550 개(이 중 서울지역이 120 여개이다.)이고, 학원에 등록한
교습생은 평균 40 명 정도이다. 그리고 교습비는 학원의 시설, 교육프로그램, 강사진, 입시실적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하지만, 1 인 당 30-40 만 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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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아래에서는 논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학원이나 클럽을
논의의 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하고, 체대입시학원에 중점을 두어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72

) 학교체육 진흥법 제 11 조 제 1 항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73
) 이 방안의 주된 목표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지원 시범사업 등의 진행을 통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다. 지원시범사업의 추진내용으로는 ①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등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②
스포츠과학 자문단운영 지원, ③ 과학적 훈련프로그램개발·지원, ④ 각종 스포츠시설 우선 지원, ⑤ 초-중-고-대학,
프로팀, 실업팀 등을 연계한 진로 지도가 있다(2012 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체육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74
) 구체적인 data 를 획득할 수 없어서 체육입시학원협회에 문의하여 얻은 수치이다.

85

1) 체육학원은 『학원의 설립

체대입시학원

등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체육학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약칭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체육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학원업과

달리

관할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과세자(독립사업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학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음악, 미술, 심지어 미용체조학원

75

마저도 학원법의 적용 대상이어서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으면 납세면제 사업자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입법이 아닐 수 없다.
학원법은

‘학원’을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 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 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30 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한다(제 2 조 제 1 항). 그리고 학원의
종류를

①

학교교과교습학원과

②

평생교육직업학원으로

나누면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초ㆍ중등교육법』 제 23 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이라고 정의하고(제 2 조의 2 의 제 1 항 1 목), 『초ㆍ중등교육법』 제 23 조
제 3 항은 학교의 교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3 조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에 모두 체육을 포함시키고 있다.

76

이렇게만 본다면 체육학원이

학원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될 법적 근거는 없어 보인다.
문제는 학원법 시행령 제 3 조의 3(교습과정의 분류 등) 제 1 항에서 학원법 제 2 조의 2
제

2

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함으로써,

체육학원을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제외하였다는데 있다. 학원법 시행령 제 3 조의 3 에 따른 교습과정 분류는
상위규범인 학원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반할 뿐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과도 모순한다.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75

) 수업연한을 1 년으로, 수강생 정원을 100 명으로 정해 놓고 소정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학원 내에 약 50 평의 실습장과
그 실습장내 벽 쪽에 자전거, 벨트마사지기, 웨스트 원반기, 복금기 등 다소의 운동기구 등을 갖추고, 강사를 채용하여 그
수강생에게 하루 1 시간 50 분씩 주로 유연성운동, 워엄 업(Warm up), 에어로빅 댄싱의 이론과 실습, 맨손체조, 위
운동기구 등을 이용한 트레이닝의 이론과 실습, 쿨 다운(Cool-Down) 등을 주로 교습한 미용체조학원에 대하여 관할
교육위원회가 학원등록을 해주고 법원이 세무서에 의해 내려진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에 대비해
보면, 형평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대구고법 1984.3.13, 83 구 239).
76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3 조(교과) : 법 제 23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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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분야

계열

입시ㆍ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예ㆍ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ㆍ지도

국제화

외국어

예능

예능

독서실

독서

특수교육
기타

특수교육
기타

학교
교과
교습
학원

교 습 과 정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음악, 외국어
미술, 무용
유아 또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그 밖의 교습과정

【학원의 교습과정 분류표(개정 2011.10.25.) 】

스포츠학원이 학원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시설에 대한 규제도 받지 않게 된다. 학원법
제 8 조는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 3 조 내지 제 9 조에서 시설기준, 수용인원, 교습시간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조례 제 5 조 제 3 항은 “제 3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다만, 별표
4 에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신청자가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표 4 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학원 내 체육시설의 적정성 여부는 시설기준 심사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현행 제도 상 스포츠학원을 운영하려는 자는 체육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채광이
전혀 되지 않은 좁은 지하실에 매트만 깔아놓고도 관할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을 모집하여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꼴이 된다.
스포츠의 중요성에 대한 몰인식과 체육학에 대한 경시가 관련 법제의 저변에 깔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체육시설이나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변칙적 이용을 증가시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처럼 잘못된 법제 설계는 앞서 본 학원스포츠의 순기능을 저하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의해 스포츠학원이 운용된다고 하더라도 학원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여지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우수한 운동프로그램과 운동시설,
자격과 능력 있는 강사진, 학생에 대한 안전장치 등을 잘 갖춘 학원이 상대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스포츠의 선순환 구조에도 해악요소가
된다.
87

2) 체육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공체육시설로서,
전문체육시설(제 5 조),

77

생활체육시설(제 6 조)

78

의 설치·운영의무를, 직장의 장에게는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의무(제 7 조)를 지우고 있다. 그리고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의

조례』는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하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조례에 의하면, 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 2. 학교시설 설비기준령
제

10

조에

의한

실내수영장,

체육관(강당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의

시설로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정 고시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제 2 조), 이러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생체육관장, 해당 실내수영장, 체육관을 관장하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제 3 조).
나아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 전용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 4 조 제 1 항).
위의

법률

및

자치법규에

의하면

스포츠를

통해

전인적

인격형성에

조력하거니

장래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매개하는 체육학원에 스포츠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배제할 이유나 근거는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 5202 호. 2012.3.28. 시행)

79

에 의하면, 학교시설물의 바람직한 이용을 위해 수영장을

제외한 학교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후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 5 조 제 2 항, 제 9 조 제 1 항 제 3 호). 위 조례가 시행된 이후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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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 조(전문체육시설)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 1 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③ 제 1 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78
) 제 6 조(생활체육시설)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79
) 양준욱 서울시의회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여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 생활체육
공간의 장을 확대하기 위하여 입시체육업체 등에 의한 영리목적의 시설사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에서 입안되었으나,
정치적 의도도 다분하다. 지역주민들에 의한 학교체육시설의 활용빈도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목적의 영리성 여부를
떠나 체대입시학원, 유소년스포츠단 등의 이용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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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들이 조례 제 5 조에 위반하는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라는 공문이 각급 학교에 내려지면서
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2 년 9 월 14 일에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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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사안은

원고(사단법인

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합회)가

2009.

3.

1.

피고(홍제초등학교장)와

서울홍제초등학교 강당(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시간 평일 17:00 부터 20:00 까지
3 시간, 토요일 중 1, 3 번째 주 13:00 부터 17:00 까지, 2, 4 번째 주 09:00 부터 13:00 까지,
일요일 09:00 부터 13:00 까지 각 4 시간, 사용료 월 135 만 원으로 정하여 1 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2.

2.

28.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료만 1 년 합계 15,467,100 원으로 변경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용허가’라 한다), 이후 2012. 5. 3.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시설이 영리 목적의
입시체육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는 같은 달 10 일 원고에게 학교시설을
입시체육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후, 같은 달

11 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같은 달 12 일 원고의 활동이 사실상 영리행위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31 일자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학교시설(강당) 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에 터 잡아 판결이유를
설시하고 있다.

【인정사실】
(가) 본래 법인등기부상 원고는 국민체육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생활체육시설에 보급하고
우수한 생활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하며 건전한 국민스포츠를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2012. 4. 6. 학교체육 및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 체육시설을
포함하는

공공시설의

위·수탁운영,

학교체육

지도자양성

및

방과

후

특기적성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등을 설립 목적으로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7. 피고에게 제출한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에 사용목적을
스포츠 활동 및 생활체육활동(축구, 농구, 청소년체육, 입시체육)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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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는 2008 년 3 월부터 이 사건 시설에서 유아체육, 유소년체육과 고등학교 2, 3 학년을
대상으로 한 체육대학 입시준비교육을 하여 왔고, 수강료는 유아체육, 유소년체육이 90 분 강습에
5 만 원이고, 입시준비교육이 주 2 회 120 분 강습에 10 만 원, 주 4 회 150 분 강습에 15 만
원이다.
(라)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조례의 제정 당시 학교시설을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나 단체에 개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이나
사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의 생활체육문화활동 공간으로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밝혔다.
(마)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은 2012. 5. 29. 피고에게 조례 제 5 조에 따라 학교시설을
입시체육 등 사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허가할 수 없으니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조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가)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 두 9653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 5 조 제 2 항에 따라 애당초 사용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사용허가가

이루어져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해당하고, 조례의 규정형식상으로는 기속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존부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한 체육활동이 조례
제

5

조가

정한

학교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영리(營利)’란 사전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는 것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리 목적’이라 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자기가 얻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얻게 하려는 의도 또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인바, 학교시설을 사용한 개인이나 단체의 교육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 5 조 제 2 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사용 주체의 법적 성격, 사용 주체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 설립 목적 및 실제 활동의 내용과 실태, 사용 주체가 수강생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받는 금품의 액수, 인근의 다른 학원 또는 교습소 운영자나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사한 양과 질의 과외교습을 실시하고 대가로 받는 교습료의 액수, 교육활동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 및 이를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귀속 및 사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하여 체육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2, 3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습을 실시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학교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함은 별론, 그것만으로 당연히 영리 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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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는데, 피고는 원고가 사교육을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하고 수강료를
받았으니 당연히 영리 목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위에서 열거한 기타의 사정들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시설 사용이 학교시설을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이러한

사정들을 일체 살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 요건 해당성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과 조사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처분권한을 행사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
(라) 다만, 공교육, 그것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의무교육의 장인
공립 초등학교의 시설을 과외교습을 위하여 사용케 하는 것은 시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처음부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어야

옳은

일이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향후 이 사건 사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피고가 조례 제 5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피고의 재량 범위에 드는 일로서 당연히 허용될 것이며,
조례 제 5 조 제 2 항을 개정하여 학교시설의 사용 허가가 절대 금지되는 경우로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이외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4 호 소정의
과외교습, 특히 상급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과외교습의 목적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재량 범위에 속할 것이다.
(마)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취소로 인하여 개인의 기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권익과
신뢰,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 두 1273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사용계약은 2008 년 3 월경 처음 체결된 이후 수년간 계속하여 갱신되어 왔고 그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한 활동에 큰 변동은 없었으며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서 하는
활동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사용허가를 위하여 2012.
2. 7. 피고에게 제출한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에 ‘입시체육’을 그 사용목적의 하나로
명시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대학입학시험을 눈앞에 둔 수험생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되는 공익이 원고의 이 사건
시설 사용에 대한 신뢰이익이나 수강생들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위

판결은

과외교습목적의

목적의

영리성에

시설불허가

대한

규정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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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재량에

상급학교
속하나,

입시준비를
수익적

위한

행정행위를

취소함에 있어 비교형량해야 할 공·사익의 가치 중 사익(수험생의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생각건대, 언어·외국어·수리 등 수능필기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과외교습학원이나 기타 예능실기
과외교습학원과

달리, 스포츠학원은 통상 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지하에

교습장을 두고 있고, 종목의 다양성으로 인해 자체 시설이나 기구로 전국 대학에서 요구하는
실기시험 종목을 습득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폐쇄된 공간에서 이론과 기초체력을 다지는
정도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정도인데, 이러한 환경은 스포츠학원이나 스포츠클럽의 존립 기초를
위협하는 것이다. 공공체육시설, 방과 후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개방을 허용해야 하고, 그 범위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스포츠클럽이나 체육학원에 대한 교육계나 관계의 엄격한 잣대는 체육관 대관 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유소년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자가 로비를 통해 특정학교 체육 강사로 채용되어
체육시설을

독점한다던가,

동호회

형식을

비러

뒷거래를

통해

대관을

하였다가

발각되어

체육인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위계와 부정을 차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도의 틀 안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에 의한 체육인 양성에 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체육학원은 학교체육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
공백을 보충해 왔다. 유아·어린이·청소년 체육을 담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입시체육에서 각
대학에 전문체육인을 양성·배출하여 체육교사,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등을 주도해 오고 있다.
이들의

자질은

한국스포츠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된다.

따라서

사설학원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육성하는 지도자의 자격은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
학원법은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의 자격을 법으로 정하고, 그 인적사항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제

13 조 제

1 항, 제

2 항).

특히 학원법 시행령은 학원법의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제 12 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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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을

받는

【학원강사의 자격기준(개정 2011.10.25.) 】

구 분

자 격 기 준
1. 「초ㆍ중등교육법」 제 21 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 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학교교과
교습학원

사람으로서 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6.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 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9.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 10 조 및 같은
시행령 제향상뿐만
12 조에 따른
해당 정서적
체류자격이
있거나 회복,
같은 법신체적
제 20 조
및 같은
법
체육학원 교습생들의 법
운동능력
아니라,
안정감의
안전성
보장
시행령 제 25 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을 법령으로 정하여 엄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Ⅲ. 학원스포츠산업에 대한 법적 규율과 공공체육시설의 이용 확대

1. 학원법의 규율 대상으로 편입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체대입시학원을

포함하여

교외

스포츠

활동을

하는

유소년

스포츠클럽 등은 비록 그 목적에 영리성이 있다고 하여도 학원법의 규율 영역 밖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스포츠의 가치를 실현하고, 양질의 스포츠 교육을 보장하며, 교습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더욱이 학원법 시행령 제 3 조의 3 에 따른 교습과정 분류로
인해 체육교습을 담당하는 학원이 학원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상위 법률의 내용과
모순·저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스포츠를 관장하는 사설학원이 학원법의 규율영역으로 편입되어야 할 이유는 다음의 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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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학원의 등록과 교육감에 의한 감독

81

학원법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제 8 조 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 6 조 제 1 항).
그리고 등록결격사유(제 9 조),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제 16 조), 교육감에 의한 각종의
행정처분사유(제 17 조, 제 19 조) 등을 정하고 있다.
체육학원이 대학 입시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자격과 시설을 갖춘 자가 교육감에게 등록을 마친 후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학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학원 환경과 교습의 질을 개선하고, 교습비

82

등

교습생들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체육학원이 다른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마찬가지로 학원법의 엄격한 규율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세제감면 혜택을 누려야
함은 물론이다.

(2) 교습생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

학원법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학원ㆍ교습소의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 4 조 제 3 항),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제 23 조 제 1 항 제 1 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경우, 위 법률에 따라 학원ㆍ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데, 1 인당 배상금액은 1 억 원 이상, 1 사고 당 배상금액은
10 억 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 억 원 이상)을 그 하한으로 정하고 있다.(제 2 조 제 1 항
제 1 호, 제 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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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8 조(시설기준) :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2
) 수강료조정명령제도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학원법 제 15 조 제 4 항에서 규정한 학원 수강료 조정명령
제도는 적정한 수강료의 범위를 벗어난 과다한 수강료를 조정하여 지나친 사교육비 징수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이 되도록 균등한 정도의 사교육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국가적으로도 비정상적인 교육투자로 인한 인적
물적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원칙적으로는 해당 학원설립
운영자 등이 교습내용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그 수강료가 적정한 수강료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수강료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학원설립 운영자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제도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과다한 수강료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인 반면,
이를 통하여 추구하는 공익은 사교육비의 절감, 사교육기회의 차별의 최소화, 교육자원의 합리적인 배분 등으로 그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므로,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를 규정한 위 법 제 15 조 제 4 항이 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재산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거나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0.4.29, 2009 구합 55195).

94

체육학원의 경우 신체적 접촉이나 위험한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습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운동장소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아 교통사고의 발생빈도도 다른
교과목 학습학원에 비해 높은 편이다. 물론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나 학원에 채용된 강사가
학원의 운영과정에서 수강생들에게 인신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 390 조),
일반불법행위책임(동 제 750 조), 사용자책임(동 제 756 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동 제 391 조) 등이 문제되지만,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강사에게 배상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받지

않는

체육학원에

대하여

83

현재로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학원법의 규율을

책임보험의

가입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교습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신손해를 입은 수강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학원법에 의한
규율은 불가피해 보인다.

2.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확대방안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은
생활스포츠의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하여 다소
영리성을 띤다고 하더라도 전문체육인이나 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단 또는
입시학원이 그 공간의 이용으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은 역차별이다. 특히 학업스트레스에
억눌려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배우고 익히려는 청소년들에게 체육시설의 이용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더더욱 그러하다.
특정 대회의 개최를 목적으로 설치된 전문체육시설이 대회 종료 후 경제적 효용을 다한 채
용도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한

효율적

활용방안도

논의되어야

한다.

장래

체육지도자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입법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다(제 5 조, 제 8 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5 조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 8 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과 이용방법 등을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하며, 그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터
83

) 대법원은 초등학교 1 학년 학생이 피아노 및 주산을 학습하는 보습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학원 밖으로 나갔다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 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감독할 의무를 진다. 보호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때 그 예상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학원의 설립 운영자 및 교습자의 경우라고 하여 다르지 않을 것인 바, 대체로
나이가 어려 책임능력과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에 대하여는 보호 감독의무가
미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더욱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2008.1.17,
2007 다 40437). 유소년스포츠클럽이나 유소년을 대상으로 체육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나 강사에게도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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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체육시설 사용료징수 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민,
청소년에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감면대상과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목적의 ‘영리성’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부분이지만, 입법재량이라고 하여
상위규범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조례를 남발하여 입시현실을 무시한 채 체육학원의 스포츠 공간
활용을 극도로 제한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현대 스포츠 이념이나 정책, 학원스포츠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공체육시설이나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액도 생각해 볼 시점이다. 고액의 사용료는
수강생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교체육진흥법』이 2012 년 1 월 26 일 공포되어 2013 년 1 월 27 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것이다(제 1 조).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운동부를 두게 끔 하면서,
학교스포츠클럽에는 전담교사를, 학교운동부에는 운동부지도자를 두어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제 10 조 내지 제 12 조). 특기할 만 한 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

중등교육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이다(제

초등학교에서

13

활용되고

조).
있는

그

취지는

것을

매우

입법화한

바람직하지만,
것이고,

유소년

스포츠강사제도는
스포츠단의

이미

운영과

일부

관련하여

부정유착의 비위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법률이 외부 스포츠클럽이나 체육학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간과
공간의 적절한 안배를 통해 조화를 모색해 가야 한다.

Ⅳ. 맺음말

스포츠는 인류의 문화적 가치로 자리매김했다. 국가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은 개방의 대상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간의 조정과 공간의 안배에 통해 형평을
유지해가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유소년 스포츠단, 체대입시학원은 학교 체육활동의 공백과 한계를 매워주면서
청소년들의 운동능력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인격성을 함양해 왔다. 특히 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학원은 현행 제도의 구조상 존립이 불가피하고, 실기교과의 특성상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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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학원을
차원에서도

학원법의
바람직하지

규율영역
않다.

밖으로

학원법의

내모는

것은

규율영역으로

교육의
하루

질뿐만

속히

아니라

편입되어야

학생

보호

한다.

또한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목적의
영리성만을 이유로 대학입시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의 시설이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상위 법률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시설이용료를 과다하게 받는 것은 그 부담이
수강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면제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감액을 고려할 여지는
있다. 시설이용료는 시설유지 및 보수비용에 충당하면 될 것이다.
짧은 준비기간, 문헌의 부재 등으로 인해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서술에 치우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전문가들의 탁월한 식견과 건설적 상상력에 터 잡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부족한
원고를 보완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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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과 하위 법령의 역할 및 기대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채우석 (蔡羽奭, Chae, Woo-Suk)
(College of Law, Soongsil Univ.)

Ⅰ. 처음에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체육진흥법이 2012 년 1 월 26 일 제정되어 1 년 후인 2013 년 1 월 27 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동 법률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 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 학교스포츠
클럽운영, 학교운동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는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정되어진 동
법률이 학교체육을 정상화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건강한 정신과 신체발달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규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제안하고 있는
하위법령이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하위법령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러한 내용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 법률의 내용에 대해 평가하고,
나아가 법률과 하위법령 사이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학교체육진흥법의 하위법령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정되지 않고 있어 이에 관한 본격적인 평가는
추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위법령은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또는 법률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형태로 규정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시론적 논의을 제안하는
것에 머무르고자 한다. 이러한 시론적 제안을 위해서 우선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동 법률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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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과 역할

1. 교육기본법과 학교체육의 문제점
교육기본법 제 22 조의 2 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법 규정은 2007 년 5 월
11 일

개정작업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당시

개정법률의

이유는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사회성과 협동심 등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교육기본법의 개정내용은 그

동안

입시교육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교체육이

정상화되지 못하였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와 더불어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의 개정과 함께
이에 따른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위한 입법노력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다음과
같은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경위
2006 년 3 월 29 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좋은교육연구회와 한국체육학회는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이

때

이미

학교체육진흥법

시안을

발표하였다. 2008 년 12 월 5 일 공청회를 통해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일부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2009 년 1 월 23 일 ‘학교체육법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10 년 3 월 2 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부딪혀 찬성
52 인(32.7%), 반대 74 인(46.5%), 기권 33 인(20.8%)로 부결되었다. 동 법안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으며 실효성이 미비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후 학교체육진흥법은 2011 년 공청회를
거친 이후 같은 해 12 월 30 일에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12 년 1 월 26 일자로 법률
제 11222 호로 공포되고 2013 년 1 월 27 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Ⅲ. 학교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및 한계

1.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한계
학교체육진흥법의

제정은

우선

스포츠교육권을

보장하였다고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즉 행복추구권의 구체적인 권리로서 스포츠기본권은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
스포츠정보권, 스포츠직업선택권 등과 함께 스포츠교육권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학교체육진흥법은 스포츠교육권을 구체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이

법은

①학교체육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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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확립하였다는

점,

②국민체육과

학교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는

점,

③국민스포츠복지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하는 점에서 법률제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이 실효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제적
내지 정책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하 학교체육진흥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을
정리하고, 나아가 이러한 한계의 쟁점들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제 3 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제 4 조
제 1 항),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제

3 조는 선언적 규정이라고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이하

시책은

’기본시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한다.)’과

‘학교체육

교육감이

계획하는

제

4 조에
진흥에

따라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체육진흥계획(이하 ‘지자체진흥계획’이라고 한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현재의
행정조직의 현황으로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학교체육을 전담할 정부의 행정부서가 없다는 점, ②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야 하는데 정책조율이 쉽지
않다는 점, ③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하에는 학교체육에 관한 연구기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대학의
체육관련학과나 체육과학연구원 등 타 기관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 기관들이 학교체육에
관하여 정책수립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

(2)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같은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제 7 조).
또한

국가는

학생의

건강체력

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제 8 조), 학교의 장은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제 9 조).
그 외에도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여야 하며(제 10 조),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제 11 조).
체육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되는

조건일

것이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단기간에 확보되어질 사안이 아니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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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생체력평가제도의 도입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평가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평가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이후 더욱 활성화된 연구 및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저체력자 또는 비만 학생들을 분류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평가의 결과 미달된 저체력 또는 비만의 학생들을 위한 건강체력교실에
있어서도 학생 본인 및 가족들의 인권문제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
같은 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둘 수
있으며(제 12 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제 13 조).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 8 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7

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제 14 조).
현재 초등학교에는 교원, 스포츠강사가 배치되어 있고, 중․고등학교에는 체육교사가 배치되고
있으며 토요스포츠강사가 확대 배치될 예정으로 있다. 다만 이러한 인력구조로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생각건대

양질의 학교운동부지도사

및 스포츠

강사의

배치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확보되어야 하며, 비리가 근절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과정에서

체육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수체육의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학교체육
관련의 전문가가 양성되어 실제로 학교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 안 될 것이다.

(4)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원의 설립
같은 법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제 16 조),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제 17 조).
이에 대하여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양 부처에 모두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두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조직 및 예산 등 집행추진 등에
따른

부담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이

양

부처

사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업무조정이
소속으로

쉽지

않다는

설립되는

것에

문제가
대한

제기되었다.
당위성이

예산상의 어려움, 추진사업의 혼선 등으로 인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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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족하고,

(5) 재정확보 및 지원
같은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 15 조).
학교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풍부한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3. 입법상의 한계
우여곡절을

거쳐서

제정된

학교체육진흥법은

학생들의

체육교육을

정상화하고

이른바

학생선수들의 정규과목에 대한 학습권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다만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자칫 선언적 의미 내지는
학교체육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머물러서 형식적인 법률로 그 의미와 가치가 몰락해 버릴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우려의 배경에는 입법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1)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입법절차
행정상 입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법률로서 행정절차법이 있다. 즉
행정절차법 제 4 장은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 41 조(행정상 입법예고),
제 42 조(예고방법), 제 43 조(예고기간), 제 44 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 45 조(공청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 따라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 41 조 제 1 항),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 41 조 제 4 항).
또한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동법 제 44 조 제 1 항),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고(동법 제 44 조 제 3 항),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44 조 제 5 항). 아울러
제출된 의견의 처리방법 및 결과통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 23 조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대통령령 제 23266 호로 규정되어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제 18 조 제 1 항),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8 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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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제처장은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하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해서는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19 조). 아울러 법제처장은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입법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9 조의 2).
이 같이 과거 행정절차법의 입법초기의 내용과는 달리 비교적 엄격한 절차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정부부처 사이에 협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원활한

입법환경을

구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교체육진흥법의 경우에는 비교적 엄격한 절차와 여러 차례에 반복된 공청회 등을 통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의 내용에 따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난제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한
후에 법률을 제정하기에는 과도한 부담이 되어 결국은 입법화에 성공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우려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포괄적 위임법령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학교체육이 올바르게 바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학교체육진흥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체육진흥법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이 되어,
학교체육이 정상화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과 더불어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에서 위임된 하위법령의
내용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선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적‧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어 있는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 75 조는 법률의 명령에 대한 수권은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명령의 규정은 법률에 의한 일반적‧포괄적 위임을
금지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헌법 제 95 조에 의한 총리령 또는 부령의 경우에도
위임에 관한 한계규정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법률의 명령에 대한 수권의
일반적 한계로서 일반적‧포괄적 위임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본다.
한편 민주주의와 권력분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법규는 국민대표기관이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러한 일반적 원칙으로서 따라 일정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하며, 하위법규인 명령에
수권할 수 없다는 이론이 있다. 의회유보의 문제는 법률에 의해 규율해야 하는 사항과 명령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구분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 규율해야 하는 사항은
명령에의 위임이 금지되고 이를 위임하는 법률은 위헌인 법률이 된다. 그러나 어떠한 하위법령이
구체적인 수권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으며, 한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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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하위법령이 의회유보의 원칙을 준수한 법령이며, 어떠한 법령이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법령인지를 구분하기에 그 기준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결국은 법적 논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률적 해석과 더불어 사법심사를 통한 최종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행정수요는 점차적으로 다양하여 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통한 엄격한 절차보다는 제정절차가 용이하고
신속한 이른바 하위법령에 의한 제·개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하위법령의 양산은 자칫 위임범위의 일탈로 인하여 의회유보원칙이 무너지고 이는
곧 국민의 권익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하였던 행정절차법에 따른 ‘법제업무 운영규정’은 비교적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여 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동 규정에 따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법령안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령안의 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제 11 조 제 1 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협의
과정에서

법리적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그

사안을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 11 조의 2). 또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총리령

또는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법률안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이

공포된

후

6 개월

이상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제 22 조 제 1 항),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하위법령의 제정안·개정안·폐지안을 입안할
때에는 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공포 등의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위법령안을

훈령·예규·고시(그

명칭에

입안해야
상관없이

한다(제
법령의

22

조

제

시행과

2

항).

직접

또

각급

행정기관의

관련하여

발령하는

규정·규칙·지시·지침·통첩 등을 포함하며, 이하 "훈령·예규등"이라 한다)는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유지·관리되어야 한다(제 25 조 제 1 항).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질의를

받는

등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과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대한 해석인 경우에는 법무부를 말하고, 그 밖의 모든 행정
관계 법령의 해석인 경우에는 법제처를 말한다. 이하 "법령해석기관"이라 한다)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하며(제 26 조 제 1 항), 법령해석기관 중 법제처에 요청된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 27 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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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의 입법화의 성공과 더불어 가장 우선적으로 서둘러야 할 과제는 바로 하위법령의
제정이 되었다. 즉 관련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법률의 실효성
확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률의 내용 가운데 포괄적 위임이라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규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Ⅳ. 학교체육진흥법과 하위법령의 기능과 역할

1.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1) 학교운동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학교체육진흥법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에 지도자(이하
"학교운동부지도자"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학교운동지도사의 자격기준, 임용, 급여, 신분,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2 조).

(2)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같은 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으며,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3 조).

(3) 유아 및 특수교육대상
같은 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 8 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7 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하고,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 1 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제 14 조), 대통령령으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관련 단체에 대해서
정하여야 할 것이다.

(4)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설치
같은 법에 따르면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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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6 조).

(5) 학교체육진흥원의 설립
같은 법에 따르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7 조).

2.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1) 체육활동을 위한 기반시설 등의 확보
같은 법에 따르면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7 조).

(2)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등
같은

법에

따르면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하여야

하고,

국가는

학생의

실시계획을

건강체력

수립하고

상태를

학교의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시기,

장은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에

방법,

매년

따라

평가항목,

3 월

말까지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평가결과

등록

및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학이나 전문기관·단체 등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8 조)

(3) 건강체력교실의 설치
같은 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건강체력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하며,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9 조).

(4) 학생선수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같은 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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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1 조). 또한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1 조 제 4 항).

3. 시·도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
같은 법에 따르면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도교육청과
시·군·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하며,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 16 조).

Ⅴ. 맺음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쳐서 학교체육진흥법은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에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 법은 법률 내용에 대한 구체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미비로 인하여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의 안정된 집행을 위해서는
하위법령들의 정비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하위법령들 조차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과 더불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법률은 앞으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와 실무자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에 의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신중한 협력을 통해 최선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최근에는

하위법령들의

역할과

기능은

날이

확대되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법령들이 법률 그 자체보다도 일반 시민들의

갈수록

더욱

권리와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는 현대사회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여 지고,
아울러 지방자치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이들 하위법령의 기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체육진흥법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하위법령들의 제정을
위하여 더욱 활발하고 신중한 논의가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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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올해는 올림픽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리는 등 한국스포츠의 발전은 눈부실 지경이다.
게다가 2012 년 1 월 16 일 제정 공포된 <학교체육진흥법>이 2013 년 1 월 27 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법은 학교체육의 활성화 정상화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게 하여 학교체육을 선진화할 수 있는 법적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은 편향된 지식축적만을 강조하였고, 진정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인교육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었다. 전인교육에 꼭 필요한 예술교육, 덕성교육, 체육교육은
공교육이 가져야 할 기본과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은 편향된 입시교육 위주의
교육이고,

그러한

결과

학교운동부의

경우에도

특례입학을

이유로

한

무한경쟁

속에서

학교폭력과 각종 비행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교육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학생스포츠선수 사이에서의 폭력은 일상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선수에
대한 체벌이나 구타 등 폭력은 “엘리트스포츠”의 구조적 병폐로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묵인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정희준, 2007 등) 스포츠계 현장에서 발생되는 폭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특히 그

사례로 즐겨 드는 예는 2007 년 발생한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팀 박감독의 여자선수 성추행사건과 2008 년 KBS 시사기획 <쌈>의 “2008 스포츠와
성폭력에 대한 인권보고서”이다. 그러나 2004 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스포츠선수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연구”(정승재, 2004)가 우리나라의 스포츠선수의 인권에 대한 관심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운동선수의 인권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었고, 그
결과 2008 년 말 국가인권위원회의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권,
폭력, 성폭력 실태를 중심으로)”가 실시되면서 학생운동선수에 대한 인권문제가 이슈화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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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겠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실태조사에 의하면, 폭력의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1139 명중 898 명이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하여 무려 78.8%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폭력 경험자도 818 명으로 71.8%에 이르고 있다.
폭력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이고,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계에서는 여전히 운동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체벌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스포츠의 집단성 경쟁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현실은 입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스포츠선수에 대한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II. 학교체육에서의 폭력실태

1. 학교스포츠와 스포츠폭력과의 관계
학생선수를 비롯한 스포츠선수에 대한

폭력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성과주의에

빠져있는

엘리트스포츠 위주의 페러다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스포츠를 그 내용에 의하여 구분을 하면 생활스포츠와 전문(엘리트)스포츠로 구분할 수
있는바(정승재, 2005, 14 쪽 이하) 스포츠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전문스포츠에서 이다. 그것은
전문스포츠의 보여주는 스포츠로서의 성격에서 유래한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고도의 기량을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과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성과주의는 국가주도의 통제,
소수

엘리트선수의

육성,

일반사회와의

단절

등을

특징으로

한다(류태호외

2003)

과거

냉전시대에는 올림픽경기의 순위가 국가의 경쟁력순위와 동일하게 평가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스포츠강국 중국을 문화적 강국이라 평가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단언하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스포츠계에서는 엘리트스포츠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고,
엘리트스포츠가 스포츠의 정수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1) 엘리트스포츠의 합숙구조
성과위주의 엘리트스포츠는 자연스럽게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숙훈련 등 반 인권적
관행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합숙훈련은 학생운동선수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많은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합숙훈련으로 인해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외부와 차단된 합숙소는 폭력, 성폭행 등 반인권적 행태를 유발한다. 즉, 합숙훈련소 안에서의
생활은
사회에서

일반

학생들과의

지켜져야할

분리·단절을

일반

원칙들이

의미하고

자기들만의

무시되는

경향을

폐쇠적
보일

문화를

형성하고,

결국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학교체육진흥법 제 11 조 3 항에서는 합숙훈련이 학생선수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숙훈련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를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다.
2)엘리트스포츠의 성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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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들은 우수한 기량발휘라는 지상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성과주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성보다는 스포츠기량향상에만 매달리는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 이들은 운동 이외에
어느 것도 꿈꿀 수 없는 운동하는 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 학생들이 입시라는
제도로 인하여 인성교육이 아니라 입시공부하는 기계가 되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강도가 센
운동하는 기계 말이다. 일반 입시공부는 대다수의 학생이 경쟁을 함으로써 1 등만이 아니라 2 등
3 등도 살아갈 기회가 있지만, 운동선수는 소수의 집단이 경쟁을 하고 있어, 결국 1 등만이
살아남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는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낙오자가 된다.
결국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후배를 폭행하고, 자기가 폭행을 당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스포츠의 남성적 문화
스포츠가

남성적

문화활동이라는

것은

스포츠계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2007 년 현재 중·고등학교 운동선수 중 남자의 비율이 77%로 압도적으로 높다.
체육종목도 남성 위주의 종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엘리트스포츠의 경우 하는 스포츠 즐기는
스포츠가 아닌 보여주는 스포츠로서 그 가치 중심적으로도 남성적 문화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남성적 문화와 소수의 승리자만이 생존할 수 있는 경쟁구도는 감독 등 지도자나 선수,
심지어 보호자들조차 어느정도의 폭력이나 체벌이 경기력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경우 또는 팀웍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체벌이
이루어진다고 응답하게 만든다. 즉 체벌을 훈련의 일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학부모의
경우에도

구타가

경기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5%에

이른다고

한다.(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 2005) 또한, 강자승리와 무한경쟁,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혹독한 훈련, 공격성과 적극성, 성취욕구 등 “남성적 가치”는 운동선수에게 최고의 덕목으로
권장되기도 한다. 결국 이러한 의식은 스포츠는 남성적 영역으로 간주하게 되고, 체육계 현장에서
지도자 조직관계자 대부분이 남성으로 채워지기도 한다. 남성 우월적 지배구조는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러한 성폭력은 성별로 위계질서와 권력불평등을 당연시 여기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2. 폭력의 개념
1)일반폭력
폭력이란 불법한 방법으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는
유형에 따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적 폭력과, 분노 공포 또는 힘의
과시 등이 행동으로 표출된 표현적 폭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폭력을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폭력은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폭력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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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2)성폭력
스포츠에서의 성폭력은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성적 폭력을 포괄한다.
성폭력은 성희롱까지 포괄하고,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모든 성적행위는 성폭력”이라는 급진적
관점에서부터,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언어적, 정서적, 신체적 성적행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을 유도하는 행위”, 강제나 위계 또는 불평등한 지위를 이용한 성적
행위“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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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는 2007 년 “IO C 의 체육계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에서는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에 성희롱과 성적 학대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성희롱은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원치 않는 강압적, 의도적 비의도적, 합법적 불법적 행위를
말하며, 성적 학대는 동의하지 않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3. 학생선수의 학교내 폭력실태
1) 원인
스포츠계는 특수한 인적 관계 때문에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선수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는 측근들과 권력관계(선생과 제자, 혹은 선배와 후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력관계는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수들은 권력관계에 있는
이들과 물리적으로 폐쇄된 장소에서 오랜 시간 함께 보내는 환경에 처해 있어 그들과의 관계를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특히 지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지도자의 평가가 그들의
장래를 결정한다는 관계는 더욱 폭력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은 1 년 동안 며칠 정도 시합을 위하여 합숙하나요?”라는 질문에
“항상 ”매일“ ”365 일“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결측 처리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36 쪽)는 내용은 이들이 운동을 위해서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실태
스포츠계에서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주 고전적 이야기이다. 어쩌면 스포츠와 폭력은 앞서
이야기한 남성적 문화의 대표적 예라 할 것이다.
(1) 학생선수의 폭력 경험

) 이 개념에 대하여는 http://sports-in-sport.or.kr/servlets/rights/front/guideLine/action/GuideLine10#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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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의 2008 년 “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폭력의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전체조사대상자 학생선수 1139 명중 898 명(78.8%)이 폭력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유형별로는 “운동을 못하거나 훈련 태도가 나쁘다는 이유로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다(64.3%)가 가장 많아 훈련과정에서 일상적으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폭력이 행사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맞은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이 평균 43.7%, 여자고등학생은 51.8%로 훈련과 관계없는 폭력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39 쪽)
성폭력의

경우

전체조사대상자

1139 명중

818 명이 여러

가지

질문

중 한

가지라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이 818 명으로 71.8%에 해당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54 쪽) 이것은
일반폭력을 당한 학생(898 명)중 대부분(819 명)이 성폭력도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폭력 행위자와의 관계
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폭력 행위자는 코치와 선후배로 나타난다.

다음 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나타난 한 예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45 쪽)
단위 명(%)

구분
운동부에서 훈련과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남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맞은 적이 있다.
운동을 못하거나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기합이나 얼차려를 받은 남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적이 있다
운동을 못하거나

여학생

운동을
못하거나
들은 적이
있다.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중학생
남학생
고등학생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중학생
고등학생
훈련태도가 나쁘다고
남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맞은 적이 있다
운동부에서 옷을
여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벗으라는 체벌이나
남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합을 받은 적이 있다

대상자

코치

감독

친구

선후배

기타

23(41.8)
62(35.0)
29(32.6)
63(36.8)
99(87.6)
162(66.1)
92(79.3)
153(64.6)

6(10.9)
19(10.7)
12(13.5)
23(13.5)
14(12.4)
38(15.5)
18(15.5)
40(16.9)

2(3.6)
3(1.7)
7(7.9)
7(4.1)
0(0.0)
0(0.0)
0(0.0)
1(0.4)

29(52.7)
114(64.4)
52(58.4)
103(60.2)
21(18.6)
86(35.1)
25(21.6)
89(37.6)

0(0.0)
3(1.7)
4(4.5)
5(2.9)
0(0.0)
0(0.0)
2(1.7)
2(0.8)

55
177
89
171
113
245
116
237

78(75.0)
146(62.7)
81(69.8)
122(61.6)

30(28.8)
51(21.9)
22(19.0)
46(23.2)

0(0.0)
4(1.7)
3(2.6)
2(1.0)

23(22.1)
87(37.3)
30(25.9)
70(35.4)

2(1.9)
3(1.3)
1(0.9)
4(2.0)

104
233
116
198

82(88.2)
140(82.4)
80(76.2)
111(63.8)
7(87.5)
9(52.9)
5(29.4)
16(47.1)

11(11.8)
28(16.5)
19(18.1)
30(17.2)
0(0.0)
1(5.9)
2(11.8)
7(20.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4(15.1)
15(8.8)
20(19.0)
60(34.5)
2(25.0)
10(58.8)
10(58.8)
16(47.1)

0(0.0)
2(1.2)
3(2.9)
1(0.6)
0(0.0)
0(0.0)
0(0.0)
1(2.9)

93
170
105
174
8
17
17
34

수

*복수응답 허용

운동부에서 훈련과 상관없이 욕을 듣거나 맞은 적이 있는가의 질문에 여고선수는 코치(35%)
선후배(64.4%)를, 남고생은

코치(36.8%) 선후배(60.2%)를 지목했다. 이는 코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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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등

지도자뿐만 아니라 선후배 사이에도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혹은 훈련을 빙자한) 체벌이나 폭력이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성폭력관련 질문인 옷을 벗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수가 1/10 수준으로 급감한다. 응답을 거부한 학생들은 거의
모두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훈련과 상관없는 폭력의 경우 선배의 폭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스포츠현장에서 선후배간의 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학교 운동부의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후배간의 위계질서 등 비공식적인 형태의 폭력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폭력장소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훈련장소(73.5)와 합숙장소(평균 22%)이다. 훈련과 관련이
없는 폭력 그리고 성폭력은 합숙장소에서 많았고, 훈련과 관련 있는 폭력은 훈련장소에서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과 훈련이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훈련을 빌미로 한 폭력이 특히
많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4) 폭력에 대한 대처방식
이러한 폭력에 대처하는 형태는 소극적 대처가(기분은 나쁘지만 참거나 모른 척 한다, 그냥
웃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인다, 얼굴을 찡그리고

소심하게 불만을

표시한다, 그냥 넘어간다.

1264 명) 적극적 대처(싫다고 분명히 말한다, 가족 선생님 친구 등의 도움을 구한다, 나중에
인터넷에 올린다, 화를 내고 자리를 떠난다. 839 명)보다 더 많았다. 즉 학생선수들은 폭력에
소극적으로 순응하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남학생이 더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점은 폭력적 권위나
권력에 대한 남성의 순응적 태도를 마타낸다고 볼 수 있겠다.
(5) 폭력이 스포츠선수의 기량에 미치는 영향
우선 폭력을 당한 선수의 느낌을 묻는 질문에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고 느낀다.”는 대답이
56.4%로 폭력은 선수의 기량향상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48 쪽) 그러나 폭력을 가하는 사람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100% 기량향상을
위해서라고 답할 것이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여학생의

경우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54.7%), 수치스럽고

느낀다(50.2%)이고 특히 여중생의 경우 ”운동을 그만두고 싶다(63.3%)를 보이고 있다.

III. 폭력에 대한 법규정과 대처방안
1. 일반폭력범죄의 처벌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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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감을

1) 형법상의 규정
폭력관련 범죄는 일반규정으로서 형법 제

25 장(제

257 조~262 조)에 규정되어 있고,

일반폭행의 경우에는 2 년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고 있다. 또한 학교 운동선수의 구타에서 자주
발생하는 몽둥이 등 기구를 이용한 폭력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 해당되어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고 있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집단적 상습적 폭력행위 및 흉기 등 기타의 물건을 휴대하고 범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다.
동법에서는 상습적

폭행,

협박,

등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집단적

폭행도

가중처벌하고 있다. 단체의 구성과 활동에 대하여도 규제하고 있어 운동부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이 행사된다면 이 또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이러한 선수폭행을 묵인하였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특히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두고 있는 바, 동법
1 조에서 그 목적을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자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소년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 4 조)
또한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신고의무, 긴급전화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는 형법 제 32 장(제 297 조~제 306 조)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죄, 추행죄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각종 성폭력범죄가 다양화 집단화 지능화 됨에 따라 특별법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첫 번째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국가의 책무(제 3 조) 및 성폭력 실태조사(제 4 조), 성폭력
예방교육(제 5 조), 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지원(제 7 조) 등을 규정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는 미흡하고 각 사항에 대한 효율적 대처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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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성폭력범죄에 대한 직접적 처벌규정을 세분화하고 형법으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형태의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재범방지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법은 제 1 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특수강간(제 4 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 5 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제 7 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 10 조) 등의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다.

6) 학교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제 11 조에서는 운동부의 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권 등 인권에 대한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특히 동법 3 항에서는 “학교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폭력행위 사전예방조치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2. 스포츠폭력에 대한 대처원칙
학교 내에서의 스포츠폭력은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전제되어야만 한다.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은

훈련과정에서

지도자와

선수간의

신체접촉이

많고,

합숙훈련과

전지훈련 등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의 활동이 많고, 지도자와 선수, 선수들 사이에도 선배와
후배의

위계질서가 명백히

존재하는 운동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폭력행위의

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운동부에서는 폭력 예방대책을 세우고, 교육을
시행하고, 신고, 감시,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문제는

학생선수들이

인권의식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출신의 지도자들의 인권의식도 문제가 된다.
스포츠선수 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정책이 시행되어야 한 것이다. 즉,
명확한 폭력의 개념 정립, 스포츠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되고 있는 활동임을 명시, 정책은
명확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의 시행, 신고절차에 대한
구체화, 감시 감독기구의 상설화, 구조센터 및 상담센터의 확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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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학교체육에서 문제가 되는 폭력은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다. 또한 학교체육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법적인 지원하에 상기의 여러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여 학교체육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3. 외국의 예방교육 사례

85

1) 미국의 대책
(1) 폭력 및 성폭력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경 자체가 조성되지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피해야
할 상황을 명시
(2) 폭력 상황에 대한 대처법, 폭력 발생의 원인 등에 대해 학생, 학부모, 지도자용으로
브로셔를 제작하여 학교운동부 현장에 보급
(3)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원보장 및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둠.
(4)

NFHS(미국고등학교체육연맹)에서는

학교운동부

성폭력

예방

십계명을

만들어놓고

지도자와 학생 간 서약서를 만드는 등 코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2)호주의 대책
(1) 호주체육회(Australian Spo rts Commission) 차원에서 스포츠와 인권논의를 주도하고 관련
정책 및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있음.
(2) Play bye the rules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종목별 스포츠단체들이 법적 책임성의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몇 가지 전략들을 사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로 설명하고 있음.
(3) 2001 년도에 호주수영연합, 호주스포츠볼협회, 호주체조협회, Surf Life Saving Australia 등
4 개 단체를 중심으로 폭력예방 운동을 벌이면서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차별,
아동학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스포츠전략을 세우고 사례를 보고하기 위해 매년 2 차례에 걸쳐
소식지(Harassment-free Sport Newslette r)를 발간함.
(4) 호주스포츠연구원(Australian Institute of Spo rt)과도 연계하여 학생선수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연구를 수행
(5) 스포츠지도자들이 철저히 선수폭력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또한 폭력 및
성폭력 발생 시 선수 인권침해 사례를 담당하는 담당자(Member Pro tectio n O fficer, Memeber
Protection Med iator) 를 따로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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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인 권익센터 홈페이지(http://sports-in.sports.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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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스코틀랜드의 대책
(1) 스코틀랜드 정부의 경우, “Child Protection in Sport"를 별도로 만들어 학생선수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2) 정부는 “스포츠 활동에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는 캠페인 실시
(이를 위한 상세한 학생 선수 보호 가이던스 마련)
학생 선수 보호 가이던스(학생선수 지도 시 다음의 사항 고려)
- 활동에 연관된 학생선수의 수
- 학생선수의 나이, 성숙도, 경험
- 아이들의 학습정도, 장애여부, 특이사항 숙지
- 운동종목에 따른 위험한 활동 및 환경의 고려
- 지도자의 경험과 자질수준
- 신체적 접촉
- 응급처치 및 상해치료
- 도전적인 행동 관리
- 학생선수 수송
- 대회참가를 위한 여행 시 학생선수보호 담당관을 동참, 위험요소 평가, 여행자 보험, 학생선수 10 명 당
최소 2 명 이상 동행, 숙박, 출발 전 부모와 사전회의 및 양식 작성

4. 한국의 시행노력
스포츠폭력을 예방하고 사후 처리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 산하조직으로 스포츠인권익센터가
운영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역할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스포츠인권익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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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여러 가지 스포츠인권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고,

“선수(성)폭력의 예방과 대처법”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스포츠인권익센터는 2005 년에 “선수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울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선수폭력 실태조사, 선수폭력근절 및 예방대책, 선수육성체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외에
a. 선수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
b. 선수권익보호를 위한 동영상 교육자료 및 교재개발(2006. 체육과학연구원),
c. 스포츠인권보호 가이던스 제작 배포('09.12)
d. 선수등록 시 스포츠인권보호 가이던스 확인 후 입력 가능토록 등록시스템 개선
e. 폭력근절교육 연간 4,000 여명을 대상을 실시 등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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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ports-in.sports.or.kr/servlets/rights/front/eduCenter/action/EduCente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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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매월 15 회 정도의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니 이전보다는 확실히 그 활동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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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방책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스포츠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일 것이다.
피해선수들도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주종미 2008.6. 237 쪽 참조)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폭력에 대한 처벌규정은 광범위하게 마련되어 있다. 학교 운동선수의
구타에서 자주 발생하는 몽둥이 등 기구를 이용한 폭력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수폭행으로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하고 있다. 19 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또한 가중처벌이 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스포츠계는 특수영역으로 인정하여 폭행을 당연시하고, 처벌도 경미한 것이 현실이다.
법의 실효성을 이야기 할 때, 강제력을 거론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 아무리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그 법을 지키겠는가.

IV. 마치며

학교체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을 저지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일 것이다.
일반폭력은

공공연하게

자랑스럽게

이루어지고,

성폭력의

경우

아무

일도

아닌 것

처럼

공공연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그것은 지도자와 제자, 선생과 학생, 선배와 후배,
동료와 동료 사이의 위계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스포츠계의 특수한 구조를 일반사회 구조에 공개하고 함께 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스포츠계의 폐쇄성이 유지되는 한 폭력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의 시선이 늘
스포츠 폭력을 감시하는 체제가 확립되어야만 한다. 더 이상 스포츠는 치외법권지역이 아니며,
사회와 격리된 특수조직이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구성부분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 교육은 운동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관중들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내년 1 월
17 일부터 시행되는 학교체육진흥법은 기대되는바 크다고 할 것이다.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http://sports-in.sports.or.kr/servlets/rights/front/eduCenter/action/EduCente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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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b. 학생선수 인권교육 및 성교육 지속적 실시
c. 지도자 이권교육, 지도자 인사검증제도 정착
d. 학부모에 대한 지속적 인권교육 및 간담회 실시
e. 초등학교에서부터 모든 초중고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사실 이러한 정책은 국가가 시행해야만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최근의 학생선수 인권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 평가하여, 엘리트스포츠 중심에서 생활스포츠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최근 이러한 기사가 보도되었다.
미국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인 한국계 미국인 사이먼 조(20

한국명 조성문)가 전재수(43)

감독의 지시로 캐나다 선수의 스케이트 날을 망가뜨렸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이먼 조의
부정행위에 전 감독이 진짜로 개입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6 일 연합뉴스 등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5 일(이하 현지시간) 사이먼 조는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담당 법률 대리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 감독이 시키는 대로
캐나다 선수의 스케이트를 고장냈다고 고백하며 이를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말했다.
조성문선수에

대한

이러한

사건도

폭력의

일종이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88

것은

승리지상주의에 의해서 발생한다.
또한 학교체육도 더 이상 대학진학의 방편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입시정책처럼,
운동부를 대학입시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한 학교체육에서 폭력이 사라지는 일은 불가능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결론은 현재의 스포츠계에서 아니 엘리트스포츠계에서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해야만 한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스포츠강국 중국을 결코 스포츠선진국이라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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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64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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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Graduate Success Rate
 V. Conclusion &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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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vard vs. Yale men’s rowing match in 1852 (Dealy,1990)
◦ Total # of student athletes = 420,000(NCAA) + α
◦ # of NCAA member institutions = 1265 (www.recruit-me.com)



Total annual college revenue = $ 1.6 billion (NCAA) + α
(NCAA, 2012)



Average Division I School revenue
◦ College Men’s Football = $15.8 million / school
◦ College Men’s Basketball = $ 10.1 million / school
◦ Extra information (Appendix A)

◦ Inter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of the United States (IAAUS)
in 1905
 62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 in 1910 (Yeager,1991)
 In late 1970s, the NCAA made the decision to govern women’s sports as well
as men’s sports (Sack & Staurowsky, 1998).

◦ The National Association of Intercollegiate Athletics (NAIA)
◦ The United States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USCAA)
◦ In late 1980s, lengthy practices, extreme travel schedules,
excessive publicity appearance, and poor academic eligibility
were significant mistreatments to student-athletes(Sperb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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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NCAA)
◦ “the NCAA governs the academic standards of prospective and
current student athletes in an attempt to ensure that only
academically qualified students are comparing in intercollegiate
athletics (Barnes, 2004).”



Why the NCAA is dominant?
◦ Voluntary association vs. State Actor?
◦ The NCAA is a place of public accommodation?
◦ Whether a college education and inter-scholarstic athletic
competition are protected rights?
◦ Whether the NCAA performs a legitimate interest?

Academic
Athletic
program

Career/life
skills

Academic Program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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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Eligibility

Academic
Progress
Rating

NCAA
academic rules

Graduation
Success
Rate



Four requirements (as of June, 2012) (NCAA, 2012)
 (a) Graduation from high school
 (b) 16 core courses
 at least 4 years of English, 3 years of Mathematics (algebra I or higher), 2
years of natural or physical science (including at least 1 year of laboratory
class), 1 year of additional English, Mathematics, or natural or physical
science, 2 years of social science, and 4 years of additional core courses
from any category above, or foreign language, philosophy or non-doctrinal
religion

 (c) A minimum grade-point-average of 2.0
 (d) A minimum test score on either SAT or ACT based on the
initial-eligibility index listed in Bylaw14.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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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Proposition 48)

1996
(Proposition 16)

2016

GPA 2.0

GPA 2.0

GPA 2.3

11 Core

13 Core

16 Core

SAT 700

SAT 1010

SAT 1080

Qualifier vs. Non-qualifier
A sliding scale system
◦ The higher GPA was, the lower the SAT requirement (vice versa)



Since April, 2004
 A more significant and precise way of measuring whether
student-athletes are making progress toward their degree
(Christy, Seifried, & Pastore, 2008)





Team’s academic success each semester with real time
measurement
Apply to each Division I varsity sports t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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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student-athlete receiving athletically related financial aid earns
one retention point for staying in school and one eligibility point for
being academically eligible. A team’s total points are divided by the
points possible and then multiplied by one thousand to equal the
team’s Academic Progress Rating Score.
 (Scenario)
XX University awards the full complement of 85 grants-in-aid. If 80
student-athletes remain in school and academically eligible, three
remain in school but are academically ineligible and two drop out
academically ineligible.
Remain +
Only
Drop out +
 (Calculation)
Academic
Remain
Ineligible
APR score = 80*(2 points) + 3 *(1 point) + 2*(0 point)
= (163 /170)*1000
= 959




Prior to 2011-2012,
◦ Teams that score below 925 and have a student-athlete who both
failed academically and left school can lose scholarships (up to
10% of their scholarships each year)



2012-2013 and 2013-2014
 Either 900 four-year average or 930 average over most recent two years



2014-2015
 Either 930 four-year average or 940 average over most recent two years



2015-2016
 930 four year average
(NCA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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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1

Year 2
Year 3
Year 4



• A public warning letter for poor performance

• Restrictions on scholarships & practice time

• Loss of postseason competition for the team (i.e.
Bowl games or Tournament)

• Restricted membership status for an institution.
The school’s entire athletics program is penalized
and will not be considered a part of Division I.

As of June 18, 2012 (NCAA, 2012)
◦ 15 teams are ineligible for postseason events
◦ 35 team will receive a level 1 and 3 penalty
◦ The highest-profile penalty was related to defending NCAA men’s
basketball champion Univ. of Connecticut. The UConn Huskies lost
two scholarships for the 2011-2012 season due to APR violations.
Also, UConn would be barred from post-season play in 2012-2013
due to APR penalties.

128



Federal Graduation Rate (FGR)
◦ Whether a student athlete graduates within six years of enrolling
in the institution
◦ If a student leaves their enrolled university to pursue a
professional athletic career this counts the same under FGR as
someone who leaves because they failed out of school



Graduation Success Rate (GSR)
◦ When student-athletes transfer from an institution before graduating
and are in good academic standing



Bylaw 14.4.3.2 Fulfillment of Percentage of Degree
Requirements
“A student-athlete who is entering his/her third year (5th semester or 7th
quarter) of collegiate enrollment shall have completed successfully at least
40 percent of the course requirements in the student’s specific degree
program.”(NCAA, 2012, p 175)

 4th year – at least 60 percent of the degree requirements
 5th year – at least 80 percent of the degre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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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AA v. University of Memphis (Wolken, D, 2010)
◦ A member of the 2007-2008 Memphis Tigers had falsified his
SAT score in order to make himself eligible to play that season.



Penalties from NCAA after Court decision
◦
◦
◦
◦
◦



Must return to the NCAA $615,000 in revenue
Must vacate 38 victories from the 2007-08 basketball season
School and coaches’ records must reflect the game forfeited
Must return the 2008 Final Four trophy
Must submit yearly compliance reports

NCAA v. University of North Carolina(TheRaleighTelegram, 2012)
◦ The UNC football program committed nine major violations related to
academic fraud, impermissible agent benefits, ineligible participation
and a failure to monitor the program.



Penalties from NCAA after Court decision
◦
◦
◦
◦
◦
◦
◦

Public reprimand and censure
3 years of probation from March 12, 2012- March 11, 2015
3 years of ban for any recruiting activity in football program
Postseason ban for the 2012 football season
Reduction of total 15 football scholarships during three years(5 per year)
$ 50,000 fine
Vacation of wins during 2008-09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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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AA v. Pepperdine University(NCAA News, 2012)
◦ The university failed to monitor its athletics program involving
incorrect eligibility certifications of transfer student-athletes
and scholarship violations (22 student athletes during 6 years)



Penalties from NCAA after Court decision
◦ Public reprimand and censure
◦ 3 years of probation from July 3, 2012- July 2, 2015
Reduction of Scholarships 2011-12 through 2014-15
Baseball
Men’s volleyball
Men’s Tennis

Men’s Water polo

25% scholarship reduction per year

Women’s soccer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HBCU) argued that
the SAT score criterion discriminated against minorities who
challenged economically.



Student-athlete with learning disability (illiterate)
◦ Ganden v. NCAA( learning disability)
◦ Tatum v. NCAA ( Anxiety disorder)
◦ Title III of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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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can be applied to only student-athletes who receiving athletic
scholarships
◦ Approximately 36% of the NCAA student-athletes receive a share of the $ 1
billion earmarked for athletic scholarships(www.recruit-com).



Some high performing academic universities freshmen struggle
with eligibility because the workload is hard to deal with
initially(i.e., the Ivy, Big ten, or PAC-12) (Grade on a curve)(LaForge &
Hodge, 2011).



HBCU are facing APR penalty as well as Eligibility

◦ 57% of Historically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HBCU) are facing
with APR penalty because of the below 900 APR score criterion





This is usually not a valid comparison unless it is
viewed alongside the graduation rates for non athletes
at the institution.
For example, one institution may have an APR
representing that only 50% of athletes are on track to
graduate which seems like athletes are under
performing at the university. However, if the graduation
rate for non-athletes is also 50% then the low
graduation rate for the athletes is not a student-athlete
problem, but a university wide problem (LaForge & Hodg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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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tly….
◦ Positively affects to improve academic performance (e.g. SAT,
ACT, and GPA)
◦ Concerns about relative lower physical performance than
previous student-athletes
◦ Application of different admission requirements to Black or
minority athletes (depend on conditions)
◦ In addition, application of different estimation to academic
performance during the college years (based on academic
performance reputation)



Question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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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ost Profitable football teams
Revenue

Profit

Texas

$ 93.9 mil

$ 68.8 mil

Georgia

$ 70.8 mil

$ 52.5 mil

Penn State

$ 70.2 mil

$ 50.4 mil

Michigan

$ 63.1 mil

$ 44.8 mil

Florida

$ 68.7 mil

$ 44.2 mil

NCAA Revenue Distribution
Division I

53%

Division II

4%

Division III

3%

Championships

13%

Other services

27%

(www.statisticbra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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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hey eligible for…

Qualifier

Nonqualifier

Academic/ Tutoring services

Yea

Yes

Competition

Yes

No

Practice

Yes

No

Financial Aid

Yes

Yes (from outside
from Athletic Dept.)

Insurance/ Athletics medical

Yes

Yes

Drug-Rehabilitation expenses

Yes

Yes

Surgical expenses for injury during
voluntary workout

Yes

Yes

Team Manager

Yes

No

Team Travel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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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6년 이전

1997~1999년

2000년 이후

주 관

국립교육평가원

대학자율

대학자율

기 준

입상실적자(4위 이내)

대학자율

대학자율

지 망

동일계 및 타계열
지원가능

동일계 및 타계열
지원가능

동일계 핚정
타계열 전과 금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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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주요내용

법조항
법적규정

교육장 관핛 하의
체육특기자선발위원
회 심의를 거쳐 선발

입

학

범

선발된 학생을 지망학
교에 배정하고 지망학
교와 불일치시 교육장
이 조정, 배정하여 본
인에게도 통보함

위

당해 학년
입학정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교육장이 정하나
세부내용을
시도체육특기자선발
규칙을 준용함

체육특기자학교와 종
목별 정원은 교육장이
정하여 배정함

교육장 관핛지역
의 입학정원 중 교
육감이 정하는 범
위 안에서 입학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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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방법
주요내용

법조항
비 고

교육감관핛 하의
체육특기자선발위원
회 심의를 거쳐 선발

입

학

위

전∙후기 구분하여 실시 교육감 관핛지역
하는데, 전기의 경우,
의 당해 학년 입학
학교장이 결정하고 합 정원 중 교육감이
격자 발표하며, 후기의 정하는 범위 안에
경우 교육감이 배정하
서 입학
고 합격자 발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비평준화 지역은 당해
학교장이 선발

범

비평준화 지역은 학교
장이 결정하고 합격자
발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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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2항

대학에게 전적으로
권한 부여

특기자 대입전형
가이드라인 제시

대교협의 가이드라인
대학의 장이 선발

선발규모, 사정방식
등의 과정 대학마다
차이

대학별 대입 전형기준
확정

체육특기자의 전형방식
정원 내 특별전형
‘특기자 특별전형’

경기력 등급 판정

1치 심사
2차 심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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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주체

특기자 대입전형 가이드라인 제시

대교협

대학별 대입 전형기준 확정

대학 총장

경기력 등급 판정

특기자심사소위원회

감독 등

1차 심사
(종목별 모집 인원 대상 예비사정)

전형관리 위원회

교수 등

2차 심사
(인원 사정 및 결원시 우선순위 확정)

전형관리 위원회

교수 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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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기반
확보

비리적발
처벌구조
확립

입학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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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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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RTS BETTING MONOPOLIES REACHING A CRITICAL POINT
Marios PAPALOUKAS
(Sports law in Greece)

Every Membe r State in Europe has a w ide discretionary power to choose which specific
restrictive measures will be taken to achieve the purpose of containing the consumer’s
natural propensity to gamb ling and suppress the incitement to squander mone y o n gamb ling.
To this date Member States have no t selected the same degree o f pro tection no r the same
measures. The selected measures range from introducing a licensing system for gamb ling
service providers to even imposing private mo nopolies. ECJ’s decision in the famo us Markus
Stoss case answered what was supposed to be the last of many questio ns on betting
monopolies and o ligopolies. However the re is one last case scenario that remains
unanswered. In some countries sports betting monopolies are e ntrusted to companies listed
on the stock e xchange without any obligation to imp lement a responsible gamb ling policy.
These questions have recently been refe rred to the ECJ. Is the ECJ’s answer to these
questions going to be the beginning of the e nd for sports betting mo nopolies in Europe?

Ι .Sports Betting and Fundamental Freedoms Restrictions
According to the EC Treaty Member States should abolish restrictio ns on the freedom to
provide services (even if those restrictions apply w ithout distinctio n to natio nal p roviders of
services and to thos e from other Member States), when they are liab le to pro hibit, impede or
render less advantageous the activities of a service provider established in anothe r Member
89

State whe re it lawfully p rovides similar services .

The Co urt o f Justice o f the European

Union (he nceforth the CJEU) has ruled that a Membe r State ’s leg islatio n w hich pro hibits
sports betting pro viders established in ano ther certain Member State from o ffering via the
inte rne t services in the territory o f the forme r Member State, constitutes a restrictio n on the
90

freedom to p rovide services.

Such leg islatio n also imposes a restriction o n the freedom o f

the residents o f the Member State concerned to e njoy, via the interne t, services which are
91

offered in othe r Member Stat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o what e xtent the restriction o f these fundamental freedoms
89

See, to that effect, Case C-76/90 Säger [1991] ECR I-4221, paragraph 12, and Case C-58/98 Corsten [2000] ECR I-7919,
paragraph 33
90
See, to that effect, Case C-243/01 Gambelli and Others [2003] ECR I-13031, paragraph 54.
91
See Case C-42/07, Liga Portuguesa de Futebol Profissional, Baw International Ltd v Departamento de Jogos da Santa
Casa da M isericórdia de Lisboa, paras.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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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be allowed as a derogation exp ressly p rovided for by Treaty Articles,

92

o r justified, in

accordance with the case-law of the CJEU, b y o verrid ing reasons in the pub lic inte rest.
Treaty

93

The

allows restrictions justified on g rounds of pub lic policy, public security o r public

health. In add itio n, a certain numbe r o f ove rrid ing reasons in favo ur o f the pub lic inte rest
have been recognised by case-law, such as the objectives of consumer pro te ctio n and the
prevention of both fraud and incitement to squander mo ney on gamb ling, as well as the
general need to p reserve pub lic order.

94

In that conte xt the leg islatio n o n games of chance is

one of the areas in which the re are significant mo ral, re lig io us and cultural d iffe rences
between the Member States. In the absence of Community harmonisation in the fie ld, it is fo r
each Member State to dete rmine in those areas, in accordance with its own scale of values,
what is required in orde r to e nsure that the inte rests in questio n are pro tected.

95

The me re

fact that a Member State has opted fo r a system o f p rotection w hich d iffe rs from that adopted
by ano the r Membe r State does not mean that any o f these Member States’ measures are in
breach o f Treaty p rovisions . It is fo r each Member State to decide the degree of p rotection
which it w ishes to ensure and impose the respective restrictive system concerning sports
betting pro vided that proportionality requirements are satisfied.

96 97

II. Gambling and Mo nopolies in Europe
In o rder to preve nt incitement to squander mone y on gamb ling and combating add ictio n a
Member State is allowed to go as far as to even establish a pub lic monopoly concerning
sports betting. However according to the CJEU, Treaty pro visions do no t preclude legislation
of a Member State, which pro hib its sports betting operato rs established in one Member St ate,
in w hich they law fully p rovide similar services, from o ffering games of chance within the
territory of another Member State, even if the latte r has imposed a system of monopoly.

98

A Member State ’s choice to impose a State monopoly rather than a licencing system is
capable of satisfying the requirement o f proportionality, in so far as the establishment o f the
said monopoly is accompanied by a legislative framework suitab le for e nsuring that the

92

See articles 45 EC and 46 EC, applicable in this area by virtue of Article 55 EC
Article 46(1) EC
94
See, to that effect, Joined cases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M assimiliano Placanica, C-338/04, C-359/04 and C-3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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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e r o f the said monopoly w ill in fact be able to pursue i n a consistent and systematic
manner, such an objective by means of a supply that is quantitative ly measured and
qualitatively p lanned by re ference to the said objective and subject to strict contro l b y the
public authorities. This however does not mean that in o rder to justify this pub lic monopoly
the national autho rities concerned should necessarily be able to produce a study establishing
the proportionality o f the said measure which is prio r to the adoption of the latter.

99

In add itio n the State Monopoly Member States are even allowed to take ad vertising
measures attracting consumers towards the sole legal operator. These advertising actions
should however be limited to w hat is necessary in o rder to channe l consumers towards the
offer emanating from that holde r of the monopo ly by turning them away from o the r channels
of unautho rised games. These measures should not reach as far as to encourage the
propensity of consumers to gamble and to stimulate their active participatio n in the latte r fo r
purposes of maximising the anticipated revenue from such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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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leg islatio n,

which seeks to curb add iction to games of chance and to combat fraud, and w hich in fact
contributes to the achievement o f those objectives, is regarded by the CJEU as limiting
betting activities in a consistent and systematic manne r e ven whe re the holde r o f the
monopoly is entitled to make its product attractive o n the market by introducing new games
and b y means of adve rtising. In some cases unlaw ful gaming activities constitute s uch a
problem in a Member State which can only be tackled by the e xpansio n o f autho rised and
regulated betting activities. In such cases it is possible that the e xtent of illegal gamb ling
problem makes it possible to reconcile such marke ting measures with the objective o f
curbing such addiction.

101

The refo re it is possible that a policy of contro lled e xpansion in the

betting sector may be entire ly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 f d raw ing p laye rs away from
illegal operators o ffe ring clandestine be tting to operato rs which are authorised and regulated.
In o rder to achie ve that objective, autho rised operators must represent a re liable, but at the
same time attractive, alternative to a prohib ited activity. This may as such necessitate the
offer o f an e xte nsive range of games, advertising on a certain scale and the use of new
102

distribution techniques.

Sole ly the fact that the competent autho rities of a Member State might be confronted w ith
certain difficulties in ensuring compliance with such a mo nopoly by organisers of games and
bets established outside that Membe r State, w ho, via the inte rne t and in b reach of the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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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poly, conclude bets with persons within the te rrito rial area o f the said autho rities, is no t
capable, as such, of affecting the potential confo rmity o f such a mo nopoly w ith the said
provisions of the Treaty.

103

In cases however w here there is a State mo nopoly and at the same time a licensing
system fo r p rivate operators fo r o ther types of games of chance not covered b y the said
monopoly, and p resenting a hig her pote ntial risk of addictio n than the games subject to that
monopoly and the State autho rities appear to be to lerating po lic ies of e xpand ing supply in
such a way as to develop and stimulate gaming activities, then such a monopoly should be
considered unsuitab le for guaranteeing achie vement o f the objective fo r w hich it was
established (i.e. that o f pre venting inc iteme nt to squander mone y on gamb ling and combating
addictio n to the latte r, by contributing to reducing opportunities for gambling and l imiting
activities in that area in a consistent and systematic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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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 Last Private Monopoly
In the above me ntio ned cases a State Monopoly was imposed on Gamb ling. A pub lic
autho rity was entrusted with the task o f p rotecting consumers from the gambling risks
(gambling add ictio n, fraud risks etc.). So far the CJEU has issued decisions that preserve the
rights of every Member State to deal w ith the matte r of sports betting. Thus under certain
conditions oligopolies and monopolies in this sector have been able to navigate around the
icebergs of Treaty p rovisions on fundamental rig hts such as freedom to p rovide services. It
would be ve ry inte resting to e xamine what the case would be if a Member State imposed by
law a p rivate monopoly on gamb ling and the sole operato r in the market were a company
whose responsibility would be to its shareho lders in the Stock Market.
Greece is the only Member State in which has adopted a State imposed private monopoly
and the pro vider o f the betting services is a company enlisted in the Stock Marke t. According
to its constitutional documents it is no t e ntrusted with the task o f pro tecting consumers
against gambling risks. Afte r all such a task would be contrad icting its main purpose as an
enlisted company w hich is the safeguard ing of the investors -shareho lders mone y. Companies
ente r the Stock Exchange Marke t in orde r to attract investments from the pub lic. Anyone
investing does so in the hope to make a pro fit from its investment. The company in turn
receives the inves tors money w ith the promise to make all effo rts possible in order to
inc rease the invested capital and pay d ividends. Putting mone y in a company whos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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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o p rotect the pub lic from the risks of gambling, sounds more like a subsidy to pe rfo rm a
public functio n rather than a private investment. In that sense it would be an o xymoro n if
such a p rivate company was trying to maximize gambling pro fits and at the same time sought
to p rotect the consumers from the risk of squandering mone y to gambling.

IV. Preliminary references befo re the CJEU (C -186/11 & C-209/11)
In 2005 and 2007 two UK based private operato rs provid ing be tting services and listed on
the Lo ndon Stock Exchange aimed at e xpand ing the ir b usiness in o ther European countries.
These companies inte nded to establish themselves in G reece, by p roviding a betting ne twork
similar to the one p rovided by the ho lder o f the Greek betting monopoly. To that p urpose, in
2007 the y lodged an applicatio n to the Greek autho rities in orde r to be recognised in G reece
as legitimate betting services providers and to be granted the re levant license and/or
autho rizatio n to conclude the rele vant concession contract. The application also included the
request to immediate ly stop the activity o f the p ublic mo nopoly’s ho lder denouncing the
rele vant e xclusive contract w ith the G reek State as being contrary to European Community
Law.
The Greek go vernment d id no t respond to this application w ithin the legally prescribed
time limit, so based on the G reek law, these companies have submitted requests for
cancellation to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against the imp lied rejectio n of their
request. As the re is no appeal against the Sup reme Administrative Court’s decisions, an issue
was raised as to making a request fo r a pre liminary question to the CJEU. The Supreme
Administrative Court issued a decision in 2011 to make a pre liminary refe rence about this
matte r to the CJEU.

The CJEU will be soon issuing a decision in the joined cases C -186/11 &
C-209/11. The questions referred concerned the following points:
1.

Whe the r it is compatible w ith Articles 43 and 49 EC a national legislation which, in o 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 f limiting the supply of betting services, assigned the e xclusive right
to p rovide these services to a private e nte rprise in the form o f a limited company and is
listed on the stock marke t and in addition this company takes extensive ad vertising and
expand ing measures.

2.

In case the answer to the first questio n is negative, the G reek court also asked whether it is
compatible w ith Articles 43 and 49 EC a national leg islatio n w hich, in order to tackle the
problem o f illegal gambling, assigns the exclusive rig ht to p rovide these services to a
company w ith the characte ristics mentio 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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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n case the G reek Mo nopoly is considered contrary to EC law, would it be compatib le to EC
law to imp lement measures providing fo r a transitional period in o rder fo r the State to adopt
the necessary measures regulating the marke t in a way that is compatib le to EC law and what
are the criteria in order to define the e xtent o f such a transitional period.

V. Conclusion
There fore so far the CJEU has ruled in favo ur o f the legislative measures take n b y
Member States which impose the restrictio n of the betting marke t b y a licensing s ystem o r
by a p ublic mo nopoly pro vided that the requirements o f the p rinc iple of p roportio nality is
satisfied. Under the same conditions the CJEU could even allow a p rivate monopoly to e xist.
It also does not object to adve rtising and promo tional measures in o rder to channe l
prospective clients away from illegal betting pro viders and towards regulated operato rs.
It is expected that this is where the CJEU w ill d raw the line. A national system entrusting
a betting monopoly to a private company e nlisted to the Stock Market, w ith no responsible
gambling policy, e xtensively adve rtising and e xpand ing ab road cannot be to le rated as an
adequate and effective measure in o rder to restrict the public’s propensity to gamb le.
This case there fo re, on w hich the CJEU has no t issued a decision ye t, concludes all
possible scenarios concerning sports betting regulation systems. Given the fact that the CJEU
so far ruled in favo ur of all State Monopolies, a decision prohib iting a p riva te mo nopoly w ith
no responsible gambling policy whatsoever, sounds like a slap o n the w rist o f the Betting
Monopolies in Europe. In the near future it should come as no surp rise if the b itte r blow to
Monopolies is delivered no t b y land -based private be tting operato rs by the internet service
providers.

스포츠의 승부조작 실태와 대처 방안
(A study on the match-fixing of sports and its prevention)
SON, Seok-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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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거에도 일부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2008 년 11 월 축구의 K-3 리그에서 불법도박으로 인한 승부조작 사건의
밝혀짐으로써 당시 승부조작에 연루된 서울 파발 FC 팀은 해체되고 내셔널리그 선수 4 명을
포함한 관련자 18 명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었다. 또한 2010 년도에는 프로축구계에
불법베팅과 승부조작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어

각 구단에서

자체

조사를

벌렸으나 밝히지

못하였다가 2011 년 5 월 K-리그의 승부조작 혐의가 드러나면서 전직 프로축구 선수의 자살 등
사회문제로 크게 확대되었다. 당시 수사결과 혐의가 드러난 선수에 대해 프로축구연맹에서는
전․현직 선수 61 명을 영구 제명처분 조치를 하였고 창원지방법원에서는 관련자 56 명에 대해
1 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승부조작사건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2 년 프로배구, 프로야구로
확대되었으며, 승부조작 혐의가 있는 관계자 31 명이 기소(구속기소 11 명, 불구속 기소 16 명, 군
검찰 구속기소 4 명)되었고 KO VO 에서는 승부조작에 연루된 11 명의 선수를 영구제명 처분하는
등 크게 사회 문제화된 사례가 있다.
스포츠는 전통적으로 정해진 경기규칙 하에 정정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승부를 겨루는 게임이며,
결과의 불확정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각본 없는 드라마로서 인식되어왔다. 관중들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보면서 진정한 스포츠의 묘미를 느끼며 감투정신을 발휘한
선수들에게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곤

한다.

그러나

만약

팬들에게

보이는

경기자체가

조작되었다거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경기도 하기 전에 이미 결과가 결정되었다거나 또는
팀이나 선수가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불성실한 플레이를 펼친다면 그 경기는 관람
스포츠로서 그 가치가 상실될 것이다. 한동안 인기를 누리던 프로레슬링이나 e -스포츠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되듯이 경기에 대한 흥미가 저하되거나 신뢰가 상실되면 관중들은 그 스포츠를 당연히
외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승부조작

행위는

범죄행위이며 그 심각성은 중차대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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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존재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한편

불법도박으로

인한

승부조작

사건으로

사회문제화

됨으로써

그

심각성을

인식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위기감을 느낀 해당 경기단체에서는 승부조작 방지를 위하여 영구제명이라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그 방지책들을 발표하였다.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일벌백계하는 처벌
대책도 필요하나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무엇보다도 절실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승부조작 재발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승부조작이 발생한 근본 원인과 문제점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기 발표된 방지대책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완점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그동안 승부조작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축구심판의 승부조작에 따른 책임에 관한 연구와
한국프로축구의 승부조작 및 승부조작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승부조작과 인터넷도박에
관한 연구 등 주로 법적 책임에 대한 연구와 함께 승부조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논문
등이 있으나 승부조작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확립하고 제도적인 정비를 이끌어내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프로스포츠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사건의 근본 원인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방지책으로

제시한

각종

대처방안의

고찰을

통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한 프로스포츠의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부 연구내용으로서 첫째, 승부조작의 근본 원인과 그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서 승부조작의 사례를 분류하고 둘째, 승부조작에 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승부조작 관련 법령 및 적용될 수 있는 법리와 법적 책임을 정리하고 셋째, 보다
효율적인이고 실질적인 승부조작 방지책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경기단체의 승부조작
방지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보완점을 제시토록 하였다.
한편, 이 연구는 선행 연구를 비롯하여 승부조작에 관한 온·오프 라인상의 언론 자료, 승부조작
관련 법령과 정부 보도자료 및 종합대책안 등을 조사 분석한 문헌연구로서 1990 년대 이후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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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부조작 개념

승부조작(Match fixing)이란 운동경기에서 선수, 감독, 심판 등 경기의 참여자가 경기의 승부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즉 스포츠에서 경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
결과나 과정을 미리 결정한 뒤 이를 시행해 경기를 조작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사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경기조작이 있다. 용어의미상 경기조작은 승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선수, 감독, 심판 등 경기의 참여자가 경기 중 일부 플레이를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용어 의미상으로 볼 때, 승부조작은 승부를 대상으로 한
조작이고, 경기조작은 경기 일부를 대상으로 한 조작이기 때문에 두 개념은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 또한 검찰에서는 승패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본 축구, 배구 종목의 승부조작 사건에서는
승부조작의 용어를, 상대적으로 승패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야구사건에서는 경기조작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단순한

경기조작이라고

하더라도

경기특성상

경기흐름에 따라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승부조작과 경기조작은 포괄적인 개념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승부조작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

승부조작에

대한

제재방법은

형벌과

자체적

징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형벌은

국가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사법기관에 의해 사법절차에 따라 자유형, 재산형 등과 같은 제재가
가해지는 반면 징계는 스포츠단체의 자체적인 제재에 해당하며 자체의 절차에 따라 구성원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이익 박탈 또는 활동을 제한한다. 그러므로 법리상 형벌과 징계는
엄연히 구별된다. 그러나 선수, 감독, 코치 또는 심판 등과 같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사람들에게는 형벌이 아닌 자치 법으로서 스포츠단체가 자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징계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그 파장은 형벌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승부조작에 관련된 사건은 사안에
따라 각 경기단체 규정에 따른 자체 징계 또는 형벌이 개별적․복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1) 국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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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상 스포츠의 승부조작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는 일반법 성격의
형법과 특별법 성격의 국민체육진흥법을 들 수 있다.
형법상 승부조작행위는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사기, 도박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즉,
대가와는 무관하더라도 승부조작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형법 제 314 조 제 1 항)를,
승부조작의 대가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할 경우 배임수재죄(형법 제 357 조 제 1 항)와
사기죄(제 347 조)를, 재물 등을 준 경우 배임증재죄(형법 제 367 조 제 2 항) 그리고 경기를
대상으로 도박을 한 경우 도박죄(제 246 조) 또는 도박개장죄(제 247 조)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스포츠현장에서는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 배임수재의 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불법 도박사이트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등과 관련된 승부조작의 경우는 특별법 성격의
국민체육진흥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 법 제 47 조～제 49 조의 벌칙조항에서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관계자가 뇌물을 받고 실제
승부조작에 가담한 경우 또는 승부조작이 실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관계자가 승부조작의 대가로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경우 그리고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대상 운동경기관계자를 매수하거나 매수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제재로서 제 53 조에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각 경기연맹 규정
승부조작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우선적으로 각 단체의 규정이 적용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고 있다. 연맹이나 협회 등 스포츠단체가 제정한 규약․징계규정 및 그에 따른
징계조치는 자치권행사에 의해 제정된 자치법규로서 그 회원인 선수나 구단 등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프로단체를 중심으로 경기단체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12 년 10 월 현재 상벌규정 제 15 조(부정, 불법행위) 제 1 항에서 금품매수
및 수수행위는 36 개월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제재금 5 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 17 조(기타 위반사항) 제 5 항에서 체육진흥투표권을 비롯한 각종 불법도박에 참여하거나
연루될 경우 1 년 이상의 출장정지 또는 자격정지, 제재금 1,000 만 원 이상 및 해당구단에도
1,000 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KO VO)은 연맹 규약의 제 71 조와 제 106 조의 성실의무 조항에서 선수와 감독,
코치 등은 모든 경기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 73 조 금지사항의 5, 6 호에서
배구경기에 관련된 사행행위와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칠 부정행위 및 이에 대한 관여를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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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약 첨부 2. 징계 및 징계금, 반칙금 부과기준(공식경기)의 1. ⑦에서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 담합행위, 매수행위는 경고～제명, 징계금 1 천만 원～5 천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국야구위원회는 규약 제 140 조에서 제 144 조까지의 조항에서 승부조작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면 제

140 조는 부정행위로서 경기에서의

고의 패배행위,

패배행위를 위한 타인과의 내통, 승부조작을 위한 매수․매도행위, 소속구단 경기에 대한 도박행위
등 제 141 조는 승부조작에 대한 심판위원의 부정행위, 제 142 조의 보고의무와 제 143 조의
도박행위 그리고 제 144 조 제 2 항에서 감독, 코치, 선수. 심판위원 또는 구단의 임직원이
사행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 내지 제한하는 행위포함)로 형사
처분을 받는 경우 총재는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처분, 직무정지, 출장정지, 야구활동정지, 제재금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프로농구연맹(KBL)은 대회요강 제 27 조(부정행위 등의 금지)에서 KBL 및 구단 소속 모든
구성원은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행위와 농구와 관련된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벌규정의 별표에서 선수가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
담합, 매수행위를 한 경우에는 1 시즌 이상의 자격정지 외에 300 만 원 이상 1,000 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프로단체 규정들은 2012 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의 승부조작 관계자 처벌강화에 대한 제시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만간 세부내용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 승부조작 사례 유형

우리나라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일부 사회문제화 되었던 승부조작 사례들을 조사하여 <표 1>에
게재하였다. 이를 보면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국내의 소위 4 대 메이저 종목뿐만 아니라
배드민턴,

쇼트트랙, 태권도,

씨름 등

다양한

종목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

스포츠에 관련된 승부조작 유형 및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승부조작 행위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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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① 심판 : 금품수수, 향응, 협회 임원들의 지시 등에 의하여 경기시간 단축이나 지연, 경기흐름을
방해하기 위한 경기맥 끊기, 결정적인 찬스에 오심 또는 편파판정을 통하여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② 감독․코치 등 지도자 : 대회성적, 대학진학 또는 금품수수 등에 의하여 특정 팀 또는 특정
선수를 밀어주기

위하여

담합하거나, 상대

선수에게 고의로 패배

또는 기권토록 지시 및

강요하거나 부적합한 선수기용으로 승부에 영향을 주거나 유리한 조 편성 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진을 위하여 임의로 경기를 포기하는 등 고의로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③ 선수 : 감독․코치 등 지도자의 지시에 의해서 또는 불법도박 관련 브로커에게 매수되어 금품
등을 받고 불성실한 경기 운영, 고의적인 실수 및 반칙 등을 통하여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④ 협회 관계자 : 관련 협회의 영향력 있는 회장, 전무이사 및 경기관련자 등이 심판에게
청탁이나 지시를 하거나, 유리하게 대진표를 짜거나 대진추첨을 조작하거나 대회성적 허위 기재
또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발행하는 등 경기 또는 경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2) 승부조작 원인별

1990 년대 이후 언론사에 게재되었던 승부조작 사건을 원인별로 분류한 결과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유리한 대진이나 유리한 구장의 배정을 위한 고의 패배 또는 담합을
하거나 심판을 매수하는 등 보다 좋은 대회 성적을 내기 위해서, 또는 파벌이나 담합 등으로
국가대표선수로

선발되기 위해서 그리고

불법도박에 연루되어

승부조작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 년도에 발생한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 사례를 제외하면 상급학교 진학, 대표선수
선발, 대회성적 등은 결국은 승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넓게는 같은 범주 속에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승부조작의 원인을 4 가지 유형<표 1>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상급학교 진학 : 특기생으로서 입학자격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경기조작을 한 경우로서
1995 년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선발대회

준결승전에서 고의 패배토록

한 사례,

1997 년

문화체육부장관배 전국 학생 레슬링선수권대회 출전한 부산협회 부회장 아들의 대진표 추첨을
조작하여 3 위 입상에 입상할 수 있도록 한 사례, 2005 년 충남테니스협회 전무이사와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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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감독이 공모해 태권도 선수 3 명을 충남 추계 종별 테니스대회에서 우승한 것처럼 승부를
조작해 상장을 허위로 발급한 사례, 2010 년 성남시장배 전국중고 남녀쇼트트랙 500m, 1500m
종목에서 1, 2, 3 위의 순위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경기를 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② 대표선수 선발

: 선발전을

치루기

이전에

특정 소속선수

또는 특정 선수를 내정하고

대표선수로 선발될 수 있도록 경기조작을 한 경우로서 2002 년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미리 대가를 받고 국가대표가 될 선수를 정한 뒤 승부 조작을 한 사례, 2010 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대표선발전 3000m 슈퍼파이널 경기 전 대표 선발전 마지막 3000m 경기
직전에 일부 코치와 선수들이 모여 모두가 대표로 선발될 수 있게 협조하고, 시즌 국제대회에서
모두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협의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③ 대회 성적 : 1992 년 봄철대학축구연맹전 예선에서 유리한 구장을 배정받기 위해서, 1999 년
제 7 회 백록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유리한 대진을 위해 자살골을 넣는 등 팀 간의 고의 져주기
경기를 한 사례, 2004 년 충북 전국체전 태권도 라이트급 8 강 경기에서 코치가 선수에게 기권을
강요한 사례, 2005 년 전국소년체전 야구 충남예선에서 금품수수와 승부조작 사례, 2006 년
전국소년체전 농구경기 8 강전에서 심판간사에게 심판로비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사례,
2009 년 대학 라이벌경기인 연고전에서 승리를 위해 축구감독이 심판을 매수한 사례 그리고
2010 년 ‘SBS 고교 챌린지리그’ B 조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광양제철고가 포철공고에게 9 분 동안
5 골을 실점하는 고의 패배로 포철공고가 왕중왕전 출전권을 차지한 사례, 1997 년도 제 10 회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혼합복식 2 회전에서 한국선수간의 고의 져주기와 유리한 조배정을 위해
2012 년 런던올림픽대회의 배드민턴 여자 복식에서의 고의 패배의 사례를 들 수 있다.

④ 불법도박 : 선수, 감독, 심판 등이 금품을 받고 승부조작을 한 경우로서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법도박 사이트의 브로커에게 매수되어 사회적 문제화되었던 축구, 배구, 야구의 승부조작
사건들을 들 수 있다. 프로배구경기의 2009-2010 년, 2010-2011 년 2 개 시즌의 18 경기에서
고의 실책 등 승부조작을 한 사례, 2008 년. 중국의 도박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고의 패배 등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K3 리그 및 내셔널리그 선수들이 징계를 받은 사례와
2011 년 불법도박 브로커에 매수되어 승부조작에 가담한 K 리그 선수들 47 명이 제명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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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1 년 프로야구경기에서 LG 와 넥센 소속 프로선수 2 명이 또한 불법도박에 관련되어
첫 이닝 고의 볼넷을 주는 등 경기조작을 한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4. 승부조작 제재 현황

승부조작에 관련된 사건들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표선발전, 2010 ‘SBS 고교 챌린지리그’
또는 런던올림픽대회의 배드민턴 여자 복식 고의 패배사건 등과 같이 일부 사건은 각 협회 또는
연맹 자체 징계로 마무리되었지만 불법도박,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중대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사건들은 선수제명 외에 형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의한 형벌이 적용되어 법적 처벌을 받았다.
그 제재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승부조작 사례
연도

사건
1992.

5.

20.

조치사항

원인

봄철대학축구연맹전
감독(2 명) 1 년간 자격정지

1992

예선에서 연세대와 아주대 팀 간의

대회성적
자살골 선수 1 년간 출전정지

고의 져주기 경기
1995. 3. 25. 대통령배 전국씨름왕

코치 구속(업무방해)

선발대회 준결승전 고의 패배

청탁 학부모(업무방해 공모혐의)

1997.
6.
문화체육부장관배
전국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
출전한
부산협회
부회장
아들의
대진표
추첨조작으로 부정 3 위 입상

대한레슬링협회
경기부장․이사․고교감독
수사(업무방해)

대학진학

선수 자격정지 4 개월

대회성적

1995

1997

대학진학

1997

년도

제

10

세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회
혼복

2 회전에서 한국선수간의 고의 져주기
경기
1999.
1999

2002

2004

7.

제

7

회

백록기

감독(2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유리한 대진을

자살골

위해 고의 져주기 경기

출전정지

2002. 2. 24.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과정에서
미리
대가를
받고
국가대표가 될 선수를 정한 뒤 승부
조작

전
태권도협회
전무이사․심판
2 분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구속(업무방해 및
배임수재혐의)

2004. 10. 11. 충북 전국체전 태권도

코치 2 년간 지도자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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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무기한

선수(2

명)

자격정지,
무기한

대회성적

대표팀
선발
대회성적

라이트급
8
강경기에서
선수에게 기권 강요

코치가
실무부회장․심판위원장

2005. 3. 대통령배 전국고교야구대회
경북지역
예선경기에서
심판편파
판정을 통한 승부조작

2005.

5.

16.

전국소년체전

야구

영구제명,

대회성적

심판(1 명) 무기한
(2 명) 5 년 자격정지

자격정지,

전무이사․경기이사․심판(1

명)

무기한

명)

자격정지,

심판(1

대회성적
2005

충남예선에서 금품수수와 승부조작

6 개월 자격정지, 감독 1 년 6 월
자격정지

2005.

충남테니스협회

전무이사와

고교 태권도 감독이 공모해 태권도
감독 징역 6 개월 집행유예 2 년,
선수

3

명을

충남

추계

종별

대학진학
전무이사 벌금형

테니스대회에서

우승한

것처럼

승부조작 상장 허위 발급

2006

2006. 6. 18. 전국소년체전 농구
8 강전에서 심판간사에게 심판로비
청탁

간사 무기한 자격정지
․선수(1

명)

구속,

대회성적
단순

가담자(16 명 : 내셔널리그 4 명,
2008. 11. K3 리그 선수들이 중국의

K3 리그 12 명) 불 구속 입건,

도박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승부조작

징역 6 월 집행유예 2 년

2008

불법도박
․제명 2 명, 출전정지 1-5 년
12 명
2009

년

연고전

및

대학
감독 징역 1 년 집행유예 2 년

2009

축구경기에서 심판

대회성적
추징금 400 만원

매수 경기조작
2010.

3.

6.

성남시장배

전국중고
코치(1 명) 구속, 코치(13 명)

남녀쇼트트랙

500m,

1500m

종목

대학진학
불구속(업무방해)

1,2,3 위 순위자 사전 결정
2010

2010. 4.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대표팀
대표선발전

3000m

슈퍼파이널경기

선수(2 명)․코치 자격정지 6 개월
선발

고의 불참
2010. 9. 11. ‘SBS 고교 챌린지리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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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자격정지,

팀

대회성적

B

조

조별리그

광양제철고가

최종전에서

포철공고에게

출전정지

4 점차

고의 져주기 경기
프로배구선수들이 불법도박 브로커에
매수되어

2009-2010

년,

2010-

2011 년 2 개 시즌의 18 경기에서
승부조작

․남자 선수 징역 6 개월-2 년,
추징금

(10

명),

집행유예

5 년(5 명), 여자 선수 (2 명)

불법도박

벌금 700 만원
․ 영구제명 11 명
․ FIFA 영구자격정지(8 명), 5 년
자격 정지(2 명)

2011.

K 리그

선수들이

불법도박

브로커에 매수되어 승부조작

․ 대한축구협회 영구제명 47 명,
보호 관찰

불법도박

․ 징역 10 월-3 년 집행유예

2011

2 년-5 년, 추징금, 벌금형
․ 사망(자살 등) 5 명
2011 년 프로야구경기에서 2 명의
프로선수들이
매수되어

첫

불법도박
이닝

브로커에

고의

볼넷으로

경기조작

․ 선수(2 명) 징역 6 월 집행유예
2 년, 추징금(700 만원-500 만원)

불법도박

․ 선수제명
․ 선수 실격

런던올림픽대회의
2012

복식에서

중국,

배드민턴
한국,

여자

인도네시아

팀의 고의 져주기 경기

․

감독․코치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 정지 4 년, 선수 대표 팀

대회성적

자격정지 1 년 국내대회 6 개월
출전정지

형벌상의 처벌 내용을 보면 징역 6 개월부터 3 년(집행유예 2 년-5 년), 벌금형을, 자치단체의
징계는 영구 제명 및 자격정지부터 무기한 또는 기간별 자격정지와 출전정지 등에 처해졌다.
순수 아마추어리즘의 쇠퇴, 프로스포츠의 활성화 등 오늘날 스포츠 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스포츠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대회결과를 중시하는 성격의 대회들이 성행하고 있다. 우승을
목표로 하는 감독․코치․선수의 입장에서는 참가한 대회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팀 또는 개인
전력을 분석하고 상대 팀과 비교하여 버리는 경기, 반드시 이겨야하는 경기 등 전략적인 작전을
구상할 것이고, 불필요한 전력손실 없이 최상의 컨디션 유지를 하면서 경기에 임하려고 노력을
한다. 만약 이와 같은 작전상의 고려 없이 무조건 최선의 경기를 강요하는 것은 선수나 지도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경기를

상품화하여

관중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경기에서의 승부조작이거나 금품수수, 향응, 청탁, 담합, 지시 등에 의한 경우 그리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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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소속 선수의 일방적인 기권 강요 등으로 의도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지만 그 외의 경우는 전략상 작전일 수도 있다고 본다. 일례로서 런던 올림픽경기에서의
배드민턴경기 사례도 견해에 따라 작전상의 행위로 볼 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승부조작
행위에서 작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기준 연구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승부조작 방지 방안

일반적으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면 각 경기연맹이나 협회에서는 다양한 방지 대책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서 태권도경기에서는 다른 선수의 기권을 강요한 승부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기권

시

부상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한

기권확인증을

제출토록

하였고

프로농구에서는 오심문제가 승부조작 논란으로까지 확대되자 판정감시단 운영과 전임 심판제
확대 등의 대책 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체육계의 고질적 비리의 하나인 대학진학과
근래에 사회문제화된 불법도박에 의한 승부조작의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학진학에 따른 승부조작 방지책

승부조작의 주요원인의
상급학교

진학의

하나인 대학의 체육특기생 선발제도는

기회를

부여하여

초․중․고․대학에

이르는

체육기량이 우수한 선수에게

우수선수의

공개적

양성체제를

확립한다는 목적아래 1972 년부터 시행되었다. 체육특기자 제도는 전국대회 상위 입상, 국가대표
또는 상비군 선수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기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 한해서 특기자 자격을
부여하고 특기자 자격을 취득한 선수들 중에서 대학별로 선수를 선발토록 하여 우수선수 발굴 및
경기력 향상 등 우리나라 전문체육 발전에 큰 공헌은 하였다. 반면에 감독, 선수, 학부모 등은
대학진학과 무관한 기초학력조차 포기하고 오로지 운동만 하거나 특기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등 이에 따른 악용 및 부작용으로 끊임없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관계기관에서는 특기자제도의 개선을 위해 1988 년도에는 대학특기자 선발 인원을
대학정원 외

2%내에서 대학정원 내로 변경, 1994 년도에는 대학입학 최저학력제도 도입,

2000 년도에는 대학별 특기자 선발위원회 구성, 사전 스카우트 금지, 동일계 진학제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특기자 제도는 전국대회 입상성적에 따라 대학진학이 결정되며,
단체경기에서는 팀 성적이 좋을 경우 기여도가 낮은 후보군 선수도 특별전형 혜택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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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체육특기자로 선발되기 위해서 승부조작 즉 특기자 경력위조,
금품수수, 심판 및 지도자 매수, 담합, 고의 져주기 등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해졌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비리방지를 위해 2010 년 학교운동부 비리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를 보면 체육특기자 입시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서 첫째, 체육특기자 선발의 합리적이고 구체적,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둘째,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시 각종 대회의 주말리그대회 전환에 따른
지원 자격 기준을 개선토록 하였다. 개선안을 보면 체육특기자 선발기준의 경우, 구기종목과 같은
단체경기에서는 현행 팀 성적에서 팀 성적과 개인성적을 합산하도록 하였고, 기록경기와 같은
개인경기에서는 전국대회 상위성적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 등을 요건으로 제시토록 하였다.
또한 입상성적 외에도 입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한 최저학력기준,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선발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 집행 부정행위 등에 대해 관계자의 징계를 강화토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사전스카우트 등 입시비리가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한국 대학스포츠 총장협의회에서는 체육특기자 금전스카우트 금지 등
자정결의를 하고 각 대학 체육위원장·감독·코치 등을 대상으로 금전 스카우트 근절 서약제 도입
및 대학지원서 1 인 1 매 발급관행 폐지 등 대학스포츠 정상화·선진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2014 년 입시에 사전 스카우트 금지, 단체경기 개인실적 반영비율
확대, 균등한 기회 제공을 저해하는 제출서류(경기단체 발급 지원서 등) 불인정 등을 도입 등
체육특기자 전형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이를 보면 현재도 각 관련 기관에서 승부조작의 주원인인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사전 스카웃금지 방안은 2000 년, 2010 년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으나 최근까지도 관행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방안자체가 구조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이행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경우로서 실천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불법 도박에 의한 승부조작 방지책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승부조작과 관련한 종합대책으로 ’13 년 승강제 시행, K 리그 대회 방식의
전면 개선, 신인선발제도 조정과 함께 선수복지제도로서 선수의 권익보호와 복지환경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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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연금제도 도입과 재취업 교육, 최저연봉 2 배 인상 등을 도입하였다. 또한 승부조작 조사를
위해 거짓말탐지기 도입, 구단별 승부조작 방지 대책 제출, 연맹 주관 분기별 부정방지 교육
시행과

교육이수인증제를

시행하고

승부조작

관련

단체에

대한

리그강등,

승점감점,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 박탈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상벌규정을
개정토록 하였다.
한편 프로축구에서 시작된 승부조작 사건이 프로배구, 야구계로 확대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인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올 초에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경기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1. 경기조작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관계자는 영구제명, 자격정지, 구단은 지원금 축소 또는 리그 퇴출 등 처벌 강화
및 규약 제개정 2. 경기조작 상시 모니터링체제 구축 운용 3. 예방교육 및 자정활동 강화하여
예방교육을 연간 4 회로 늘리고, 계약서 상 선수의무사항 구체화 4. 신고자에 대한 포상, 처벌
감면제 도입 및 콜센터 운영하여 내부고발에 대해 포상제도(1 천만 원에서 1 억 원) 대폭강화 및
자진신고 감면제(Le niency)와 통합콜센터 설립 5. 프로구단별 선수 최저 연봉제 및 연금제도
확대 6.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보완 7. 경기조작방지를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및 국민공감대를 형성토록 하였다. 또한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체육단체운영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서 증명서 발급을 대한체육회로 일원화하고 온라인 증명 발급토록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 절차 개선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하여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한 자(제 47 조),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자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제공한 자(제 48 조) 그리고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에게 경기정보를 제공한 자, 불법투표권
사업을 홍보, 중개, 알선한 자(제 49 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였다.
승부조작에 대한 처벌조항을 강하게 한다고 해도 금전적인 대가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요즘의 프로스포츠 선수에게 금전적인 문제는 결코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유혹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일관성 있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2002 년 월드컵경기에서 승부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조별 예선전 마지막 경기를 동시간대에 개최한 것처럼 구조적 제도적인 보완책 강구 그리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의식교육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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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문제는 일부 스포츠 경기에 국한된 내부 문제였으나 스포츠 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로
점차 범법화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축구, 배구, 야구 등 소위
인기 프로스포츠에서 불법도박으로 인한 승부조작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승부조작 문제는 한때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당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계의

비리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 각종 개선책을 발표하였다.
스포츠의

승부조작

분류되었다.
프로스포츠의

최근

원인을

살펴

발생한

불법도박에

근간을

흔들

수

본

있으며

결과

대회성적, 대학진학,

관련된

승부조작

금품수수,

사건은

불법도박 등으로

관람스포츠를

나아가 스포츠본질 자체를 부정할

대표하는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결론적으로 승부조작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
따라서는 전략상 승리를 위한 작전인지 승부조작인지 그 구별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제도적으로 승부조작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처벌의 경중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승부조작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구조적인 보완 및 대비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감독, 선수, 심판 및 협회임원, 관중 등 모든 스포츠관계자들이 승부조작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공유해야한다. 인식공유를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의식교육과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의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의 주역이 될
학교 팀 관계자와 학생선수의 의식교육은 강도 있게 시행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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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atch-fixing of sports and its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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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n, Seok-Jung

106

The purpose of this stud y is he lp ful to create an e nvironment o f fair sport by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and prob lems and Improveme nt o f match-fixing.
The match-fixing turned out to be due to an illegal gambling, unive rsity admission,
competition for good grades, receipt o f the mo ney. The match-fixing are vio lation of Criminal
Law and National Sports Promo tion Act in Ko rea. Also the match-fixing is vio lation to

its

own rules of each game organizatio ns.
One person invo lved in match-fixing, was punished to article 314 o f the Criminal
Law(interfe rence with business) and article 47-48 o f the National Spo rts Promo tion Act.
Case of match-fixing in p rofessional sports in Korea, the Ministry o 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anno unced measures to p revent match-fixing.
To e rad icate match-fixing, criminal penalties will have to strictly implement. Also, in
addition to those penalties, structural imp rovements and ongo ing preve ntio n thro ugh
education and consciousness should be streng 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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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처벌규정
Ⅴ. 결론

〈국 문 초 록 〉
스포츠 분야는 여타 어느 분야보다 도덕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곳이다. 그러나 승부조작
사건으로 스포츠 선수들의 스포츠 정신과 페어플레이 정신이 의심받게 되었다. 특히 승부조작
사건이 온라인 게임, 프로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심지어 올림픽 게임에서도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국내 스포츠 경기에서는, 승부조작 사건에
가담한 자들의 구성이 ‘전주-브로커-선수’의 형식으로 체계가 잡힌 조직체와 같고, 심지어 전직
국가대표선수와 폭력배들이 조직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심각성이 제기되었다.
국제 스포츠 경기인 올림픽에서는 4 강에서 자국팀과 맞붙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져주기
경기를 하여 올림픽 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선수 스스로가 승부조작을 하였다.
이처럼 승부조작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모든 스포츠 세계에서 만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스포츠가 순수 스포츠 정신을 잃고 상업적인 스포츠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이
예라 생각되어 매우 유감스럽다.
스포츠 유관 기관에서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가 거듭날수록 승부조작
사건은 매우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기가 매우 힘들고, 적발을 하더라도 승부조작
가담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진실이 뭍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승부조작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2012 년 2 월 관련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을 단행한다. 즉 승부조작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이 한 층 더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승부조작과 관련된 개정법률안이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우리의 법제에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Ⅰ. 문제의 제기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Asian Law Center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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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포츠계에서의

핫이슈는

바로

‘승부조작’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다.

2010

년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 2011 년 K-리그의 승부조작 사건, 2012 년 프로배구 V-리그에서의
승부조작 사건, 심지어 세계 스포츠인의 축제인 런던올림픽 경기에서 마저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내

국제 스포츠 경기를 막론하고 승부조작 사실이 발견되면서 공정성과 엄격성이

요구되어지는 스포츠라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음과 동시에 국제적인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승부조작 사건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과거 1970 년대 프로레슬링계의
승부조작 문제로 시작하여, 아마추어 고교축구의 승부조작, 국가대표 선발경기에서의 승부조작에
이르기까지 승부조작은 스포츠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에서의 승부조작은 스포츠산업이 발달한 현대스포츠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다. 고대 올림픽 게임에서부터 승부조작은 존재하였고, 이는 곧 스포츠의 역사와 함께
승부조작은 함께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스포츠 산업의 발달과 함께 스포츠 도박이
만연하게 되면서 승부조작의 규모와 범위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승부조작은 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큰 미국에서 19 세기에 성행하였으며, 현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승부조작이 각 나라의 스포츠 경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지구촌적인 스포츠 문제인 승부조작에 대한 제재 및 대책방안은 정부와 스포츠관련 기관의
중대사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기망행위인 승부조작이라는 범죄행위로 형법의 처벌대상
범주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를 좀 더 전문화 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관련 규정들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승부조작은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건수가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그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어 수사기관이 이들의 범죄행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승부조작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
2012 년 8 월 18 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승부조작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안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며, 강화안 자체가
외국 사례에 비추어 처벌수위가 적절한지 역시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필자는
2012 년 3 월 EU 의 27 개국이 참가하여 승부조작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

108

을 참고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과 개선점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승부조작 사건의 유형

1. 서설

승부조작이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일명 ‘big sports ’라
불리는 큰 경기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 스포츠 경기들은

스포츠토토와 같은 베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기로 스포츠 도박과 매우 관련이 깊다. 승부조작 해당 경기의 주체자들은 승부조작
브로커로부터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베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메달을 수여하는 국가대표 선발전이나 올림픽 경기 등에서 발생하는
승부조작은 단순히 경기를 통하여 우위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자격을 얻고자 함에 그 목적이
108

) KEA European Affairs, "Match-fixing in sport : A mapping of criminal law provision in EU 27", March 2012(이하 “KEA
European Affairs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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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목적에 의해서 승부조작을 통하여 선수 개인에게 금전적인 이익은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경기 결과에 따라 선수 개인에게 주어질 스폰서, 광고, 연금 등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모든 승부조작은 직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함에 공통점이 있다.
승부조작 스포츠 경기의 유형은 크게 betting cases 와 non-be tting cases 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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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에서도 역시 승부조작 대상사건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여부에 따라 승부조작 대상 사건의 유형을 대별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승부조작의 유형을 베팅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베팅 대상 경기의
승부조작 사건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betting cases

(1) The Black Sox Scandal

승부조작(match-fixing)사건의 대명사로 불릴만큼 가장 유명한 사건이 바로 1919 년 ‘Black
Sox Scandal’이라 할 수 있다. 베팅이 허용된 최초의 승부조작 사건으로서, 당시 미국 야구의
가장 최고의 팀으로 월드시리즈에서 우승이 유력한 Chicago White So x 가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이다. White Sox 팀 중 8 명의 선수가 연봉정책에 불만을 품고 도박사들로부터 8 만 달러를
받기로 하고

Cincinnati Reds 와의 게임에서 고의로 패하였다.

(2) K 리그 승부조작 사건

K 리그 승부조작 사건은 전

현직 프로 축구선수들 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전주(錢主) 등 약 60 여명이 수사를 받았고 이 중 40 명이 재판에 기소되었다. 기소된 40 여명의
피고인들과 이들을 위한 변호인 구성만 24 명, 그리고 이 사건에 오고 간 돈이 30 여 억이라는
숫자만 보아도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K 리그 승부조작 사건은 그 규모면에서 몇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히 사건이라기보다는 한국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스포츠스캔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10

스캔들이라고 할 만큼 K 리그 승부조작 사건은 2010 년 5 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3 명의
전주에 의해서

컵

-

경기에서

가 고의 패배하여 스포츠

(주)에서 발행하는

승부식에 베팅하여 배당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선수들을
매수하는 등 조직적으로 승부조작 계획을 실행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승부조작 사건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담자의

수와

금액의

규모가

점점

늘어났다.

실제로

사건

초기에

해당경기

출전선수에게 지급한 2 천만원으로 시작된 승부조작 사건은 거래된 금액만 약 30 억원이 넘게
109

) Gorse and Chadwick 는 “승부조작의 동기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으로, 이는 betting or non-betting
cases 와 연관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Gorse, S., and S. Chadwick. 2011. The Prevalence of corruption in International Sport. Report.,
Centre for the International Business of Sport, Coventry University Business School, p.21).
110
) 이에 자세한 내용은 강구민, “K 리그 승부조작과 형사적 책임”, 스포츠와 법(제 14 권 제 4 호 통권 제 29 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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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3 명의 전주, 1 명의 브로커 그리고 4 명의 선수로 구성된 승부조작단은 현재 40 여명에
이르게 되었다.

(3) V 리그 승부조작 사건

V 리그 승부조작 사건은 한국 프로배구 리그인 V 리그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일부 선수들이
돈을 받고 경기에서 일부러 실수를 연발하여 소속팀이 패하도록 승부조작에 가담한 사건이다.

(4) 한국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한국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은 2012 년 한국 축구의 K 리그 승부조작 사건과 배구의 V 리그
승부조작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사건에 연루된 한 브로커가 한국프로야구에서도
승부조작이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프로야구에서도 승부조작 사건이 수면

위로

111

야구의 특성상 승부 자체를 조작하기란 매우 어렵지만, 불법베팅 사이트에서는 선발 투수의
1 회 볼넷 여부 등을 놓고 베팅이 이루어졌고, 투수만을 포섭해 쉽게 경기내용을 조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브로커는 팀의 에이스급인 투수를 포섭하여 첫 이닝 고의 사구와 초구 볼에 대한
경기조작을 의뢰하였다.

(5)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은 유명한 클랜(게임동호회)의 아마추어 연습생들을 훈련시키는
숙소(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주도하였고, 여기에 수원 남문파 행동대원으로 있는 조직폭력배가
연관되었다. 이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중계자 역할을
한 유명 프로게이머에게 승부조작을 의뢰하면 이들은 다른 게이머들을 매수해 경기에서 패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기의 결과를 아는 브로커들은 6 개의 불법베팅사이트에 배팅해 쉽게 고액의
배당금을 타 낼 수 있었다. 이들 이외에도 전직 e 스포츠 관계자가 직접 불법베팅사이트를 열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승부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어 그 충격이 더 크다.

3. no n-betting cases

(1) 쇼트트랙 승부조작

쇼트트랙에서의

승부조작 사건은 국가대표에

선발되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유명

코치들이 쇼트트랙 대회 직전 다른 코치들과 짜고 부문별 입상선수 명단을 정하고, 나머지
선술들이 기권하거나 일부러 속도록 늦추도록 강요하여 승부를 조작한 사건이다. 학연과 지연을

111

) 연합뉴스, “승부조작 파문 야구-농구에도 불똥 튀나”, 2012.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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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한 코치들의 강압적인 승부조작은 쇼트트랙 파벌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쇼트트랙 대표급 선수가 국내가 아닌 해외로 진출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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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올림픽 경기 및 전국체전에서의 승부조작

지난 7 월 31 일 런던 올림픽에서 세계랭킹 1,2 위의 여자복식 두 팀을 출전시킨 중국은 자국
선수끼리의 준결승 대진을 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지는' 느슨한 플레이를 함으로써 승부조작을
하였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선수들도 역시 유리한 대진을 위해 ‘져주기 전략’을 감행함으로써
승부조작에 가담하지만, 이에 휘말려 '스포츠맨십과 올림픽 정신' 에 어긋나는 플레이로 관중들을
빈축을

샀고,

결국

이에

관여한

8

명

모두

실격

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전국체전에서는 코치가 선수에게 고의로 기권을 지시하도록 하여 상대 선수로 하여금 우승케
하여 승부를 조작하기도 한다.

(3) 대학진학을 위한 승부조작

각 분야에서 입상실적이 저조한 학생의 경우 대학진학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각 운동부의 감독들은 해당 분야의 대회에 입상실적이 저조한 학생을 출전시키고,

113

상대선수에게 기권을 강요하게 하여 자동적으로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승부를 조작한다. 또한
해당 경기의 메달에 따라 금액을 정해 승부를 조작하기도 한다.

Ⅲ. 승부조작에 대한 국내

114

외의 처벌규정

1. 국내

국내법에서는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으로부터 각각 관련 처벌규정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국민체육진흥법 제 50 조에서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경기관계자에게 금전
등을 약속, 제공 또는 제공의사를 표시한 경우”라 하여 처벌의 대상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및 경기단체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승부조작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관련자들로
제한이 되고, 그 외의 승부조작 가담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의 대상이 된다.
115

(1) 형법

112

)
)
114
)
115
)
113

노광면 기자, “'쇼트트랙 승부조작' 前 금메달리스트 이준호 검찰 기소”, 2011. 4. 29.
연합뉴스, “진학위한 승부조작‥태권도선수가 테니스우승”, 2008. 7. 1.
정지우 기자, “ 金 2000 만원 銀1000만원 태권도협회 승부조작 사실로”, 2007. 12. 24.
각 주체에 대한 형사책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강구민, 전게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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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승부조작 사건을 살펴보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승부조작을 계획하는 전주, 전주와
선수의 중간 역할을 하는 브로커, 그리고 선수 등 이 3 주체가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다. 각
주체별로 형법상의 책임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주(錢主)

승부조작 사건은 일반적으로 돈으로 매수된 선수들은 고의적으로 경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책성 플레이를 함으로써 경기의 내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경기의 승부를 조작한다. 전주는
이러한

승부조작을

위해

선수매수자금을

부담하고

승부조작이

가능한

경기를

물색하여

베팅업체로부터 배당금을 취하는 형식으로 승부조작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승부조작 사건의 실질적인 정범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주에게는 어떠한 형법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점에서

형법

제

우선 남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347 조

116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승부조작행위를 브로커를 통해 사주하였다는 점에서 형법 제 314 조

그리고

117

선수를

매수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그리고 경기의 선수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형법 제 357 조
제 2 항

118

배임증재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법 사설토토에 베팅하거나 직접

운영한 전주에게는 형법 제 246 조

119

도박죄와 형법 제 247 조

120

도박개장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브로커

브로커는 전주와 함께 승부조작 사건에 깊게 관여하고 있으며, 전주와 선수 사이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전주로부터 선수매수자금을 받아 해당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를 만나
경기에서 질 것을 청탁하고 대가로 돈을 전달한다. 그리고는 전주와 함께 베팅을 하는 등
승부조작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브로커에게는 전주와 마찬가지로 사기죄
업무방해죄

배임증재죄

도박죄

도박개장죄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선수

선수는 브로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기에서 실책 등을 함으로써 거액의 돈을 받는 등
승부조작

116

사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전주나 브로커는 단지

많은 자금을

) 제347 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17

)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 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8
) 제357 조(배임증재) ②제1 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9
) 제 246 조(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상습으로 제1 항의 죄를 범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0
) 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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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승부조작을 계획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할 뿐 승부조작의 성패를 결정하는 역할은 역시
선수인 것이다. 그렇다면 선수에게는 어떠한 형법적 책임을 논할 수 있을까.
우선 선수는 경기에서 공정하게 그 임무를 다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선수가 브로커로부터 경기에서 패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는 다면 형법 제 357 조
배임수재죄를, 그리고 이러한 배임수재로 인하여 선수들은 실책을 남발하는 경기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돈을 받고, 제 3 자인 전주나 브로커는 막대한 배당금을 받게 됨으로써 형법
제 355 조 제 2 항

121

배임죄나 제 356 조

122

업무상배임죄의 적용여부를 살펴볼 수 있다. 전주와

브로커에 의해 매수된 선수들은 경기주최자와 상대편 선수들 심지어 같은 팀 동료들까지 속이고
경기가 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형법 제 347 조 사기죄 및 형법 제 314 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정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개정하였다. 정부는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7 년 이하 징역이나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두
가지 형을 병과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범죄와 관련된 재물은 끝까지 몰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승부조작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기관계자가 매수되어 실제 승부조작한 경우 기존 7 년 이하 징역형은 같고 다만 벌금이
5 천만원 증가한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하였다(제 47 조 제 2 호). 그리고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경기관계자에게 금전 등을 약속, 제공 또는 제공의사를 표시한 자는 기존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1 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상향되어 5 년 이하 징역이나 5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개정되었다(제 48 조 제 3 호).
경기관계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 또는 제 3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은 기존과 동일하고, 다만 1 천 500 만원 이하 벌금에서 5 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개정되었다(제 48 조 제 4 호). 그리고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기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
5 년 이하 징역이나 5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개정하였다(제 48 조 제 6 호).
체육진흥투표권

관련

불법

행위자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제 53 조).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관련 유사 행위를 한 자 또는 승부조작
관련자

등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다(제 45 조의 2).

121

) 제 355 조(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제 356 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 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2

179

2. 외국의 입법례

외국에서는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매우 상이하다. 판례법에

의존도가 높은

영이법계 국가에서는 case by case 로 사건의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성문법을 갖고 있는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승부조작을

사기범죄(fraud),

부패범죄(corrup tion),

사기도박범죄(cheating at g ambling)로 처벌하고 있으며, 몇몇 국가에서는 승부조작을 특별히
스포츠범죄로 따로 형법전에서 규정을 하거나(sport corrup tion in the c riminal codes), 또는
스포츠법에

규정하거나(sport corruption

in sports

law), 아예

스포츠형법(sport criminal

law)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승부조작과 관련된 스포츠범죄를 처리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형사법원은 금융범죄(financial fraud crime), 음모범죄(conspiracy crime), 조직범죄(organised
crime) 또는 돈세탁범죄(mone y laundering)로도 함께 처벌을 고려한다.

123

(1) 사기범죄(fraud)

승부조작을 사기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은 Austria,
Estonia,

127

Finland,
134

Ne the rlands,

128

Slo vakia,

Germany,
135

Slo venia

129
136

Hungary,

130

124

Czech Repub lic,

Ire land,

131

Latvia,

125

132

De nmark,

Lithuania,

126
133

이다.

123

) 위 KEA European Affairs 보고서 23면.
) Austrian Criminal CodeArt. 146 - imprisonment up to six months or a fine of up to 360 daily rates.Art. 147 (1) - imprisonment
up to three years.Art. 147 (2) - €3000 damage.Art. 147 (3) - If damage is up to €50 000 - imprisonment form one up to ten years.
125
) Criminal CodeArt. 209 (1) - imprisonment up to two years; prohibition of activity or forfeiture;Art. 209 (2) - imprisonment for six
months to three years.Art. 209 (3) - imprisonment for one year to five years, or fine.Art. 209 (4) - imprisonment for two to eight
years.Art. 209 (5) - imprisonment for a term of five to ten years.
126
) Danish Criminal Code Section 285 (1) - imprisonment for up to one year and six months.Section 286 (2) - imprisonment for up
to eight years.
127
) Criminal Code Art. 209 (1) - pecuniary punishment or imprisonment up to three years.Art. 209 (2) - imprisonment from one to
five years.Art. 209 (3)  pecuniary punishment.
128
) The Criminal Code Chapter 30 Section 7 - fine; or imprisonment for two yearsChapter 36 Section 1  fine; or imprisonment for
two yearsChapter 36 Section 2 - imprisonment for the term of four months to four years
129
) Criminal codeSection 263 (1) - imprisonment of up to five years or a fine.Section 263 (3) - imprisonment from six months to ten
years.Section 263 (5)  imprisonment from one to ten years, in less serious cases imprisonment from six months to five years.
130
) The Hungarian Criminal CodeArt. 318 (2) - imprisonment up to two years, labour in the public interest, or fine, if the fraud
causes a smaller damage, or the fraud not exceeding the value limit for minor offence is committed.Art. 318 (4) - imprisonment of
up to three years.Art. 318 (5) - imprisonment from one year to five years.Art. 318 (6) - imprisonment from two years to eight
years.Art. 318 (7) - imprisonment between five to ten years.
131
) Criminal Justice ActSection 6 - maximum of five years of imprisonment or fine or both.
132
) Criminal CodeSection 177 (1) -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years, or custodial arrest, or community service, or
a fine not exceeding sixty times the minimum monthly wage.Section 177 (2) -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six years, or
with confiscation of property, or a fine not exceeding one hundred times the minimum monthly wage.Section 177 (3)  imprisonment
for a term of not less than five years and not exceeding thirte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one hundred and fifty times the
minimum monthly wage, with or without confiscation of property, and with or without police supervision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years.
133
) Republic of Lithuania Criminal CodeArt. 182 (1) - community service; fine; restriction of liberty or by arrest or imprisonment for a
term of three years.Art. 182 (2) - imprisonment for a term of up to eight yearsArt. 182 (3) - community service or by a fine or by
restriction of liberty or by arrest.
134
) Criminal CodeArt. 326 - imprisonment of four years maximum, fine of the fifth category(€ 67.000).
135
) Criminal Code 221 - two years of imprisonment.
124

180

특히 독일은 대표적인 축구리그인 Bundesliga 의 활성화로 승부조작을 형법학에서 학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137

독일은 승부조작을 사기범죄로 취급하여 5 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리고 승부조작의 사안이 중대한 범죄일 경우 10 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형법전에 특별히 도핑사건을 스포츠 사기로 취급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10 년 이하까지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 사건의 경우 경찰내에 특별수사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38

체코공화국은 승부조작의 경우 징역 10 년까지, 덴마크는 8 년, 에스토니아는 5 년, 헝가리는
10 년, 필란드는 4 년, 아일랜드는 5 년,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는 3 년, 슬로바키아 공화국은
2 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 부패범죄(corruption)

스포츠 경기를 스포츠정신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다루어야 할 경기 관계자들이 승부조작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에

나라들이

있다.

Luxembourg,

143

이들

나라로는

Romania,

144

대하여 사기범죄와 함께

Be lgium,

Slovakia,

145

139

일종의 부패범죄로

Czech Republic,

Sweden

146

140

Finland,

141

처벌하는

France ,

142

이다.

벨기에서는 승부조작 사건의 간접정범에게는 최고 징역 2 년 또는 €10,000 에 처하도록 하고,
정범에게는 징역 3 년 또는 €50,000 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승부조작
사건을 금융사기범죄, 조직범죄,

147

돈세탁범죄,

148

부당취득범죄

136

149

와 관련하여 처벌하고 있다.

) Criminal Code of SloveniaArt. 211 (1)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Art. 211 (2) -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Art. 211 (3) -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and not more than eight years.Art. 211 (4) -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and not more than ten years.Art. 211 (5) - fine or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Art. 211 (6) - fine
or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Art. 294 (1) - imprisonment of three months up to five years.Art. 294 (2) imprisonment of six months up to eight years.Art. 295 -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one year.
137
) 위 KEA European Affairs 보고서 29면.
138
) Meine Abgeordneten. 2012. Polizeioffensive Gegen Wettbetrug im Sport. February 9.
139
) Criminal CodeArt. 504ter
1 - imprisonment for six months to two years or fine of €100 to €10,000.Art. 504ter
2 imprisonment for six months to three years or fine of €100 to €50,000.
140
) Criminal CodeArt. 332 (1) - imprisonment of up to two years or a fine.Art. 332 (2) -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to six years,
forfeiture of property or fine.
141
) Criminal CodeChapter 30 Section 8 - fine; or imprisonment for two years.
142
) Criminal CodeArt. 445-1  prison sentence up to five years; fine up to €75.000(Active bribery).Art. 445-2  prison sentence up
to five years; fine up to €75.000(Passive bribery).
143
) Criminal CodeArt. 310 - from one month to five years of imprisonment and a fine from €251 to €30,000.
144
) Criminal CodeArt. 254 (1) - imprisonment from three to twelve years (aggravating circumstances up to fifteen years) and
interdiction of certain rights.Art. 254 (2) - imprisonment from three to fifteen years and the interdiction of certain rights.Art. 254 (3) confiscation of valuables or any other goods.Art. 255  imprisonment from six months to five years.Art. 256 (1) - imprisonment from
six months to five years.Art. 256 (2) - confiscation of valuables or any other goods.Art. 257 - imprisonment from two to ten years.Art.
6 - imprisonment from two to ten years; confiscation of valuables or any other goods.
145
) Criminal Code 328  imprisonment from two to five years. 332 - up to three years of imprisonment. 336 sec. 2 - up to
two years of imprisonment.
146
) Criminal CodeChapter 17, section 7 - fine or imprisonment for at most two years(Giving bribe).Chapter 20, section 2 - fines or
imprisonment up to two years; imprisonment of six years under aggravating circumstances(Receiving bribe).
147
) Belgium Criminal Code Art. 32.
148
) Act of 18 January 2010.
149
) Belgium Criminal Code Art. 461-462 and 46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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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공화국은 승부조작을 사기범죄와 함께 부패범죄로 취급하여 최고 징역 6 년, 그리고
뇌물은 받은 자에게는 징역 최고 20 년까지

150

구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자들에게 필란드에서는 징역 2 년, 프랑스에서는 정범과
간접정범의 구분 없이 모두 징역 최고 5 년과 벌금 €75,000 을 병과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똑같이 징역 최고 5 년과 벌금 €30,000 을
병과처분 하도록 하고 있다.
루마니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승부조작에

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하다.

우선

사건

가담자들에게는 징역 최고 10 년 그리고 뇌물을 준 자에게는 징역 5 년, 뇌물을 받은 자에게는
징역 15 년에 각각 처하도록 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공화국 승부조작의 과정에서 뇌물을 준 자에게는 징역 최고 3 년, 뇌물을 받은
자에게는 징역 최고 5 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에서는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에게는 징역 최고 2 년, 단 뇌물을 받은 자
중에서 상황을 악화시킨 자에게는 징역 최고 6 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3) 사기도박범죄(cheating at gambling)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사기범죄나 부패범죄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영국은 승부조작에 관한 사안은 「British Gambling Act 2005」 Chap ter 19 Section 42

151

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승부조작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자는 징역 2 년이나 벌금 또는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부조작 공모자에 대해서는 「Criminal Law Act 1977 」Chapte r 45

152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에만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승부조작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Prevention o f corruptio n act 1906」Chapte r
34 6 Edw 7
벌금 또는

153

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뇌물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징역 최고 7 년이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뇌물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4) 형법전에서의 스포츠범죄 특별규정(sport corruption in the criminal codes)

150

) Acceptance of bribe (Article 331, Criminal Code)Art. 331 (1) - imprisonment for up to four years or prohibition of activities.Art.
331 (2) - imprisonment for six months to five years.Art. 331 (3) - imprisonment for three to ten years or forfeiture of property.Art.
331 (4) - imprisonment for a term of five to twelve years.
151
) British Gambling Act 2005 - Two years of imprisonment or fine (or both)  conviction indictment; 51 week of imprisonment or
fine (or both)  summary conviction.
152
) Criminal Law Act 1977 - to imprisonment for a term related in accordance with that subsection to the gravity of the offence or
offences in question; fine.
153
) Prevention of corruption act 1906 - on summary conviction,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six months or to a fine not
exceeding; on conviction on indictment, to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seven years or to a fine, or to both the statutory
maximum, or to b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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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garia

154

와 Spain

155

에서는 승부조작과 같은 특별한 스포츠 범죄에 대해서 형법전 에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불가리아 형법 제 8 장에서는 스포츠범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최고 징역 8 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그리고 스페인은 형법 제 286 조에서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징역 6 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스포츠법에서의 스포츠범죄 규정(sport corruption in sports law)

Cyprus, G reece, Poland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에서는

형법이

키프로스의

아닌

별도의

스포츠법인

스포츠법

「The

Law 」Article 24 에서 승부조작 관련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156

안에서

Cyprus

스포츠

범죄를

Sport O rganization

이 스포츠법에 의하면 승부조작

사건의 경우 3 년을 넘지 않는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500 파운드(€2,562.90)의 벌금형 또는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스에서는 승부조작 관련자에 대한 최고 형벌은 징역 6 개월일 정도로 매우 경미하다.
그리스에서 승부조작에 대한 처벌규정이 이처럼 경미한 것은, 승부조작 관련 스포츠 범죄가
경범죄(misdemeanour)로 처벌되고 있어 스포츠클럽, Athletic Societe Anonyme(AAE) 또는
Remune rated Athle tes Section(TAA) 에게 유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57

이러한 낮은

처벌규정 때문에 2009-2010 년 한 해 동안 40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발생되었다. 40 경기의
승부조작에는 클럽회장, 구단주, 선수, 심판 심지어 경찰간부까지 연루되어 68 명의 용의자들이
불법도박, 사기, 부당취득, 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158

최근 그리스에서는 스포츠범죄에

대한 낮은 처벌규정을 상향하고자 법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9

특히 베팅이 관련된

경기에서의 승부조작의 경우 최고 징역 10 년에 처해지도록 고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폴란드에서는 승부조작 관련하여 스포츠 법인

「Act of 25 June 2010 on

Sport」에서 최고 징역 10 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54

160

) Criminal CodeArt. 307b. - Prison sentence from one to six years; fine from one thousand to ten thousand levs (€ 511.30 
5,113106).Art. 307c. - Prison sentence from one to six years; fine from five thousand to fifteen thousand levs (€ 2,556.50 
7,699.50).Art. 307c (3) - Prison sentence of up to three years; fine of up to five thousand levs (€ 2,556.50).Art. 307d.(1) imprisonment from two to eight years and a fine from ten thousand to twenty thousand levs(€5,113 - 10,225.99).Art. 307d. (2) imprisonment from three to ten years and a fine from fifteen thousand to thirty thousand levs(€7,669.50 - 15,338.99).
155
) Criminal CodeArt. 286bis (1) - prison sentence from six months to four years; prison sentence from one to six years and fine of
three times the value of the benefit or advantage.Art. 286bis (2)  same penalty.
156
) The Cyprus Sport Organization Law (Law 41/69) Article 24 (1) - imprisonment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or shall be
forced to pay a fine, which should not exceed one thousand pounds (€1,708.60108)or shall be sanctioned both ways.Article 24 (2) imprisonment not exceeding three years or is imposed a fine not exceeding thousand five hundred pounds (€2,562.90) or both
sentences.Article 24 (6) (a) - a fine not exceeding hundred pounds (€170.86).Article 24 (6) (b) - a fine not exceeding hundred
pounds (€170.86); fine equal to the financial and technical assistance or grant given.
157
) 위 KEA European Affairs 보고서 36면.
158
) BBC News. 2011. Dozens named in Greece football 'scandal'. June 25.
159
) Αντιμετ πιση τη β?α στα γ?πεδα, του ντ πινγκ, των προσυνεννοημ?νων αγ νων και λοιπ? διατ?ξει , 22/12/2011
(“acing of violence in the grounds, doping, match-fixing fights and other provisions”- as translated by the Office of the Secretary
General of Sport, of the Ministry of Culture of Greece).
160
) Act of 25 June 2010 on Sport.Art. 46 (1) - imprisonment from six months up to eight years.Art. 46 (2)  imprisonment from six
months up to eight years.Art. 46 (3)  fine, restriction of liberty or imprisonment for up to two years.Art. 46 (4) - imprisonment from
one year up to ten years.Art. 47  imprisonment from three months to five years.Art. 48 (1)  imprisonment from six months to eight
years.Art. 48 (2)  imprisonment from six months to eight years.Art. 48 (3)  fine, restriction of liberty or imprisonment up to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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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포츠 형법에서의 규정(sport criminal law)

Italy, Malta 그리고 Po rtugal 은 별도의 스포츠 형법을 두고 있다. 이탈리아의 스포츠 형법이라
할 수 있는「Legge 13 dicembre 1989, n. 401: truffa sportiva 」는 운동경기 분야, 합법적인
베팅, 그리고 원활한 경기의 운영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승부조작 관련하여 최고로 처벌할 수
있는 형은 징역 2 년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벌금 15 밀리언 리라(€2,600)까지 병과할 수
있다.

161

몰타에서는

「Prevention o f Co rrup tio n (playe rs) Act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162

1976」에서

스포츠관련

승부조작 관련해서는 징역 2 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루투갈의 스포츠 형법인 「Law nr. 50/2007 of Aug ust 31」에서 승부조작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최고 징역 5 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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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각국의 입법례를 통한 시사점 및 입법적 제언

1. 승부조작 처벌 대상 운동경기의 확대

현재 승부조작을 처벌하는 운동경기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로 한정하고 있다.
오히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 이외의 운동경기에서도 승부조작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승부조작은 베팅과 관련된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루어진 경우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나, 그 외의 운동경기에서 벌어진 승부조작에 관해서도 폭 넒게 처벌하고
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운동경기에
대해서만 부정한 청탁 등 승부조작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대상 운동경기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기단체의

범위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되지

않은

프로스포츠단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운동선수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164

2. 처벌규정의 상향 필요성

승부조작 가담자에 대한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의 처벌규정은 대부분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외국의 입법례에서 알 수 있듯이,
161

) Art. 1 (1)  imprisonment for between one month and one year and shall receive a fine from five hundred thousand to two million
lira (€258.23 -1.032.91).Art. 1 (1)  a fine for the minor cases.Art. 1 (2) - imprisonment for between one month and one year and
shall receive a fine from five hundred thousand to two million lira (€258.23 -1.032.91); a fine for the minor cases.Art. 1 (3) 
imprisonment for between three months and two years and a fine of between five million and fifty million lira (€582.28 25,822.84).
162
) Prevention of Corruption (players) Act 1976Art. 9 (1) (a)  fine of €465.87  2,329.37 and imprisonment from four months to two
years.Art. 9 (1) (b)  first conviction: fine of €5232.94  1,164.69; or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three months or both;
second conviction: fine of € 465.87 2,329.37, and imprisonment for a term from four months to six months.
163
) Law nr. 50/2007 of August 31Art. 8 - Prison sentence from one to five years.Art. 9 - Prison sentence up to three years, or
fine.Art. 10 - Passive peddling of influence: prison sentence up to three years or fine; Active peddling of influence: prison sentence
up to two years or by a daily financial penalty, accruing for up to 240 days.Art. 11 - Prison sentence from 1 up to 5 years.
164
) 이에 관하여 이에리사 의원은 2012. 8. 7. 전문체육 운동경기 전반에 대하여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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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범죄를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경기에서 공정성과 페어플레이가
요구되어지는

자에게

뇌물을

주고

승부를

조작한

사안에

체코에서는 최고 20 년까지, 루마니아에서는 15 년, 그리스
불가리아

대해서는

폴란드

부패범죄로

독일

취급하여

헝가리에서는 10 년,

덴마크는 8 년, 영국은 7 년, 스페인은 6 년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승부조작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5 년 징역형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법 개정에서는 현행 5 년 이하의 징역형보다 높은 징역형으로 개정하여 법률에 의하여
운동선수 스스로 범죄를 억제하고 개별적으로 위하

경계함으로써 승부조작 범죄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승부조작 전담 수사본부 설치

승부조작은
범죄라고

엄연한

하여

범죄행위로

당연

스포츠 관련 기관에서

국가
이를

수사기관이

이를

처리함이

마땅하다.

스포츠

처리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처리 하지 못하여

미온적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승부조작 사건을 국가의 수사기관이 담당하지만,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사진행을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경찰내에 승부조작 관련 특별수사팀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더욱이

모든

승부조작의

실체적

진실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서

밝혀진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으로서는 그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승부조작이 지능화됨에 따라 승부조작을
위하여 타인 명의의 대포폰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계좌이체 등 전산기록에 남지 않게 현금으로
직접 주고받는 승부조작 매뉴얼까지 전해지고 있어 그들에 대한 승부조작 입증이 한 층 더
어려워졌다.
The Black So x Scandal 에서도 관련 선수들에 승부조작 입증을 하지 못해 무죄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 관련 선수들의 진술만 있을 뿐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검사는 직접적인 증거를
획득하지

못해

배심원들을

설득하지

못하였다.

초동수사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승부조작 전담

따라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였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관련자들에

때,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그들의
유죄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승부조작 전담

수사본부는

체육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승부조작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4. 스포츠법 교육의 필요성

승부조작에 대하여 관련자들에게 강력하게 징계하거나, 처벌규정을 상향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내용이 관련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승부조작의 예방이나 근절에 대한 기대감은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승부조작의 범죄성과 그로인하여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한 심각성을 교육을 통하여
모든 스포츠인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법

교육은

일반법과는

달리

스포츠와

관련된

법들로

구성되어,

스포츠인들이

스포츠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밑거름과 같은 배경지식이 된다. 즉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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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운동선수들에게 승부조작의 내용과 그에 대한 처벌규정을 교육하여, 훗날 승부조작 범죄를
결심한 행위자가 그 행위로 인하여 받게 될 형벌을 생각하여 범죄를 단념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법 교육을 통하여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스포츠맨쉽이나 페어플레이라는 스포츠
정신을 다시 기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법을 준수하고 법에 충실한 생활태도가
몸에 배도록 숙련시키는 학습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5. 선수복지의 향상

많은

승부조작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빅스포츠

스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선수들은

생계형으로 검은 돈에 쉽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해있다. 그리고 스포츠를 생계유지를 위한
돈벌이의 수단 혹은 승부에만 집착하는 현재의 스포츠문화가 승부조작을 더욱 기생하게 한다.
결국은 승부조작의 주체인 운동선수들이 돈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스포츠 정신에 입각하여
경기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승부조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각 운동선수들이 생계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맹차원에서 최저연봉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

Ⅴ. 결론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부조작은 고대 올림픽에서부터 최근 런던 올림픽에 이르기까지 스포츠
역사와 함께 자리매김 해오고 있다. 즉 오랜 시간이 걸치도록 어느 누구도 승부조작을 근절하지
못 한 것이다. 승부조작에 관한 예방책이나 방지대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정부기관에서 발표는
하지만, 매번 그 실효성을 얼마나 거두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필자는 승부조작에 대한 근절방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우리의 입법정책은 늘 사후
입법으로서, 어떠한 현상에 대해 항상 뒤 쫒는 격이다. 승부조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승부조작의 수법 역시 발전하고 있어 그들에 대한 처벌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승부조작을
입증하는 방법이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계좌이체에 대한 전산상의 전자적 정보, 그리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다 보니, 수사기관에 적발되더라도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매뉴얼이 나올
정도이다. 불법 도박 사설 사이트는 해외에서 오픈하여 대한민국 법망을 피해가고, 관련자들은
매뉴얼을

통하여

역시 법망을 피해간다. 이로 말미암아 승부조작에 관한 범죄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첨단화된다고 할 수 있다.
항상 한 발 앞선 승부조작 범죄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를 통하여 승부조작 범죄가 비단
대한민국 스포츠계에서만 발생되고 있는 문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올림픽에서도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스포츠맨쉽과 페어플레이를 강조하는 스포츠정신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점이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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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과 같은 불미스러운 범죄가 스포츠계에서 완전히 근절될 수는 없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스포츠인들이 승부조작을 포함 모든 스포츠 범죄가 사회와 국가에 미칠 심각성을
알고 그에 대한 예방 대책을 하나씩 실천해 간다면 분명 가까운 미래에 스포츠 범죄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에 대한 작은 실천은 바로 스포츠법 교육에서 시작될 것이다.

국가대표팀 경기 출장 손해에 대한 부담책임
-울머스 사건을 통해 본 대표팀과 클럽 사이의 갈등구조 해결을 중심으로YOON, Tae-Young
(College of Law, Ajou Univ.)

. 머리말
Ⅱ. 울머스 사건의 경과
Ⅲ. 울머스 사건의 쟁점과 세계 축구계의 흐름
1. 문제의 발단
2. FIFA 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판단
3. 보상금 지급에 관한 문제
4. 상해보험 가입 문제
Ⅳ. 국내의 사정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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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11 년 9 월 7 일 열린 대한민국과 쿠웨이트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3 차 예선
경기에서 차두리 선수는 경기 도중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다. 그는 경기 시작 17 분만에 오른쪽
측면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허벅지 뒷근육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며 다른 선수와 교체되고
만 것이다. 이 소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에도 바로 보도되었는데, 스코틀랜드
일간지 ‘이브닝타임스’는 차두리가 소속팀 셀틱으로 복귀하더라도 쿠웨이트전에서 입은 부상으로
인해 약 4 주 동안 결장할 전망이라고 알렸다.

165

닐 레논 셀틱 감독은 UEFA

166

리그 같은

중요한 경기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차두리를 기용하여 왔는데, 차두리는 부상으로 인해 같은 달
18 일 열린 라이벌 레인저스와의 ‘올드펌’ 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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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중요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차두리가 국가대표팀 경기 도중 부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소속팀
셀틱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어쩌나 하는 궁금증이 들 수 있다. 최선을
다했고 피할 수 없었던 부상이었다는 점에서 누구를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대표팀 활동 중 입은 부상으로 정작 고용을 하고 있는 클럽이 모든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마련이다.
불과 수년전만 하더라도 국가대표팀에서 자기 클럽 선수가 뛴다는 것 자체가 클럽으로서
영광으로 여겨졌고, 선수가 다친다고 하더라도 소속팀으로서는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국가대표팀 경기 못지 않게 클럽 대항전이 흥행에
성공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

차출이나 부상 문제는 국가대표팀과

소속팀과의 불화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일찍이 레몽 도메네크 프랑스 대표팀 감독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
사령탑인 아르센 벵거 감독과의 설전은 매우 유명하다. 도메네크 감독은 벵거 감독이 아스날과
FC

바르셀로나와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8

강전에

프랑스

대표팀

멤버

윌리엄

갈라스를

출전시킨데 대해 “책임감 없는 행위”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갈라스는 부상으로 재활 중이었는데,
벵거는 “갈라스에게 뛸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갈라스가 뛸 수 있다고 해 출전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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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oal.com/kr/news/1794/
) UEFA(유럽축구연맹,Union of European Football Associations)는 유럽 지역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를 총괄하는 단체로
UEFA 챔피언스리그, UEFA 유로파리그 등의 대회를 주관한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권한을 위임 받아 월드컵 지역
예선을 관장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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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드 펌 더비(Old Firm Derby)'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양대 라이벌인 셀틱 FC 와 레인저스 FC 의 맞대결을
일컫는 말이다. 올드 펌 더비는 세계 3 대 더비 매치 중 하나로서 올드 펌 더비 외에 엘 클라시코(FC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밀란 더비(AC 밀란 대 인터밀란)가 있다. 두 팀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를 연고로 하는 축구 클럽으로서
120 년의 역사를 가진 올드 펌 더비를 두고 사람들은 축구경기가 아닌 전쟁이라고 일컫는다. 두 팀이 매년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 2 위를 다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더비의 시작은 본래 종교적인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셀틱의
주요 지지층인 아일랜드의 국민의 90%가 천주교를 믿는 한편 영국 귀속을 지지하는 레인저스의 지지층은 개신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레인저스가 지금은 천주교를 믿는 선수들을 받기도 하지만 한 때 두 팀은 자신들과 종교가 다른
선수는 아예 영입을 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http://blog.naver.com/tottenham_?Redirect=Log&logNo=3009593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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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갈라스는 경기 초반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다시 쓰러졌다. 이에 도메네크 감독은 벵거
감독에

대해

선수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공개적으로

맹비난했고,

“잉글랜드

클럽을 프랑스

대표팀보다 우선순위에 놓았다”고 헐뜯었다. 이에 대해 벵거는 갈라스가 아스널 소속이라고
반박했다. 수백만 파운드의 봉급을 주는 것은 아스널이며, 32 세의 갈라스는 경험이 풍부하여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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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벵거 감독도 도메네크 감독을 두고

‘차도둑’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들이 부상당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며, 하는 행동이 마치 차도둑 같다고 맹비난한 바 있다.

169

일찍이 벵거 감독은

윌리엄 갈라스와 티에리 앙리가 프랑스 대표팀에 차출되어 그리스와의 평가전에서 90 분을
소화한 반면, 첼시의 클로드 마켈렐레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루이 사하, 패트리스 에브라는
45 분만 소화한 사실에 불만을 터뜨린 적도 있다. 대표팀 경기 때문에 팀의 가장 주요한 전력인
두 선수가 일주일 사이에 3 경기나 뛰어야 하므로 전력 차질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차도둑이라는 표현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지만, 소속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다쳐 돌아오는 것에
신경쓰지 않는 클럽은 없을 것이다. 역으로 소속팀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국가대표팀으로서는
국가대표의

꿈을

매우

신경이

쓰인다.

키우며, 국가대표에

서로

국가대표팀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들어가기를
선수에게는

원하고,

누구나

영광이다.

물론

클럽에게도 국가대표팀 선수는 곧 우수한 선수이자 흥행 성공이라는 공식을 낳는다. 그렇지만
클럽은 물론 대표팀에서 선수가 플레이할 때에는 예상하지 못한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 출전이
잦으면 체력 소모도 크다. 특히 아시아나 남미, 아프리카 선수들은 대표팀을 위해 바다를
건너갔다 오는 상황이 봉급을 주는 클럽 입장에선 아주 미묘하다. 따라서 도메네크와 벵거에
국한되지 않고, 선수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클럽과 국제시합의 대표선수를 선발하는 팀과의
사이에

적대의식과

같은 긴장이

항상

존재하고,

그래서

클럽과

대표팀의

관계는

언제나

갈등관계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한축구협회와 K 리그 클럽 팀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서,
우리는 국가대표팀 경기에 있어서의 선수 선발에 대해 클럽이 해당 선수의 차출을 거부하였다는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갈등관계가 소송으로까지 부각된 사건이 있어서 화제다. 이 소송은
벨기에의

샤를루아(Charlero i

FC)

클럽의

소속

선수인

압델마지드

울머스(Abdelmajid

Oulmers)가 모로코 대표팀에 차출되어 활약하다가 발목인대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은 데에서
비롯된다. 울머스는 끝내 해당 시즌 소속팀에 복귀하지 못했고, 샤를루아 클럽은 벨기에 리그
5 위에 머무르며 4 위까지 주어지는 챔피언스리그와 UEFA 컵 등 유럽클럽대항전 출전권 획득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 손해를 법정까지 가지고 간 것이다. 이 사건은 세계 축구계를 흔들 수
168

) 랍 휴스, “클럽과 대표팀 ‘윈윈의 조건’”, 동아일보 2010. 4. 22.자 기사, 웹 사이트 http://news .donga.com/3/all/
20100422/27748638/1 참조.
169
) 박공원, “부상 중인 대표 선수, 협회 팔짱만 끼지 마라”, 베스트일레븐 2011. 9. 28.자 기사, 웹
사이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7&oid=343&aid=000001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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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세기의 소송’으로까지 불렸는데, 그 결과에 따라 대표팀과 클럽의 고전적인 관계의 틀이
전면 수정될 수 있기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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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국내 K 리그 클럽 팀들과

대한축구협회 사이에 선수 차출을 두고 갈등이 있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또한
다른 종목과 달리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의 상당수가 유럽 프로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송의 결말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한축구협회의 입장이 크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소송의 경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법적
쟁점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Ⅱ. 울머스 사건의 경과

오랜 기간 동안 유럽 축구 클럽들은 선수가 각국의 국가대표 멤버로서 클럽의 시합 이외의
국제시합에 부득이하게 참가해야만 하는 경우, 무언가의 보상금이 자신들에게 지급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한편 각국 축구 협회 측은 전통적으로 국가의 대표로서 선수의 참가를
허가하는

클럽에

금전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난색을 표명해 왔다. 이

클럽과

축구협회의

불일치에 변화를 가져오는 도화선으로 된 것이 2004 년에 발생한 울머스 사건이다.
이 소송은 2004 년 11 월에 압델마지드 울머스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모로코 대표로서 출장한
부르키나파소와의 시합에서 발단되었다. 본래 샤를루아는 선수 차출에 대해 난색을 표했지만
FIFA 가 규정에 근거하여 선수 차출에 응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는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전치 8 개월의 중상을 입었고, 그의 소속 클럽인 샤를루아는 자신들이 국내 리그전에
승리하지 못한 것은 동 선수의 부상에 의한 리그전 불참가가 원인이라고 하였다. 샤를루아는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지고

갔다.

샤를루아는

울머스가

8

개월간

게임에

결장하는

바람에

벨기에리그 우승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면서 615,000 유로의 보상을 원하였는데, FIFA 의 제프
블라터 총장이 이를 거부하자, 샤를루아의 압바스 바야트 회장이 이 문제를 재판으로 가져간
것이다.

171172

그동안 FIFA 에 많은 불만을 가져온 유럽 클럽들은 이것이 유럽 내 전 클럽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샤를루아를 측면 지원하였다. 그 지원의 중심에 선 것은
G14 이다. G 14 는 ‘유럽 빅 클럽 연합체’라고도 불리는데, 유럽의 주요 축구클럽으로 이루어진
2000 년 9 월에 창설된 압력단체 중 하나이다. G 14 에는 올해까지 박지성이 뛴 바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비롯하여 리버풀, AC 밀란,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등 축구

170

)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 박문성, “이호 부상의 책임은 누구 몫인가”, 네이버뉴스, 2006. 3. 14.자
기사, 웹사이트 http://news .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7&oid=208&aid=0000000004 참조
171
) Pending Case C-243/06, SA Sporting du Pays de Charleroi and G-14 Groupment des Clubs de Football Europeens
v .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FIFA) (2006).
172
)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ndrew Hobs on/Patricia Edwards , G-14 Scores Against FIFA, I.S.L.R. 3-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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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외한이라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내로라하는 클럽들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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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14 는 축구계에서

공식 권위는 갖지 않지만 다양한 클럽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압력단체로 간주되고
있다. 본래 가맹클럽들의 FIFA 및 UEFA(유럽축구연맹)에 대한 불만이 단체의 탄생으로 이어진
것으로서 그 불만이란 FIFA 및 UEFA 의 정식 의사결정절차에 클럽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다. G 14 는 샤를루아의 소송에 편승하여 울머스 선수의 케이스 이외에도
국가를 대표하여 무보수로 플레이하는 선수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함으로써 클럽이 입은 손해배상
및 대상청구를 요구하며 고액인 8 억 6,000 만 유로의 청구도 제기하였다.
한편 G 14 는 프랑스 공격수 에릭 아비달이 2005 년 12 월 코스타리카와의 친선 경기 도중
발목 골절을 입은 후 4 개월간 결장한 것과 관련하여 올림피크 리옹이 FIFA 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7 년 5 월에는 발언력을 높여, G 14 는 유럽만이 아니라 남미와
아프리카의 클럽도 참가시켜 가맹 클럽을 배로 늘리겠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였다.
다만 2008 년 1 월 UEFA, FIFA 및 G14 의 교섭 결과, G 14 를 구성하는 클럽은 단체의 해산을
결정하고 새롭게 유럽 클럽 협회(ECA)가 설립되었다. 또한 동시에 UEFA, FIFA 및 G 14 는
울머스 사건을 포함하여 당시 계쟁 중이었던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그 결과
울머스 선수 사건에 대해 최종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없었다. 그렇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보상금
등의 문제가 이전과 판연히 달라진 반면, 여전히 양 당사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할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므로, 그
쟁점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Ⅲ. 울머스 사건의 쟁점과 세계 축구계의 흐름

1. 문제의 발단

G 14 의 주된 관심사는 보험뿐만 아니라 보상과 관련하여 국가대표팀 출전경기에서 선수에
대한 재정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다. G 14 의 주장에 따르면 선수 차출과 보험에 준용되는
FIFA 의 규정은 정치적으로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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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제 82 조

175

에 따라 FIFA 의

) 2000 년에 설립된 G14 의 원가맹국은, 바이에른 뮌헨, 도르트문트(이상 독일), 바르셀로나, 레알마드리드(이상 스페인),
FC 포르투(이상 포르투갈), PSV 아인트호벤, 아약스(이상 네덜란드), 유벤투스, AC 밀란, 인테르(이상 이탈리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이상 잉글랜드), 파리 셍제르만, 마르세이유(이상 프랑스)이다. 여기에 2002 년 4 개의 팀, 즉
아스날(잉글랜드), 레버쿠젠(독일), 리옹(프랑스), 발렌시아(스페인)가 추가로 들어갔다.
174
) 원래의 조약 명은 ‘유럽경제공동체의 설립에 관한 조약’으로서 보통 ‘EEC 조약’또는 ‘로마조약(Treaty of Rome)’으로
부른다. 이 조약은 2009 년 12 월 1 일 리스본 조약(The Lisbon Treaty)이 공식 발효됨에 따라 기존 조약은 EU 의 목적과
원칙을 정한 ‘EU 조약(TEU, the Treaty on European Union)’과 EU 의 조직과 기능을 규정한 ‘EU 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으로 대체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정호열,
「경제법(제 4 판)」, 박영사, 2012, 44 면 참조). 울머스 판결에서 간단히 ‘로마조약’이라고 표기하므로 본고에서 이에 따라
‘로마조약’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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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및 양도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176

여기서 논란의 대상이 된 FIFA 규정은 ‘선수의 지위

the

Status

and

Transfers

o f p layers

(October

2009))’으로서 선수의 차출을 정하고 있는 부대조항 1(Anne xe 1, ‘Release of playe rs to
association teams ’) 제 2 조에

제 2 조(재정문제와 보험)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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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부대조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를 차출해야 하는 클럽들은 재정적 보상을 받지 못한다.
② 선수의 차출을 요구한 협회는 차출 결과로 선수에게 발생하는 여비 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참가한 선수가 등록되어 있는 클럽은 그 선수가 차출된 전 기간 동안의 질병과 사고에
대하여 커버할 보험을 들 책임이 있다. 그 범위는 그가 차출된 국가대표팀 간 경기 동안
그 선수에 의해 일어난 모든 손해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FIFA 규정에 의하면, 클럽은 FIFA 가 조직하는 월드컵, 유로컵, 아시안컵 등의 국제경기는
물론이고 대륙 토너먼트 예선뿐만 아니라 무급 친선경기에 대해 각국의 축구협회가 요청하는
선수를 차출해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에 의해 구단은 차출기간 동안의 선수의 급료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보험보상의무도 져야한다. 이에 대해 G 14 의 토마스 커스 총경영자는 “현행 규정은
연맹 위주로만 작성되었다. 각 클럽들이 FIFA 가 규정을 입안할 때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이 구단보다 각국 연맹에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178

고 하며, 다음과 같은 3 가지를

요구하였다. 즉 첫째, 구단과 국내 협회는 선수 부상 비용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점, 둘째, 구단은
국제대회의 공헌에 대해 합당한 비용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점, 셋째, 국가대표팀 경기 일정은
구단과 연맹이 상호 합의해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당사자간의 법적인 쟁점을 살펴보면, 먼저, FIFA 규정이 로마조약 제 82 조에서
금지하는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는 선수 차출과 관련한 스포츠
연맹 규칙이 재판을 통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도 포함된다. 둘째는, 월드컵 등의
국제시합에 선수가 참가하는 경우, 그 선수의 소속 클럽은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아야만

175

) 리스본조약 발효에 따라 제 82 조는 EU 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제 102 조로 변경되었다. 본고에서는 울머스 판결
당시 로마조약 제 82 조가 문제되었으므로 그 조문에 따라 로마조약 제 82 조로 표기한다.
176
) Borja Garcia, From Regulation to Governance and Representation: Agenda-Setting and the EU's Involvement in
Sport; 5(1) Ent. & Sports L.J. 1, 43 (2007).
177
) Article 2. Financial provisions and insurance
1. Clubs releasing a play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nnexe are not entitled to fi nancial compensation. 2. The association calling up a player shall bear the costs
of travel incurred by the player as a result of the call-up. 3. The club with which the player concerned is
registered shall be responsible for his insurance cover against illness and accident during the entire period of his
release. This cover must also extend to any injuries sustained by the player during the international match(es ) for
which he was released.
) Hobson/Edwards , supra note 8, a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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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셋째는 국제시합에 참가하는 도중 부상을 입은 선수로 인한 손해는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와 이를 기초로 보험을 들 경우 누가 그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대두된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쟁점별로 살펴보겠다.

2. FIFA 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판단

(1) 로마조약 제 82 조

로마조약 제 82 조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를 획득하고
그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능력에 의해 경쟁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 그렇지만 그
사업자가 공동시장에서 진실한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특별한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제 82 조(현행 TFEU 제 102 조)이다.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수요자들에게

독점가격을

강제하거나

179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

기타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또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각종 부당한 행위를 자행한다면, 시장구조를
악화시키고 소비자의 후생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시장체제 그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둔 규정이다. 로마조약 제 82 조는 경쟁정책의 중요한 구성요소의 법적
기초이고, 그 효과적 집행은 사업자 및 소비자의 이익 및 시장이 잘 기능하게 하기 위해
불가결한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로마조약 제 82 조
공동시장 또는 그 실질적 부분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자의 행위는 그것에 의해 가맹국간의 거래가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된다.
그러한 남용의 예로서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불공정한 구입가격 또는 판매가격 또는 기타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부과하는 것, ⒝ 수요자에게 불리한 생산, 판매, 기술개발의 제한, ⒞ 거래 상대방에게
동등한 거래에 대하여 다른 조건을 붙이고, 당해 상대방을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것, ⑷ 계약의 성질상 또는 상관습상, 계약의 대상과는 관련 없는 추가적 의무를
상대방이 수락하는 것을 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하는 것.
179

) 시장지배적 지위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그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주의를 ‘폐해규제주의’라고 하고, 우리나라, EU, 독일 등이 이러한 입법주의를 취한다. 이에 비해 미국이나
일본이 취하는 ‘원인금지주의’는 별도의 남용행위가 없더라도 시장지배적 지위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아서 필요한 경우에
기업분할까지 가능하게 한다(이호영,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쟁점과 과제”, 저스티스, 통권 제 104 호,
2008. 6, 81 면).

193

EU

에서는

지배적

사업자의

배제행위에

대한

로마조약

제

82

유럽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큰 손해로 되는 행위의 형태에 착안하고 있다.

조의
180

적용에

있어서,

소비자는 신규 또는

개량된 제품 서비스에 대하여, 저가, 보다 좋은 품질 및 폭넓은 선택의 경쟁을 통하여 이익을
얻는다.

그런

까닭에

유럽위원회는

시장이

적절하게

기능하고,

소비자가

유효한

사업자간

경쟁으로부터 발생하는 효율성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집행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배제행위에 관련한 유럽위원회의 집행활동의 주안점은 역내시장에서의 경쟁적 과정을 보호하는
것 및 지배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제품·서비스의 우위에 기한 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경쟁자를
배제하지 않는 것의 확보에 있다.

(2)

FIFA 규정의 로마조약에의 위반 여부

이 사건에서 쟁점으로 된 것은 선수차출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로마조약이 적용되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가 하는 점이었다. 본래 스포츠가 유럽 연합에서 국내경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경제활동으로서 EU 공동체 법원칙이 적용된다.

181

선수 양도비용에 대한 보스만 판결

182

은 스포츠

규정이 경제활동과 관련되고 스포츠의 성격에 국한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한편 반대로 보면 경제활동과 무관한 순수 스포츠 규칙은 이른바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축구의 상업적 성격을 감안하면 경제활동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에 해당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과의 관계만
가지고는 스포츠의 성격에 국한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 중인 시기에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건이 나왔다.

183

2006 년 7 월 18 일

수영선수 2 명이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반도핑 규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

184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스포츠 관련 판례는 전부 이주의 자유와 서비스 제공의 자유 문제였기 때문에
보스만 판결에 따라 경제활동과의 관련성 문제로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경제활동과의

180

) 로마조약 제 82 조가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는, Ekaterina Rousseva, Rethinking Exclusionary Abuses in EU
Competition Law, Hart Publishing at 441 (2010).
181
) Case C-36/74 Walrave and Koch v . UCI [1975] 1 C.M.L.R. 320.
182
) Case 415/93 Union Royale Belge des Soci t s de Football Association and Others v. Bos man and Others [1995]
E.C.R. I-4921. 1990 년 벨기에의 축구선수 보스만(Jean-Marc Bos man)이 벨기에의 RFC 리에주 클럽팀에서 프랑스의
뒹키르팀으로 이적하려다가 소속 구단의 동의 없이는 이적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팀을 옮기지 못하자, 선수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적규정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에 소송을 내었다. 1995 년 12 월 15 일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유럽연합 소속 근로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로마조약에 위배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판결로 계약만료 선수의
자유계약과 유럽연합(EU) 내 외국인 선수 보유제한 철폐가 이루어져 세계 축구계의 이적 질서에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보스만 판결을 분석한 문헌으로는 이철우, “세계, 유럽, 국민국가의 교차점에서-유럽에서 프로축구선수의 이동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제 4 권, 2003, 93 면 이하; 장민, “유럽 축구리그의 이적제도와 유럽사법재판소의 보스만 판결”,
법학연구 제 18 권 1 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278 면 이하 등 참조.
183
)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Juan de Dios Crespo, European Law: Two Swimmers Drown the "Sporting
Exception," 2006(3-4) Int'l Sports L.J. 118 (2006) 참조.
184
) Case C-519/04 Meca-Medina v Commission [2006] I.S.L.R. SLR-175.

194

관련성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185

이 사건에 대해 1 심법원은 위반시 경기 참가가 금지되는

도핑 관련 규칙은 순수한 스포츠 규칙으로서 경쟁법적 요소가 관련되지 않으므로 로마조약
제 81 조 및 제 82 조에서 제외된다고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럽사법재판소는 1 심법원의 순수한 스포츠 규칙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반대하였다. 다만 수영선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결국 패소하였지만, 스포츠
규칙에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사항을 밝혔다. 즉 규칙이
순수하게 스포츠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규칙이 준용되는 활동에 종사하는 개인이나
이를 규정하는 기구가 조약의 범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제 81 조 등은 그
추구하는 목표를 광의로 잡아 그러한 맥락에서 제한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견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스포츠 규정도 스포츠 전체 목표에 반드시 필요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유럽사법재판소는 반도핑 규칙도 페이플레이의 원칙에 따라 경쟁법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동
규칙의 경제적 효과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186

이 수영선수 도핑 관련 사건은 울머스 사건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나온 미묘한 사건으로
울머스 사건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도핑마저도 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는 판에 선수
차출 문제에 있어서는

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제 82 조의 적용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3. 보상금 지급에 관한 문제

FIFA 의 초기 입장은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은 각국 축구협회이지 FIFA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 이유로서 각국 축구협회를 대표하여 활약하는 점은 물론이거니와, 주요 대회의 수익
가운데 75%를 각국 협회로 보내며, 각국 협회에서 이 기금에 대한 처리 권한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FIFA 는 근본적으로 연맹의 규정은 축구의 재정적 결속으로 이어져 서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187

그러나 이러한 안이한 대처가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측은 다행이도 합의를 이끌어 내었는데, 유로 선수권 2008 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그동안 비공식적이던 G 14 가 유럽 클럽 협회(ECA)로 바뀌었다.
G14 로부터 ECA 로의 변경은 쌍방(UEFA & FIFA 와 클럽)에게 있어서 지극히 사정이 괜찮은
것이었다. ECA 의 설립을 조건으로 G14 가 제기하거나 뒤에서 원조한 소송이 취하되는 것은
UEFA 와 FIFA 에게 있어서 괜찮은 사정이었다. 또한 클럽측에게 있어도 국가의 대표선수로서

185

)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룬 문헌으로는 Stephen Weatherill, Anti-Doping Revis ited-The Demise of "Purely
Sporting Interest"?, 12 Eur. Competition L.R. 645-48 (2006) 참조.
) Id, at 651.

186

) Hobson/Edwards , supra note 8, at 3-4.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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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선수의 출장을 허가하는 클럽에 대하여는 유로 선수권 2008 부터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보증되었다.
가장 의의가 깊은 합의사항은 FIFA 나 UEFA 가 총괄하는 결승 토너먼트에서 선수의 출장을
허가하는 클럽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이다. 다만 이 UEFA 와 FIFA 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은
선수가 국가의 대표로서 플레이 하고 있을 때에만 한정되며 부상당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이 금액은 FIFA 와 UEFA 가 지급하는 것이며 각국 축구협회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마이클 에시앙은 첼시의 미드필더인데 가나 대표로서 플레이 하는 도중에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따라서 FIFA 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첼시가 가나 축구협회를 상대로 보상금의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해 봐야
소용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가나 축구협회에 에시앙의 임금(주급 10 만 파운드로서 1 억 5 천만
원 이상이 된다)을 지급할 자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유럽의 클럽들은 FIFA 나
UEFA 를 상대로 하여 보상금을 받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에시앙과 같은 케이스를
막기 위해서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각국의 팀이 각각의 선수를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지급액과 관련하여, 예컨대 유로 2008 에서는 UEFA 는 선수 1 인에게 1 일당 3,000 파운드(약
400 만원)를 클럽에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다만 지급 기준은 결승 토너먼트의 시합을
대상으로 하고, 예선시합은 적용하지 않았다. UEFA 의 발표에 의하면 유로 2008 에 있어서 총액
3,200 만 파운드(약

500 억 원)가

다양한

클럽에

지급되었다.

또한

유로

2012 에서는

최종예선까지 보상금 지급이 확대되어, 1 억 유로(약 1500 억 원)가 575 개의 클럽에 각각
지급되었다. 이것은 유로 2008 때 190 개의 클럽에게만 지급했던 것을 생각하면 금액뿐만 아니라
그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1 억 유로를 기준으로 최종 예선까지 참가했던 선수들에게 4 천만
유로, 본선무대까지 모두 뛰었던 선수들에게 따로 6 천만 유로를 배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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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FA 의 미셸

플라티니 현 회장도 우수한 선수를 제공하는 것에 의해 UEFA 와 FIFA 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오고 있는 클럽은 무언가의 대상을 받을만하고, 이익의 배분에 관여할만하다고 긍정하고
있다.
남아공 월드컵 대회에서는 총액 2530 만 유로(약 365 억 원)가 다양한 클럽에 지급되었다고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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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선수 1 인에 대하여 1 일당 1000 유로(약 130 만 원)정도라는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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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로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가장 많이 받은 Top 5 클럽은 다음과 같다. ① FC 바이에른 뮌헨 310 만 유로, ②
레알 마드리드 300 만 유로, ③ FC 바르셀로나 220 만 유로, ④ 맨체스터 시티 200 만 유로, ⑤ 유벤투스 200 만 유로.
기타

구단별

보상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ecaeurope.com/PageFiles/6038/List%20of%

20clubs %20for%20press%20release.pdf 참조.
189

) 바로셀로나가 557000 유로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바이에른 뮌헨(50 만 유로), 첼시(49 만 유로), 리버풀,
레알마드리드 순이다. http://www.daily mail.co.uk/sport/football/article -1344714/Chelsea-receive-nearly -500k -W orldCup-compensation-FIFA.html#ixzz1AKtV a2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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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금액은 2014 년 월드컵 브라질 대회에서는 7000 만 유로(약 81 억 4000 만엔)에까지
이를 것으로 말해진다.

4. 상해보험 가입 문제

울머스 사건 이후 합의과정에서 월드컵 결승전과 유로 결승 토너먼트에 선수를 출장시키는
클럽에 대하여는 FIFA 및 UEFA 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었지만, 국제대회에서 선수가 부상을
당한 경우의 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의연하게도 포괄적인 체제는 정비되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보상금보다도 선수 부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가 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점은 클럽이나 FIFA 등이 더 잘 알고 있다. 다만 그 보험료가 너무 높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다. 특히 불측이고 돌발적인 사고를 커버하는 것과 같은 보험은 지나치게
고액이게 된다. 예컨대 이적금이 1000 만~2000 만 유로(약 120 억~250 억 원)의 수준에, 그것도
주급이 10 만 유로(1160 만엔)에 달하는 유럽의 톱 레벨의 선수라면, 국제대회 출장을 위한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2006 년

월드컵에서

마이클

오언이

부당을

당했는데,

그의

당시

소속

클럽인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1000 만 파운드(약 13 억 6000 만엔)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한다. 오언은 월드컵
후의

프리미어리그

시즌

중,

대부분

결장했다.

마침

이것은

잉글랜드

축구

협회가

당해

국제대회에 있어서 오언 및 다른 선수가 부상당한 경우, 그의 임금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뉴캐슬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보험회사는 그가 부상당한 사이에 그의
임금의 몇 퍼센트인가를 지급하였다. 다만 많은 축구협회는 선수를 위한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2006 년 말 유럽사법재판소가 한참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FIFA 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월드컵 경기 도중 발생하는 부상에 대하여 ‘일시적 완전 장애’, ‘영구장애’, ‘사망’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해 클럽에 보상하기 위한 보험기금을 창설하였다. 여기서 일시적 완전 장애에
대한 보상은 선수의 180 일치 급료로 제한하였지만, 1 일 상한을 주당 4 만 파운드 이하로
정하였다. 그런데 이 금액은 당시 잉글랜드 마이클 오언과 같은 최고 선수의 수입보다 한참 낮은
수치였다. 그러나 FIFA 는 이 수치가 전통적인 보험에 맞는다고 판단하고 최고 선수에 대한 전액
보상은 보험료가 턱없이 높아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스타 선수는 시합에 출전하지
않아도 마케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장하더라도 구단은 상업적 이익을 계속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그런데

190

그러나 이에 대하여 클럽들은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야 말로 울머르 선수 사건에서 해결을 시도했던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ECA(유럽클럽 협회), FIFA 및 UEFA 는 타협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국제시합으로부터
) Hobson/Edwards , supra note 8, a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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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당해 돌아온 선수가 계속되는 한, 클럽과 축구협회 사이에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인 2012 년 3 월 22 일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서 개박한 UEFA(유럽 축구 연맹)의
정기총회에서 동연맹과 ECA 가 ‘상호양해각서’에 서명을 하여 해결점을 찾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에는 UEFA 가 각 클럽에 소속하는 선수가 부상당한 경우에 대비하여 도입할 예정인
보험제도에 대하여도 다루었다. 이 양해각서의 조항에는 “보험은 선수의 국적에 불구하고, 유럽
전 클럽에 소속하는 모든 선수에 대하여 적용된다. 대상으로 되는 시합은 공식전, 친선시합을
묻지 않고 예정된 모든 국제시합에 미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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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는 이 문제를 후원사를 통해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유수의 글로벌 부동산 및
재해보험기업인 리버티 뮤추얼 그룹(Liberty Mutual G ro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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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자회사인 브라질의 리버티

세구로스(Liberty Seguros)가 2014 FIFA 월드컵 브라질과 2013 FIFA 컨페더레이션컵에서 FIFA
월드컵 내셔널 서포터(a FIFA Wo rld Cup National Supporter)가 되기로 FIFA 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리버티 세구로스의 FIFA 월드컵 참여로 이 회사는 ‘2014 년 FIFA 월드컵 공식
보험사업자’가 되었다. FIFA 와 리버티 세구로스의 계약은 2011 년 3 월 1 일부터 2014 년
10 월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동안 2014 FIFA 월드컵 브라질에서 개최되는 64 회의 전체 게임과
2013 년 FIFA 컨페더레이션컵에서 열리는 16 회의 게임에 적용된다.

Ⅳ. 국내의 사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 클럽과 UEFA 및 FIFA 는 선수 차출에 있어서의 갈등과 손해
부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각도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내의 사정은 어떠한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한축구협회의 각종 규정들에
있어서는 국가대표팀 경기 중의 클럽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다. 한편 부상에 대비한
보험 관련 규정으로는 ‘국가대표축구단 운영규정’ 제 20 조를 들 수 있다.

제 20 조(선수단의 보험)
①

구단이나

팀이

소속

선수에

대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제축구연맹

규정(FIFA

선수이적규정 제 37 조 ③항)에 따라 대표단 소집기간 중의 부상, 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대표단 소집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선수의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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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uefa.com/uefa/stakeholders/clubs/news/newsid=1772337.html
) 리버티 뮤추얼 그룹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터키, 미국 등 26 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리버티 뮤추얼의 해외사업부는 또 리버티 인터내셔널 언더라이터즈(Liberty International Underwriters)로
불리는 글로벌 특수보험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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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및 질병 등에 대비하여 내국 인 보험법에 따라 협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순히 부상에 대한 보험 가입이 전부이다. 그마저 클럽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의무조항으로 구성하고, 제 2 항에서는 협회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어 최근에 해외에서 벌어지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국내 축구 클럽들은 해외와 같이 수입이 넉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ㆍ시민 구단의 경우
재정이 열악한 형편이다. 결국 보험료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선수의
권익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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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합이나 훈련 중 부상문제는 클럽이나

국가대표팀 사이의

위험부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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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하다. 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관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민법은 제 537 조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여 채무자 위험부담의
원칙만을

정할 뿐

따라서는,
로마법,

①

위험이 언제 이전하는가를 정하지 않고

계약체결시주의(계약체결시부터

프랑스민법,

입법례로서

계약이

스위스민법에서
체결되더라도

매수인이

채택),

소유권이

②

있다. 이와

위험을

부담하는

소유권주의(소유자가

이전할

때까지는

관련하여 입법례에

소유자인

위험부담주의로서

위험을

부담한다는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원칙으로서 영국의 Sale of Goods Act 에서 채택), ③ 인도주의(목적물의 인도에
의하여 매수인은 그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의 이전과 관계 없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입법례로서

우리나라는

이와

견해이다.

195

독일,

관련하여

오스트리아,

③과

같이

미국

점유가

및

국제통일매매법에서

이전하면

위험이

채택)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나뉜다.
통설적

선수가 현재 국가대표팀 경기로 활약하고 있다면 그 위험원은 축구협회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클럽에게 일방적인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로마조약 제 82 조의 위반 여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 조의 2

196

위반 여부도 문제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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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이에리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들이 훈련이나 경기 중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 생활 안정을 이루고
국가적 차원에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의미가 있다.
194
) 민법 제제 537 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195
) 김형배ㆍ김규완ㆍ김명숙,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1247 면;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0, 1231 면 등
참조.
196

) 로마조약

제 82 조와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 조의 2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 3 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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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또는

Ⅴ. 맺음말

이상으로 최근 울머스 판결을 계기로 일어나고 있는 유럽 축구 클럽과 FIFA 및 UEFA 의
갈등상황과 그 해결점의 모색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점과 보험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하였다. 이미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절반이 해외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유럽 상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한축구협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소속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다쳐 돌아오는 것을 반기는 클럽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물론
국내와 같이 프로축구 흥행이 열악한 실정에서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하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클럽에게도 어느 정도 흥행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의 부름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클럽들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는다면 갈등과 긴장관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내 축구클럽에게 희생만을 강요한 상황이나 최근 해외의 흐름을 감안한다면 보상금
문제를

현실성

있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부상에

있어서의

보험

문제도

대한축구협회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 중 기성용, 박주영 등 스타급
선수들이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활약하는 도중 부상당할 경우 유럽 클럽에서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음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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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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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KIM, Min-Jung
(College of Law, Chonbuk National Univ.)

I. 서론

(i) 퍼블리시티권(rig ht o f pub lic ity) 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세상에 등장한 때가 1953 년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60 여년 전에 프로야구선수의 사진과 이름을 독점적으로 제품에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껌제조회사와 라이벌관계에 있는 다른 껌제조회사가 그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사건에서 미국법원이 당시 이미 미국판례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프라이버시권(인격권)과는 별개로
누구나 자신의 초상이 가지는 공표(혹은 이용)가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판결을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탄생시켜 그 동안 많은 판례나 학설을 통하여 발전시킨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정되고 있다.
국내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시기는 대체로 1995 년 무렵이다. 국내판례를 보면
이른바 「이휘소사건」에서 서울지방법원이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rig ht o f
commercial approp riatio n)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하면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경우가 있고,
역시 그 무렵부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문언이 다수 등장하여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란이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된 사정을 엿볼 수 있다. 국내판례는 1995 년 처음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한 이후 간혹 아직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권리개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찾아볼 수 있으나, 최근에는 대체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권리개념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i)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법적 성질이나 양도성·상속성, 그 보호객체와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에 관하여 반드시 판례의 태도나 학설상의 견해가 통일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내의 사정을 살펴보면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가 존재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 예컨대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사정,

퍼블리시티권을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정, 사회의 발달에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사정, 유명인 등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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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사정 등에 비추어 해석상 퍼블리시티권이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판례에

따라서,

혹은

학자에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을 정의하는 견해가 서로 천차만별이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처음 1953 년에
미국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Je rome Frank) 판사가 표명한대로 ‘자기의 초상이 가지는 공표가치에
대한 권리’(a right in the publicity value of his photog raph) 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다시 누구에게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가, 퍼블리시티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은
무엇인가,
고려하면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의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정의는

일종인가
더욱

재산권인가

복잡하게

등등의

전개될

수

여러
있다.

사항을

종합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각

개념정의에 관한 내용을 모두 소개·언급하기는 곤란하고, 다른 문헌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국내판례를 간단히 살펴보면 대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right o f commercial appropriation) ’,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자신의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기타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등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학설상으로는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몇 가지 논의가 있고, 국내에서 널리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는 우선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 즉 퍼블리시티권이
인격권이냐 재산권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퍼블리시티권은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가치로부터 파생된 권리이기는
하지만,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에 관한 권리인 이상 인격권(혹은 지적재산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property

rig ht) 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유명인에 한하는가, 모든 사람이 퍼블리시티권을 가질 수 있는가, 혹은
어떤 대상에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가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넓게
보면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고,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라면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iii)

퍼블리시티권의

스포츠선수

등을

보호와

중심으로

관련한

문제는

제기된다.

특히

국내외를
미국에서

막론하고
처음

주로

유명한

퍼블리시티권이

연예인이나

문제된

사건이

공교롭게도 유명프로야구선수의 초상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건이며,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많은 스포츠스타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곤란을 격고 있다는 사정에서 알 수
있다시피,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제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관련된 문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제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의 범주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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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아니하나, 특별히 선수에 초점을 맞추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관한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경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i)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객체, (ii)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iii)
사망한 선수(post mo rtem)의 퍼블리시티권, (iv)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침해에 대한 보호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객체에 관한 검토

1. 서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혹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성명(name), 초상(pho tograph)이나 신체의 일부를 비롯하여, 이미지(image)나
스타일, 음성(vo ice), 서명(signature)이나 메모, 이력 등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privacy) 등을
널리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으로 들 수 있다.

2. 선수의 성명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i) 성명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성과 이름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성은 가계(家系)의 이름이고,
명은 개인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성명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법률생활에서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징표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각

개인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기 성명의 오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사람이 자기의 성명에 대하여 갖는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흔히 「성명권」이라고 한다.
성명권에는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 등이 포함한다. 성명은 사람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징으로서 개인의 인격과 밀착되어 있으므로, 성명권은 우선 인격권에 포섭되는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는 자기의 성명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누릴 권리, 즉 자기의 성명을
경제적으로 통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바로 그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입법례로는 독일민법 제 12 조(혹은 스위스민법 제 29 조)와 같이 성명권(Namensrecht)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독일에서는 성명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의 근거를 독일민법
제 12 조로 이해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성명에 대한 권리 내지 성명권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판례나 학설은 이견없이 성명에 대한 권리 내지 성명권을 일종의
인격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분명히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204

이루는 성명권을 인정하고, 또한 성명에 대한 퍼블리시티권까지 긍정한다. 학설상으로도 굳이
성명권이나 성명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의 근거규정을 찾자면 간접적으로나마 행복추구권을 정한
헌법 제 10 조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 750 조 등을 들 수 있다.
(ii) 사람의 성명은 성과 이름으로 구성된다. 보통 성이나 이름만을 사용한 경우는 물론, 성명을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이나 이름 혹은 성명이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이나 이름 혹은 성명이
사용된 문맥, 상황 기타 관련된 일체의 사정을 감안하여 누구를 지칭한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 경우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유명한 선수의
경우에는 성이나 이름만으로도, 가명(假名)이나 두문자(頭文字) 내지 이니셜 등만으로도 특정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선수의 이름은 본명에
한하지 아니하고, 닉네임(예컨대 도루왕 등) 등도 포함된다. 또한 어떤 선수의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성명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어떤
선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성명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경우로 볼 수 있다.
(iii) 최근 국내에서도 우수한 선수의 발굴 등으로 인하여 국내외적 지명도를 갖춘 선수가 많고,
또한 관련되는 스포츠산업은 물론, 광고산업이나 게임산업, 인터넷산업이 날로 성장·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이나 광고시장, 게임시장, 인터넷 등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선수의
성명이 동의없이 사용되거나, 혹은 계약내용에 반하여 광고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선수의 성명에 따른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부터 선수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선수의

성명에

따른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배드민턴선수

박주봉사건」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배드민턴선수로 국내와 특히 말레이시아
등의 동남아에 널리 알려져 있는 박주봉선수(원고)와 지에프콤과 사이에 지에프콤이 생산 및
개발하는 배드민턴에 대한 경기용품과 관련한 모든 제품에 원고의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용품사업·영상사업과 관련하여 각종의 홍보 및 영업활동에 있어서 그의 이름을 역시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지에프콤이 「주봉, Joobong」브랜드로 배드민턴사업을 지속하다가
계약기간의 만료 이후에도 무단으로 인터넷홈페이지(www.joobong.com)에 그의 초상과 함께
‘박주봉과 함께’, ‘배드민턴의 황제 박주봉’ 등의 광고문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례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의 성명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산업 등 관련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그 침해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박주봉선수의 성명 등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
충분하고, 유명스포츠선수인 박주봉선수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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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성명을 무상사용하기로 계약한 지에프콤이 그 기간의 만료 후에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그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박주봉선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침해한 경우가 되므로, 그로 인하여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2005 프로야구게임물사건」도 선수의 성명에 따른 퍼블리시티권의 인식에 관하여 중대한
전기를 마련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국내 프로야구구단에 소속된 이종범선수 외 122 명이
자신의 동의없이 성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한국프로야구 2005」라는 휴대전화용 야구게임을
개발·판매한 게임회사(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005 프로야구게임물사건」에서도 판례는
우선

비록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양도

및

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선수의 성명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에 선수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그 효과는 선수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선수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선수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선수의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는 한편, 그 한도 내에서는 선수가
자신의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그리고

게임회사(피고)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이종범선수 외 122 명의 프로야구선수는 언론을 통한 프로야구경기중계, 인터뷰, 광고 등으로
인하여 이미 공적(公的) 인물이 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성명이 공표되는 경우를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2005 프로야구게임물은 프로야구선수의 성명을 사용한 휴대전화용
야구게임에 불과하여 게임회사가 2005 프로야구게임물에 프로야구선수의 성명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례는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성명을

상업목적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까지

그

사용을

수인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게임회사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선수의 초상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i) 초상이란 사전적으로 정의하자면 ‘사진이나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과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 기타 사회통념상 누구인가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혹은 스케치)되거나, 캐릭터나 캐리커처,
밀랍인형 등에 이용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또한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즉 초상에
대한 권리(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혹은 초상에 대한 퍼블리시티권)를 가진다. 초상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현행의 법령상 명문규정은 없으나, 초상의 법적 보호가 인정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판례도 분명하게 초상에 대한 권리는 ‘헌법 제 10 조 제 1 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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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는 권리’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민법 제 750 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 750 조의 규정도 초상권이나 초상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초상에 대한 권리라 함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용모 기타 사회통념상 누구인가를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 등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상은 본질적으로는 인격권으로서 보호되지만, 한편 자기의
초상이 함부로 영리나 상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영리적·상업적으로 사용된 경우에 그 대가를
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초상에 대한 퍼블리시티권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ii)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되는 많은 경우가 선수의 초상과 관계된다. 국내에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된 「배드민턴선수 박주봉사건」, 「2005 프로야구게임물사건」 등은 모두
선수의 초상에 따른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된 경우이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선수 박주봉사건」은
유명한 배드민턴선수인 박주봉선수에게 일정기간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 기간 동안 그의 초상을
무상사용하기로 계약한 회사가 그 기간의 만료 후에도 인터넷홈페이지에 그의 초상을 사용하여
광고를 한 사건이고, 또한 박찬호선수의 성장과정과 메이저리그로의 진출과정, 메이저리그에서의
생활 등에 관한 기사를 토대로 320 여쪽에 이르는 「메이저리그와 정복자 박찬호」라는 서적을
저술하고,

특별부록으로

브로마이드사진을

박찬호선수의

첨부하여

투구모습과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러닝모습이
문제된

양면으로

들어간

「박찬호사건」에서도

천연색
역시

브로마이드사진의 발매·반포로 인한 초상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문제되고 있다. 그리고
1987 년 국내 최초로 파리-다카르델리를 완주한 카레이서(최종림)를 만화(「아스팔트사나이」)의
등장인물인 카레이서 ‘최정립’의 캐릭터로 사용한 「아스팔트사나이사건」도 만화의 캐릭터에
의한 카레이서선수의 초상에 대한 상업적 이용 혹은 퍼블리시티권이 문제된 경우이다.

4. 선수의 경기기록 등 개인정보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i)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제에서는

특히

선수의

경기기록

등

개인정보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의 보호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론 선수의 개인정보가 퍼블리시티권의
객체가 되는가에 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선수의 경기기록이나 통계 등은
선수에 대한 이력적 사실이고, 선수의 경기기록이나 통계 등을 이용하더라도 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명성 등과 같은 인적 속성 내지 자기동일성(identity)에 대하여 갖는 경제적 가치를 해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수의 경기기록은 어쩌면 공유영역(p ublic domain) 혹은 공공의 정보에
속한다고 보아야 마땅하므로,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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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수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이른바

프라이버시권으로

포섭되고,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은 그 본질에 있어서 인격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한편,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된 경우라고 보면 당연히 선수의 경기기록이나 전적 등 개인정보도
퍼블리시티권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ii) 선수의 순수한 사생활(예컨대 연애스캔들이나 가정사 등)은 물론, 선수의 소속, 팀내의
위치(position), 경기기록이나 전적(戰績) 등은 선수 개인이 가지는 일종의 프라이버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수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한 노출은 한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 즉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하고, 만약 선수의 개인정보를
타인이 멋대로 취득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마구마구인터넷야구게임사건」을 보면 법원은 게임회사가 인터넷야구게임을
제작·유통하는 과정에서 전직 프로야구선수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선수시절의 소속구단
및 수비위치 등 인적 정보를 게임에 등장하는 야구선수캐릭터에 사용한 행위를 프로야구선수가
가지는 자기동일성의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판례를

보면

선수의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경우라고

전적이나

개인기록,

팀내의

위치

등에

대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경우도 있고,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유명한 「CBC 사건」에서는 CBC 회사가 적절한 라이선스가 없더라도 메이저리그야구선수의
정보를 판타지야구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미국수정헌법 제 1 조의 표현의
자유가 퍼블리시티권에 우선하므로, 비록 라이선스가 없다고 할지라고 CBC 회사는 선수의
정보를 판타지야구게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선수의 경기기록 등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공공의

정보라는

공익적

요소가

중시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울랜더(Uhlaender)사건」에서는 메이저리그야구선수의 성명은 물론, 팀명, 포지션, 유니품번호,
경기기록 등에 대하여까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인정하고 있고, 그 이유를 널리 유명하게 된
메이저리그야구선수는 유명인사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하므로, 그 산물인 선수로서의
지위·위치나 경기기록 등에 대하여도 정당한 재산적 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유명한 프로골프선수인 아놀드 파머, 잭 니콜라우스 등이 원고가 된 「아놀드 파머사건」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프로골프선수의 경력이라고 할지라도 상업적으로 무단히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프로골프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III.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1. 서설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를 판례와 같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이해하는 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성립요건과 크게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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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효과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 750 조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도 (i) 고의ㆍ과실, (ii)
위법행위(위법성), (iii) 손해의 발생, (iv)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다만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성명이나 초상 등 자기동일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의 정의로부터 특히 그 침해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다른 일반불법행위의 요건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본다.

2. 공표가치의 이용
처음 미국법원이 퍼블리시티권을 언급한 「해란 대 톱스사건」(Healan Laborato ries, Inc. v
Topps Chewing Gum, Inc.)의 판결을 보면 사람은 ‘자기의 초상이 가지는 공표가치에 대한
권리’(rig ht in the publicity value o f his photograph)를 가진다고 언급하고 있다시피, 혹은
퍼블리시티권을

‘배타적으로

퍼블리시티의

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시피,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선수가 가지는 공표가치(혹은 자기동일성이나
개성, 고객흡인력 등과 같은 용어로 바꿔 칭할 수 있다)의 이용이 있어야 한다. 넓게 생각하면
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개인정보 이외에도

예컨대

음성, 특정한 역할이나

배역, 경기행위,

서명이나 메모 등에 대하여까지 이른바 퍼블리시티의 가치(pub licity value)로 인정할 수 있다.
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경기기록을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선수가 특정한 역할이나
경기행위(예컨대 야구경기에서 도루왕 이종범선수의 도루, 김연아선수의 특기인 더블악셀 등)를
단골로 한 결과로 그 모습하면 곧 그 선수를 떠올릴 정도가 된 경우라고 하면 선수의 특정한
역할이나

경기행위를

묘사하거나

모방하는

때(예컨대

광고를

하면서

도루왕

이종범선수의

도루장면을 연상케 하는 영상을 삽입한다든지, 게임캐릭터로 하여금 김연아선수의 더블악셀을
연상케 하는 동작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역시 선수의 역할이나 경기행위가 공표가치로
인정되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될 수 있다. 그리고 예컨대 유명야구선수로부터 홈런기념으로
사인볼을 받아 그 사인볼이 조각된 메달을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와 같이 선수의 서명(혹은
메모)이 공표가치 혹은 그 선수가 인식될 수 있는 자기동일성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경주마나 경주용 자동차, 선수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한 운동장구(예컨대 유니폼, 골프백이나
골프채, 야구글러브) 등에 대하여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엄밀하게는
「물건의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테마로 논의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이고, 얼핏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는 유명선수에 대하여와 마찬가지로 경주마와 같은 동물이나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
특정의 경기도구 등에 대하여도 팬의 관심이나 호감, 동경 등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고, 만약 그
감정이 그 경주마나 경주용 자동차, 특정의 경기도구 등의 명칭이나 모습 등과 관련된 상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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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관심이나 소유갈망으로 나타날 수 있을 때에는 경주마나 경주용 자동차 기타 경기도구 등도
한편 공표가치 혹은 퍼블리시티의 가치를 가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공표가치나

퍼블리시티의 가치가 있는 한 사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물건에 대하여도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경주마나 경주용 자동차
기타 운동도구 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제는 우선 게임이나 광고 등에 경주마나 경주용
자동차 기타 운동도구 등의 명칭이나 사진을 무단히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 경주마나
경주용 자동차 기타 운동도구 등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다고 보기 보다는 경주마의 기수,
경주용 자동차나 기타 운동도구 등을 소유하는 선수가 그 경주마나 경주용 자동차 기타 운동도구
등에 쌓인 팬의 지명도 내지 유명성 혹은 애착 등을 통하여 그 경주마나 경주용 자동차 기타
운동도구 등에 대한 공표가치를 가지게 되고(경주마나 경주용 자동차 기타 운동도구 등의
유명세가 그 선수에 기인하므로), 만약 무단히 그 경주마나 경주용 자동차 기타 운동도구 등의
명칭이나 사진 등을 이용한다면 결국 선수 자신의 공표가치를 침해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된다고 보는 태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쉽다. 혹은 경주마나 경주용 자동차 기타 운동도구
등의 명칭이나 사진을 게임이나 광고 등에 이용한 경우에 비록 기수나 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기수나 선수를 연상시킬 수 있다고 하면 역시
경주마나 경주용 자동차 기타 운동도구 등의 명칭이나 사진의 이용에도 불구하고 기수나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3. 상업적 이용
선수의 공표가치에 대한 상업적 이용(commercial use)의 경우에 한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비록 영리적 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다. 물론 영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상업적 이용에 포섭되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될 수 있지만, 비록 선수의 성명,
초상이나 경기기록 등 어떤 공표가치의 이용을 통하여 전혀 영리적 이익을 얻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업적 이용으로 보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상업적
이용은 영리적 이용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그리고 ‘상업적 이용’의 범위가 좀 애매하므로, 혹은
선수의

더 강한

‘상업적으로

혹은

보호를 위하여는
기타

상업적

이용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방법으로’(commercially o r othe rwise) 선수의

공표가치를

표현하여
자기의

‘이익’(p ro fit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advantage)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상업적 혹은 기타 방법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이용과 관련하여 흔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로는 예컨대 선수의 사진이나 경기모습 등을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에
이용하는 경우, 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 및 구매를 위한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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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는 경우, 선수의 모습이나 동작 등을 패러디하거나 밀랍인형을 만들어 전시하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선수의 초상이나 경기모습 등이 언론매체에 이용된 경우에 대하여는
‘오로지 특정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인쇄된 전통적인 광고’(in a trad itional advertisement
printed me rely

for

the purpose of selling

a particular p roduct)가

아니라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보지 아니할 수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육상선수의 발에
착용하고 있는 런닝화를 크로즈업시키거나 특정한 메이커의 런닝화를 합성한 후에 잡지의 다른
페이지에 나오는 그 런닝화의 광고와 연계되어 그 런닝화의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경우와 같이
어떤 ‘관련적 요소’가 존재하는 때에는 단순한 선수의 초상이나 경기모습의 이용이라고 할지라도
상업적 이용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 및 구매를 위한 정보에 이용한 경우에도 역시 ‘그 이용행위와 상업적 목적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a d irect connection between the alleged use and the commercial purpose)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선수의 패러디에 관하여는
대표적으로 미국판례인 「카드툰즈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카드툰즈」(Cardtoons)라고
캐리커처를

넣고,

뒷면에는

하는
각

게임회사가
선수의

앞면에는

선수생활에

메이저리그야구선수를

관한

유머러스한

패러디한

코멘트를

넣은

패러디야구카드(parody trad ing cards)를 생산하자 메이저리그야구선수협회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주장한 사건인데, 판결을 보면 카드툰즈회사의 패러디는 미국수정헌법 제 1 조(First
Amendme nt)에 의하여 보호되고, 메이저리그야구선수가 ‘패러디의 결과로 어떤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로

볼

수

없다’(no

economic

harm as

a

result of

that parod y)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직접적으로 선수의 패러디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다룬 사건을 아니지만, 이른바 「배용준밀랍인형사건」에서 법원이 초상의
이용에 대한 어떤 동의나 승낙도 받지 않은 밀랍인형의 전시를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보다시피
- 결국은 표현의 자유와 퍼블리시티권의 보호에 관한 이익형량의 문제이기는 하나 -, 경우에
따라서는 선수의 패러디 혹은 밀랍인형의 전시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역시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에 중점을 둔 경우로 「아스팔트사나이사건」에
대한 판례가 있다. 「아스팔트사나이사건」에서는 만화가가 실존하는 카레이서를 모델로 만화를
연재하여 카레이서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된 경우인데, 법원은 헌법상 예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헌법 제 22 조), 만화도 예술적 저작물의 하나이므로
등장인물의 캐릭터로 원고의 성명과 경력을 사용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이 아니며, 명예훼손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4. 무단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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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선수의 동의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문제되지 아니한다. 물론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은 선수의 명시적 동의없이 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잡지·방송·인터넷 등 매체, LCD 모니터, 카탈로그, 포스터, 현수막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지만, 예컨대 광고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후에 계속 선수의 공표가치를 이용한 경우
혹은

선수의

공표가치를

광고출연계약에서

정한

매체

이외의

매체에

이용하거나

광고출연계약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목적에 이용한 경우와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예컨대
「박주봉사건」이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일정기간 활동비만을

지급하고 무상사용하기로 한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계속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문제된
경우이고, 법원은 무단이용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광고출연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광고매체에 선수의 초상을 이용하거나, 혹은 인터뷰기사를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을

잡지광고,

신문광고,

홈쇼핑광고,

인터넷광고,

LCD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단이용이 된다.
선수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설령 묵시적 동의에
의한 공표가치의 이용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예컨대 스스로 포즈를 취하는 경우,
TV 카메라에 친근하게 웃는 경우, 대가를 받은 경우에 흔히 초상의 촬영과 공표에 관하여 묵시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이용을 위한 묵시적 동의의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5. 유명선수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선수에게만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굳이 유명선수에게만 한정하여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

물론

아직

별로

유명하지

아니한

선수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여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경제적 가치가 적어 그로 인한
손해액이 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명선수에 대하여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가의 논의는
법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판례를 보면
사회통념상 신인이라면 오히려 인기선수와 반대로 잡지나 방송 등의 매체에 될수록 많은 기회에
자신의 사진이 게재되거나 방송되게 하여 자신의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쓴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 쉽게 자신의 공표가치의 이용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추정할 수 있다고 암시하는
듯한 판시가 있으나, 아무리 신인선수라고 할지라도 무단히 성명이나 초상, 경기기록 등이 타인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분명히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라고

보아야

한다.

퍼블리시티권을 ‘표상가치의 경제적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right o f e very
human being to contro l the commercial use of his publicity value)라고 정의하여야 한다고 볼
때 비록 신인선수라고 할지라도 유명선수와 마찬가지로 퍼블리시티권을 향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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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프로선수이든 아마추어선수이든 모두 퍼블리시티권을 가진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힌 판례도 있다.

6. 공적 인물에 의한 제한
선수가 공적 인물, 즉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저명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른바 공적 인물이론은 미국에서 「뉴욕
타임즈」판결을

통하여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설정기준으로

성립한

이론으로서, 국내에서도 판례가 ‘공적 인물에 대하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 그 사생활의 공개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어느 정도 공적
인물이론을 따라가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공적 인물이론은 본래 공적 인물에 대한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이 되는가 아닌가에 주로 적용되는 문제로 언론보도가 전적으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제는 주로 선수의 성명, 초상 기타 경기기록 등을 대부분 악의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생긴다고 하는 사정을 생각하면 언론보도의 명예훼손에 관한 공적
인물이론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다룬

사건은

아니나,

판례는

「이휘소사건」에서

이휘소는

‘사회의

공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휘소를 모델로 하여 이휘소라는 실명을 사용하여 창작된 소설에
이휘소의 사진을 사용하더라도 이휘소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고
고려하고

판시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있다.

박찬호선수가
박찬호」)과
브로마이드에
침해를

그리고

자신의

「박찬호사건」을

허락을

브로마이드의
관하여는

인정하지

침해 여부에

받지

않고

대한

보면
그의

판단에

아니하고

있다.

침해를

법원은

인물이라고 하는 요소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사진을

인쇄·제본·발매·반포·광고를

퍼블리시티권의

공적

게재한
금지하는

인정하고,

박찬호선수는

있을

서적(「메이저리그와
가처분을

서적의
미국

활동하고

신청한

경우에는

당시
정복자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야구선수로서 국내외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므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히 서적과
관련하여서는

공적

인물에

대한

서술·평가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실이

헌법상의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공적 인물인 박찬호선수의 생애에 관한 서술과 그에
관한 평가를 담는 서적인 평전에서는 서적의 성질상 당연히 박찬호선수의 성명을 사용하고 그의
사진을 게재하여야 하므로, 박찬호선수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특히
박찬호선수가

공적

인물로서

그

성명이나

유명야구선수로서 그 성명과 초상을

사진의

사용을

수인하여야

하며,

박찬호선수가

재산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박찬호선수의 성명과 초상 그 자체가 독립적·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박찬호선수의 대형사진이 게재된 브로마이드에
대하여는 박찬호선수에 대한 평전의 내용과 필요불가결한 부분이 아니며, 서적과 분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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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으로 제작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상업적으로 이용될 염려가 적지 않으므로 브로마이드의
발매·반포로 인하여는 박찬호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7. 손해의 발생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민법 제 750 조).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의하여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침해가 있더라도 손해가 없으면
당연히

손해배상의

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한다.

손해가

되기

위하여는

선수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하여 선수가 입는 손해란 선수 자체 혹은 선수가 가지는 재산의 상태가
종래의 상태나 기대되는 상태보다 불이익하게 변화된 경우를 가리킨다.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면 금전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재산적 손해가 생길 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곤란하거나 본래 금전적 평가가 불가능한 비재산적 손해 혹은 정신적 손해도 생길 수
있다.

IV. 사망한 선수(post mo rtem)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제

1. 서론
사망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도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본래 사자(死者)에게도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과 같은 인격권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일찍부터 논의되고
있고,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으로부터 파생된 권리라고 보므로, 사망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문제는 사망한 선수의 인격권에 관한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생각하면 인격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상속이 되지 아니하므로, 사자의 인격권에 관한 논의는
사자

자체에

경우에는

인격권이

사망한

선수

인정되는가
자체가

하는 대단히

재산권으로서의

어려운

문제로

퍼블리시티권을

귀결되나,
계속

퍼블리시티권의

가진다고

이해하기는

곤란하고, 다만 퍼블리시티권이 일종의 재산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이나 상속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내지 상속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그로 인하여
선수 자신이 생전에 쌓은 공표가치를 통하여 누리던 퍼블리시티권은 - 여느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 권리주체의 변경에 의한 승계적 이전을 통하여 그대로 존속되는 효력이 생기게 된다.

2. 선수의 사망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이전

(1) 퍼블리시티권의 양도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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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가

자기의

퍼블리시티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퍼블리시티권의 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면 선수가 사망한 후에도 양수인이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따른다.
우선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에

관하여는

크게

다투어지고

있다.

자세한

논의가

여의치

아니하므로, 우선 생각하면 퍼블리시티권이 비록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과 마찬가지로 선수의 인격으로부터 파생하는

권리로서 선수 자신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을
부정하는 견해도 일면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과는 별개·독립의
재산권으로 파악하는 이유가 그 양도의 자유를 인정하며, 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주려고 하는 취지에 있고, 퍼블리시티권은 물론 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본질은 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등 자체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발현되는 공표가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히 퍼블리시티권을 재산권으로 보는 한 그
양도성을 인정하여 이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프로야구선수가
전속계약 등을 통하여 초상 등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의 사용을 프로야구구단이나 프로야구협회
등에 맡긴 경우에는 더 이상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할 수 없다.
판례도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을 긍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정사건」을 들 수
있다. 유명골프선수인 장정선수의 동의없이 장정선수의 사진과 서명을 피고회사가 판매하는
퍼팅연습기의 광고에 사용하여 장정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초상권은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상업적 권리로서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으로 구별되며,

전자는 양도가 불가능하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본인만이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후자는 양도가 가능하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양수인만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분명히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양도계약은

선수의

인격적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 제 13 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 104 조)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을 통하여
적절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
퍼블리시티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이

선수의

사후에도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양도계약에서 어떤 약정을 하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상
선수의

사후까지도

얼마든지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선수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퍼블리시티권의 양도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다는 뜻의 합의가 인정될 수
있다(역시 민법 제 103 조나 제 104 조 등에 의한 제한은 받는다). 다만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양도계약의 효력이 사후에까지 미치는가 하는
문제가 야기된다. 생각건대 민법 제 690 조가 위임인의 사망을 위임계약의 종료사유로 정하고
있다시피, 퍼블리시티권은 본질적으로는 선수의 인신이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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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고려할 때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선수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양도계약은 종료되고,
상속인에게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이 되돌아온다고 볼 필요가 있다.

(2) 퍼블리시티권의 사인처분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사인처분,

즉

사인증여나

유언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도

결국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 여부와 연결된다.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이 인정되는 한 선수는 생전에
사인증여나 유언을 통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예컨대 친구, 지인, 사단 혹은 재단에 믿고 맡길 수
있다고 생각된다. 선수가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사망에 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수증자에게 귀속시키는 효력이 생기게 하면 바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사인증여가 된다(민법
제 562 조 참조). 또한 선수는 유언에 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타인에게 줄 수도 있다.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이므로, 단독행위로 퍼블리시티권을 사후처분하는 때에는 반드시 유언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민법상

유언에

관하여는

엄격한

방식주의가

적용되므로,

선수가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유언을 할 때에는 당연히 민법 제 1065 조 내지 제 1070 조에서 정한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다.

(3) 퍼블리시티권의 상속
선수가 사망하면 그 선수가 누리던 퍼블리시티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가, 아니면 상속인에게
상속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역시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에 관하여는 찬반양론의 심각한
의견대립이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의 양도성에 관한 설명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세한 논의는 차후로
미루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과는 별개·독립의 재산권으로 보는 한(물론
상속이 문제되는 권리도 있으나, 재산권은 보통 상속성이 인정되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도
긍정할

수밖에

퍼블리시티권에

없다고

본다.

관하여는

그

판례도
성질상

퍼블리시티권은
민법상의

인격권보다는

명예훼손이나

재산권에

프라이버시에

가까운
대한

사실,
권리를

유추적용하기 보다는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함이 상당한데 상표권이나 저작권은
상속이 가능한 사실, 상속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크게 좌우되므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큰 사실 등에 비추어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타당하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누가 상속하는가가 문제된다. 저작권법 제 128 조는 저작자의 사망 후
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자로 「유족」을 들고 있고, 유족이란 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사망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상속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 128 조를 우선적으로 유추적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저작권법 제 128 조를 유추적용하면 배우자, 자, 부모의 순으로 사망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 부모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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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손이나 조부모 혹은 형제자매와 같은 가장 가까운 유족이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은

다른

재산권의

상속과

차이가

없으므로,

저작권법상의 규정이 아니라 민법상 상속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민법 제 997 조
이하 참조).
선수가 생존중에 자기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사후에까지 그
퍼블리시티권이 상속에 의하여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있다. 곰곰 생각하면
선수가 생존중에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의 퍼블리시티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견해도 일리가 있다. 예컨대 선수의 생존중에 자기의 성명, 초상 등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면 상속재산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이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없고(퍼블리시티권은 무형의 권리로서, 저작권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되듯이,
본인이 생존중에 계약 등으로 양도 또는 사용허락하는 등 권리로 행사하여야만 비로소 상속될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의 구체성을 띠게 된다), 만약 선수가 생존중에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록

사후에

그의

성명,

초상

등이

타인에

의하여

상업적으로

이용되더라도 재산상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선수가 생존중에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사후에도 자신의 퍼블리시티권이 행사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나 알권리 등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까지 후손에게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도 일응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선수가 생전에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한 여부와 관계없이 퍼블리시티권의 상속을 긍정하는
태도가 타당하다고 본다.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은 사용계약 등에 의하여 비로소 창출되는 권리가
아니고, 선수라는 사실에 의하여 그 인식이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원시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라고 보아야 하며, 법정상속은 본래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어나므로(민법

제

강제상속으로서 주고 싶은가 아닌가 받고 싶은가
1005 조

참조),

사망한

선수의

의사와

관계없이

퍼블리시티권은 상속된다고 볼 필요가 있다. 역시 선수가 퍼블리시티권을 생존중에 행사한
사실이 있는가 하는 우연한 사정을 재산권으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이 상속되는가 하는 중대한
문제를 결정짓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크게 좌우되므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너무나 크고(선수가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중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불공평하다), 생존중에 초상,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사정이

오히려

사후에

그

성명이나

초상의

상업적

이용가치를 더욱 더 높게 할 수 있고, 특히 선수가 죽기 전에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한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지적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3. 퍼블리시티권의 사후적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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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상속이 인정된다는 의미에서 사후에까지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이 보호된다고 하면
그 사후적 보호기간은 언제까지가 적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사망한 선수의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이나 공표가치(p ublicity value)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 수 없다. 한 때 아무리 잘나가던 선수라 할지라도 사자가 되어 유족이나 세인으로부터
완전히 잊혀지고, 현재는 역사상의 인물이 되기에 이른 때에는 과학적, 예술적, 오락적, 상업적
작품 등에 의한 사망한 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 공표가치의 왜곡은 법적 보호의 대상밖에
놓여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망한 선수의 공표가치가 감소하는 반면에,
사회의 사용이익이나 세인의 정보이익이 그 만큼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세월의 경과와 함께
사망한 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공공의 이익이 커지고,
그 만큼 ‘조상의 명성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후손의 이익’은 줄어든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퍼블리시티권이

순수한

재산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법정의

권리소멸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끝까지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이 특별히
선수의 인격(pe rsonality)과 결부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선수의 인격이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망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가 무한히 지속된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사망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은
시간적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태도가 옳다고 본다. 판례도 역시 “퍼블리시티권이 명문의 규정이
없는 권리이기는 하나 무한정 존속한다고 해석할 경우 역사적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상업적
행위가 대부분 후손의 동의를 필요로 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상속인을 찾아 그 동의를 얻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 본인의 사망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자(死者)의 성명이나 초상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공공의 이익도 상당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존속기간을 해석으로나마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때 몇 년이 적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을 보면 10 년에서부터 100 년까지 다양하다. 예컨대 미국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가장
강하게

보호하는

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후인격(deceased personality)에

관한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고(Califo rnia Civil Code §3344.1), 사후적 퍼블리시티권을 70 년까지
보호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성문법의

규정이

없는

상황이므로, 임의로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태도는 적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의 특성상 여하튼 그 존속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입법을
한다고 하면 50 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판례는 ‘퍼블리시티권과 가장 성격이 유사한 권리의
존속기간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퍼블리시티권은 현행법상의 권리 중 저작권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저자의 사망 후 50 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법 제 36 조 제 1 항 본문을 유추적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한도 사후 50 년으로
해석하는 태도가 상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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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침해에 대한 보호의 내용

1. 서설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 경우에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을 인격권으로 보는가,
재산권으로는 보는가에 따라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침해에 대한 보호의 내용이 다르다. 판례나
다수의 견해에 따라서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으로 보는 한편, 그 침해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관련하여서도 불법행위의 일반적인
효과로 논의되는 (i) 재산상 혹은 정신상의 손해배상, (ii) 부당이득의 반환, (iii) 금지청구, (iv)
간접강제의 청구, (v) 원상회복 등과 같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1) 서언
손해배상은 손해의 발생을 전제로 하나, 사실은 무엇을 가지고 「손해」라고 하는가는 엄밀하게
정의하기가 곤란한 문제이다. 여하튼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로 생길 수 있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가 주가 되지만, 반드시 재산상의 손해에 한정되지 않고 정신적 손해․비재산적
손해도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에서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두 가지가 고려된다.

(2)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면 당연히 선수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재산상 손해란 선수가
자유처분할 수 있는 그의 성명 및 초상의 이용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므로, 비록 선수가 그
침해기간 동안 달리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음으로써 구체적인 금전적
수익의 감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선수가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되는가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선수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대가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손해의 개념을 달리 규정짓지 아니하고 이른바 차액설에 의하여 이해하는 한, 불법사용에
대한 사용료 상당을 손해라고 보는 태도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손해액은 선수가
종전에 유사한 사용을 한 적이 있는 때에는 그 사용료로 산정할 수 있다. 만약 사용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일응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선수와 비슷한 선수가 유사한 사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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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대가 등을 감안하여 정하거나, 혹은 그 스포츠영역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의
산정에서 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선수의 초상을 포르노잡지의 광고로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퍼블리시티권의 무단사용을 통하여 선수의 이미지나 명성 등이 크게 훼손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가지는 공표가치가 감소된 손해, 혹은 훼손된 이미지나
명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이 별도로 손해배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일반적으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면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불법행위로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재산적 손해배상 이외에 위자료청구가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민법상 명문규정이 없지만, 학설상 재산권의 침해로 정신적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판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고, 불법행위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자료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별도로 정신적 고통이
배상되기

위하여는

‘예견가능성’이라고

하는

요건이

요구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비재산적·정신적 손해는 보통 민법 제 393 조 제 2 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즉
특별손해로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판례도 「2005 프로야구게임물사건」에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그 성명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휴대전화용 야구게임물을
제작할 때에 각 구단의 프로야구 선수의 성명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프로야구선수가 운동선수로서의 평가, 명성, 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해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설령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신적 고통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판례를
보면 예컨대 임대차나 도급, 위임 등에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고,

위자료는

특별손해로서만

고려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위자료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민법 제 751 조
제 1 항을 두고 있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물론 선수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하여 사실상 정신적 고통을 받는지
아닌지,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선수가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 개인정보 등이 표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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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가치를 침해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격권의
침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인정하듯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하여도 재산상의 손해배상 이외에
위자료를 인정하는 태도가 옳다고 본다. 예컨대 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 개인정보 등을
삼류제품을 위한 광고, 자기의 이미지나 명성을 해치는 광고(예컨대 포르노잡지광고)와 같이 본인
스스로는 결코 허락하지 아니할 광고 등에 사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원치 않는
광고에 노출될 때에는 선수에게 정신적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이 자명하므로, 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당연히 요청된다고 생각된다.

2) 부당이득의 반환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는 단지 선수의 성명이나 초상 기타 개인정보 등의 이용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고, 선수의 초상이나 성명 등을 광고나 선전 기타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선수의
개인정보를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와 같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대두될 여지가
크다.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 혹은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그 결과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소멸시효기간이나

자에

효력의

대하여

측면에서

그

이익의

불법행위와는

반환을

명하는

구별되므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요건은

양자는

물론

병존적,

경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만약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면 법률상 원인없이 선수에게 속한 성명,
초상 등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 선수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가 되므로, 선수는
그 성명, 초상의 이용가치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

3) 금지청구
민법은 불법행위의 효과로 금지청구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으로서

일반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과

마찬가지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민법 제 750 조, 제 751 조)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처분(민법
제

764 조)만을

퍼블리시티권의

예정하고
보호에

있을

미흡하다.

뿐이라고
특히

볼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그러나
그

사후적

성질상

구제수단만으로는

일단

침해된

후에는

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처분 등의 구제수단만으로는 그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인격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전적,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방지 등의 금지청구권이 인정될
필요성이 크다.
최근

판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침해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경우만으로는

피해자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침해행위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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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역시 판례는

박찬호선수에

대한 평전인

「메이저리그와 정복자 박찬호」라는 책의 특별부록으로 앞면에는 박찬호의 투구모습, 뒷면에는
러닝모습을 담은 가로

53cm, 세로

78cm 인 포스터형식의 브로마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한

「박찬호사건」에서 서적의 내용과 달리 부록인 박찬호선수의 대형 브로마이드사진이 상업적으로
이용될 염려가 적지 않고, 상업적으로 이용될 경우에 박찬호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그 발매 · 반포를 금지시킨 경우가 있다. 역시 일본법원도 일본프로야구
자이언트팀의 왕정치(王貞治)선수가 1978 년 8 월 30 일에 달성한 통산 800 호 홈런을 기념하기
위하여 메달회사가 왕정치선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왕정치선수의 성명, 입상(立像) 등을 새긴
메달을 제조·판매하여 그 금지을 청구한 「왕정치기념메달사건」에서 성명·초상의 무단사용의
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다만 「박주봉사건」에서와 같이 선수의 성명이나 초상을 인터넷에
무단사용한 피고회사가 자발적으로 삭제하여 현재는 침해상태가 제거된 사정 등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도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때에는 장래에 대한 침해예방을 구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금지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4) 간접강제의 청구
간접강제는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간접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강제방법으로, 민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민사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 261 조는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늦어진
기간에 따라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접강제는 채권내용의 실현에 대하여는 간접적이지만, 이행이 지체되고 있는
사이에 채무자는 계속적으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채무자의 자유의사가 대폭적으로 구속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강력한 강제방법이 된다. 그러므로 간접강제는 다른 강제방법이
없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정되며, 특히 채무자의 악의(böse Wille)를 굴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어 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그

가처분에

기하여

원칙적으로

간접강제가

발령될

수

있다.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판결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성립하더라도

단기간

부작위의무에
내에

계속

대한

소송절차의

퍼블리시티권을

변론종결

침해하는

당시에서

위반행위를

보아
할

집행권원이

개연성이

있고,

판결절차에서 민사집행법 제 261 조에 의하여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판결절차에서도 민사집행법 제 261 조에 의하여 장차 피고회사가 다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간접강제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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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제재를 고지함으로써 그 제재를 면하기 위하여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하는 집행방법이므로,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부작위상태를 실현시킬 필요가 없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판례는 「마구마구인터넷야구게임사건」에서 프로야구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피고회사에 대하여 부작위의무를 명함으로써 그 신청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경우로 보이고, 피고회사가 계속적으로 부작위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다시 간접강제를 구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결정에 따른 부작위의무를 위반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역시

「2005 프로야구게임물사건」에서도 피고회사에 대하여 부작위를 명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간접강제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5) 원상회복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평가하여

배상하는

손해가 생기지 않은

금전배상이

있으나,

원상에

민법은

회복하는 원상회복과 손해를 금전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민법

제 763 조). 다만 민법 제 764 조가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관하여

적어도

민법

제

764

조를

적용하여

침해회복에

적당한

처분(예컨대 사죄광고, 판결의 내용을 광고의 형식으로 일반에게 알리는 방법 등)을 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민법 제 764 조가 원상회복처분을 명예훼손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민법 제 764 조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는 태도가 타당하다.

VI. 결어

퍼블리시티권이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성명권이나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과 구별되는 별개·독립의 재산권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은 더 이상 거슬릴 수 없다고 생각된다.
아직도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불편한

도구’로

치부하는

견해도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 음성은 물론, 개인정보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물건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예컨대 성명권이나 초상영리권 등에

이해하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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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하여

결론적으로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본다.

퍼블리시티권을

규율하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으나,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개정에

의하여

퍼블리시티권에

엉성한
관한

법조항을
특별법도

몇

개를

생각할

수

추가하는

식으로

있으나(미국에서는

입법하여서는

안된다고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본다.
법률이

주입법사항(state -based)으로서 대부분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있다), 특별법으로 가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행정규제적 조항이 너무 들어가 퍼블리시티권의 본래적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과문한

탓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법개정에

관한

논의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관심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가장 이상적인 입법은 민법전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규정을
두는 방법(예컨대 CALIFO RNIA CIVIL CODE) 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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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올림픽과 스포츠 중계권 관련 쟁점
CHEONG, Young-Joon
(College of Law, Chonbuk National Univ.)

1. 상위 1%를 위한 올림픽 스포츠 쇼
올림픽에서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이 사라진 것은 오래전이다. 한 전문가는 ‘올림픽은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닌 상위 1%에 의해, 상위 1%를 위해 열리는 쇼’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다. 런던
올림픽도 이러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에도 IO C 는 스포츠 방송권료와 공식후원사
수입을 통하여 막대한 수입을 챙겼다. 지역방송연맹을 통해 각국에 배분하였던 전통을 깨고,
스포츠 중계권료를 올리기 위해 대행사를 통하여 직접 현지 방송사들을 경쟁시켰다. 비만을
야기하고 건강을 해치는 맥도널드와 코카콜라는 물론이고, 가스 누출, 인종차별, 뇌물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다우(Dow)와 공식후원사 계약을 맺기도 하였다. 반면 흑자올림픽을 위해
절치부심하였던 개최지 런던은 118 억 달러라는 막대한 적자를 감당해야 했다. 그리스가 올림픽
이후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벌써부터 평창올림픽이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2010 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에서는 SBS 의 독점중계로 많은 갈등을 야기하였다. 공영방송이
배제되고 지상파 상업방송이 올림픽과 월드컵을 독점한 것은 국내방송사상 초유의 사건이며,
외국에서도

그리

흔한

일은

아니다.

일본은

NHK,

영국은

BBC,

독일은

ARD

중심의

방송컨소시엄이 올림픽과 월드컵을 방송하였다. 공영방송 중심의 컨소시엄이 방송하는 것은 전
국민이 무료로 지구촌의 스포츠 축제를 즐겨야 한다는 ‘보편적 시청권’의 정신이 담겨 있다.
한국방송의 ‘맏형’을 자처하는 KBS 가 받았을 사회적인 충격과 부담감은 엄청났을 것이다.
공영방송의 존재이유를 물었던 사건이었다.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은 당초 목표로 하였던 금메달 10 개와 종합성적 10 위를 넘어선 금메달
13 개와 종합성적 5 위의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다. 한국이 올림픽에서 선전한 덕분에, 주요
경기가 새벽에 방송되는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3 사들은 높은 시청률과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
주요 종목을 방송사별로 배분하여 순차방송하고, 중요 경기들은 2 사가 공동으로 방송하였다.
2008 년 베이징올림픽이나 2006 년 독일월드컵에서 방송 3 사가 중복편성 하였던 것이나, 2010 년
동계올림픽과 남아공월드컵에서 SBS 가 독점중계로 일관한 것과는 차별적인 중계방식이었다.
추첨방식에 의해 방송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방송사별로 주요 경기 중계를 둘러싸고 희비가
엇갈리기는 하지만, 시청자들의 다양한 채널선택과 해설의 다양성까지도 확보하는 바람직한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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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변화가 없다면, 2014 년에 열리는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공동중계 방식이 이루어 질
것이다. 올림픽 종합경기와는 달리, 축구단일종목으로 출전국가 수도 제한되어 있는 월드컵은
공동중계 방식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순차방송과 공동중계 방식을 결합하면 별반 문제가 없을
것이다. SBS 는 2010 년 남아공월드컵에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면서도 별반 수익을 남기지
못하였다. 만약 런던올림픽에서 독점방송을 강행하여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면, SBS 로서는
커다란 위험을 자초하였을 것이다. 월드컵과 올림픽의 독점방송권을 가진 SBS 로서는 안정적인
수익방식을 채택하면서 공식중계권 방송사로서의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2 년 런던올림픽은 지상파방송의 새로운 공동중계 모델을 창출하였다.

2. 코리아 풀의 구조개혁

방송 3 사가 런던올림픽을 공동중계 한 것은

2010 년에 갈등을 겪으면서 코리아 풀을

재건하기로 합의한 것에 기초한다. 방송 3 사는 방송협회에 ‘스포츠방송 중계협의회’를 두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기의 방송권을 공동구매하고 순차방송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를 위반하는
방송사에 대해서는 막대한 위약금을 물리기로 하였다. 재개된 코리아 풀은 최소한 2016 년
올림픽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SBS 가 2018 년에서 2024 년까지 올림픽과 월드컵을
추가로 독점계약을 한 상태라서 코리아 풀의 안정성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

풀은

한국합동방송단이라는

이름으로

1970

년대부터

운영되었다.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도 레슬링, 축구, 프로야구 등을 둘러싸고 방송사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방송사의 스포츠방송권 구입을 위한 외환거래는 주무부처인 문공부의 외환사용 추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방송사의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적정가 구매를 권장할 수 있었다.
또한 군부권력이 막강하였던 1980 년대에는 군부출신 프로스포츠연맹의 총재들이 방송사들과
정치적 협상을 통하여 스포츠방송권 가격을 조절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스포츠방송권의

구매가격을

급격하게

올린

것은

당시

IO C

TV 분과위원장이었던 김운용이다. 김운용은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아시아방송연맹(ABU)을 통한
코리아 풀 구매를 제치고, 직접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대폭 상승시켰다. 또한 1998 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아시아방송연맹 전체 부담액 55 만 달러 가운데 한국이 50 만 달러를 부담하게
하였다. 중국은 4 만 달러, 홍콩은 1 만 달러를 부담하였다. 김운용은 코리아 풀을 해체하고
스포츠방송권의 가격을 급등시킨 장본이었다(윤병건, 2005, 30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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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대회

내용

1996

• AFC 아시안컵

• KBS 가 코리아 풀을 깨고 단독으로 방송

1997

• 98 프랑스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 MBC 가 코리아 풀을 깨고 단독으로 방송

1999

• 브라질 축구 대표 팀
초청경기
• 나이지리아
세계청소년축구대회

• KBS 가 순차방송을 무시, 단독으로 중계권 계약하여 방송
• SBS 가 KBS 의 브라질 초청 축구 위반을 이유로 단독중계

2001∼2004

미국 프로야구리그(MLB)

• MBC 가 2001∼2004 년 단독계약
• KBS, SBS 는 국내프로야구, 축구, 농구를 독점 계약하여
MBC 제한

2005

• 올림픽과 월드컵 아시아
예선
• 국내 농구 중계권

• IB 스포츠가 2008 년 올림픽 아시아 예선과 2010 년
월드컵 축구지역예선 중계권을 계약하자, 방송 3 사는 해외
프로그램 구매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음
• SBS 가 국내 농구 중계권 획득

2006

• AFC 패키지, 미국
프로야구리그(MLB),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 올림픽과 월드컵 본선

• KBS 가 IB 스포츠로부터 AFC 패키지, 미국
프로야구리그(MLB),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중계권
구입하였으나 MBC 와 SBS 가 반발하여 3 사 균등
분배하고 동시중계
• SBS 가 2010 년 밴쿠버 동계올림픽부터 2016 년 하계
올림픽까지 4 개 • 올림픽 대회의 중계권 계약하고
2010 년과 2014 년 월드컵 독점 계약

2010

• 동계올림픽과
남아공월드컵

• SBS 가 단독중계하면서 타방송사와 갈등 겪음.
• 방송통신위원회가 불성실 협상을 이유로 19 억원의
과징금을 SBS 에 부과

2011

• 2016∼2012 년의
올림픽과 월드컵 본선
∙코리아 풀 복원

∙SBS 가 추가로 2016∼2012 년의 올림픽과 월드컵 본선
독점계약
∙지상파 3 사가 코리아 풀을 복원하고 위약금을 강화하여
구속력 강화

2012

∙런던 올림픽

∙지상파 3 사가 주요 종목을 배분하고 순차방송과 2 사
공동방송을 함

* 출처: 정용준 외(2011), 147 쪽을 토대로 재구성

1990 년대 후반 미국메이저리그가 박찬호를 영입하여 한국인들의 메이저리그에 대한 인기를
높이고,

경인방송(당시

인천방송)과

계약하면서

스포츠방송권

가격은

급등하였다.

1997 년

KBS 에 의해 연간 30 만 달러에 거래되던 미국프로야구는 경인방송이 뛰어들면서 연 100 만
달러로 올랐고, 2001 년에 MBC 가 연 800 만 달러, 2005 년에 IB 스포츠가 연간 1200 만 달러를
지불하였다.

미국프로야구가

특정방송사와

독점중계를

맺어

공동구매

체제를

붕괴시키고,

방송사간의 무한경쟁을 유도하는 ‘현지경쟁전략’의 일환이었다. 2006 년에 SBS 가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하면서 코리아 풀은 붕괴되었으며, 2010 년 독점중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후 다시 재건되었다.
코리아 풀은 방송사간의 합의와 위약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존속이 어렵다. NHK 와 5 대민방의
합의에 유지되는 재팬 컨소시엄은 1976 년 몬트리올 올림픽부터 시작되었다. 1980 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TV 아사히가 독점방송권을 따왔다가 서방국가들이 대회에 불참하여 큰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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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재팬 컨소시엄은 1984 년 LA 올림픽에서 방송권 협상창구의 역할을 본격적으로 담당했다.
1992 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재팬 컨소시엄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며,

1998 년 나가노

동계올림픽과 2002 년 한일월드컵부터 도입되었다.
일본은 지상파와 유료 방송 권리를 나누고, 관련 경기의 방송 권리만 획득하여 방송권 가격을
대폭 낮추었다. 일본은 2002 년 월드컵에 재팬 컨소시엄이 69 억 엔, 스카이퍼펙 TV 가 130 억
엔을, 2006 년 독일 월드컵에서 NHK 107 억 엔, 상업방송이 36 억 엔을 지불했다. 2010 년
남아공월드컵은 2014 년 브라질월드컵과 묶어 덴츠가 300 억 엔이 넘는 가격에 계약을 했다.
남아공월드컵은 재팬 컨소시엄이 170 억∼200 억 엔을 지불하여 한국에 비해 가격인상의 폭이
훨씬 낮다.
재팬 컨소시엄은 스포츠 방송권 협상을 위한 연합체뿐만 아니라 방송 분담 방식, 경기 분배
방식, 중계방송 방식 등을 결정하는 협의체의 역할을 한다. 재팬 컨소시엄은 출자금액에 따라
NHK 와 민간방송으로 중계 경기를 나눈다. NHK 가 방송권료의 50∼60%를 내면서 주도권을
쥐고 각 경기를 조정한다. 공영방송인 NHK 는 주목도가 낮은 팀 경기를 상대적으로 많이
편성하여 공영방송의 사회적 의무를 다한다. 상업방송은 할당된 경기를 제비뽑기를 통해 각
방송사업자에게 배분한다. 하나의 경기는 한 방송사에서만 중계방송하여 중복편성을 피한다.
일본에서는

다른 방송

미디어

간의

중복편성은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방송서비스에서

중복편성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팬 컨소시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상업방송과 차별적인 공영방송 NHK 의 리더십,
IO C 및 FIFA 는 물론이고 지상파방송과도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스포츠마케팅 및 광고대행사
덴쯔(Dentsu), 그리고 상업방송의 시장실패에 대한 교훈 등을 꼽을 수 있다. 재팬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NHK 는 광고가 없는 관계로 상업방송과 직접적인 재원경쟁을 하지 않는다. 또한 주요
경기의

배정에서

비인기종목들을

배려하여

상업방송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덴쯔는

1910 년대에 출범하여 일본의 지상파방송을 설립하는 과정부터 도움을 주고, IO C 및 FIFA 와
꾸준히 거래하여 주요 스포츠방송의 아시아 판권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월드컵
아시아 예선의 중계권을 가진 홍콩의 WSG(Wo rld Sports Gro up)도 덴쯔의 자회사이다. 덴츠는
스포츠연맹과 일본방송의 관계를 적절하게 중재하여 스포츠방송권의 갈등을 예방하였다. 단
한차례

있었던

안정적으로

TV 아사히의

유지되는

올림픽

반면교사의

독점도

역할을

막대한

하였다.

재정적자를
반면

코리아

보면서,
풀은

재팬

컨소시엄이

적대적인

관계의

인기스포츠연맹, 상업화된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흥행 성공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방송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방송권을 구매하는 것은 친경쟁적일 수 있다. 그러나
공동 구매하는 집단이 시장에서 강력한 지위를 가질 경우 반경쟁적 효과가 나타난다(권호영,
2002, 159∼163 쪽). 월드컵과 올림픽은 SBS 가 독점하여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소할 가능성이
적지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축구 아시아예선전과 프리미어리그 등은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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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는 IO C 와 FIFA 가 유럽방송연맹을 수요자 담합으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방송연맹

독점규제

외에도

및

BSkyB,

경쟁법에
Sport

저촉되지

Five

같은

않는다고
다수의

판결을

수요자

내렸다.

경쟁이

유럽에는

있기

때문에

친경쟁적이라는 것이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방송연맹을 통한 공동구매가 거래비용을 줄이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올렸다고 평가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코리아 풀은 경쟁 유료 방송사업자
및 마케팅 회사가 약하기 때문에 수요자담합으로 규정될 소지가 있다. 더군다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방송법 76 조 4 항에서 공동계약을 권고하고 있어서 규제기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코리아 풀은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시장거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방송법을 통해 공동구매를 권유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경쟁법에 저촉되므로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코리아

풀이

수요자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유료방송을

포함한

컨소시엄업체를

공동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공영 방송 ARD 와 ZDF 는 50%씩 지분을
투자하여 스포츠중계권 회사 Sport A 를 설립했다(G ratton & So lberg, 2007, pp. 63∼65).
종합편성채널인 JTBC 가 일부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가져간 것처럼 지상파 방송만의 코리아
풀은 인터넷과 모바일의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다. 유료 TV 를 포괄하는
컨소시엄

업체를

구성하여

스포츠방송권

창구를

단일화하고,

개별방송사에는

중계권을

재판매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IO C 와 FIFA 가 유럽방송연맹과 코리아 풀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덴쯔와 같은 스포츠 마케팅회사를 상대로 제소하기는 힘들다.

3. 보편적 시청권의 ‘무료방송’ 개정

스포츠방송권의 가격 급등을 막고 국민들이 무료로 국민적 스포츠를 시청하자는 취지의 보편적
시청권 규제는 무용지물임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2007 년에 방송법에서 보편적 시청권 규제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BS 의 올림픽과 월드컵 독점으로 인한 가격급등을 막지 못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시청 가구 90%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조항에서 유료방송인 케이블 TV 를
포함하여 SBS 의 편을 들어 주었다. 케이블 TV 가 포함된 이유는 케이블 TV 를 통한
난시청가구가

많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비슷한

실정의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케이블

기본형(베이직) 가구를 포함하여 무료시청 혹은 저렴한 가격의 시청가구를 포함하는 정도이다.
2010 년 SBS 의 올림픽과 월드컵 우선방송사 요건에서 케이블 TV 가 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 년말에 무료시청가구에 케이블 TV 뿐만 아니라
위성방송과 IPTV 까지 포함하여 유료방송 가구 전체를 포함시켰다. 무료시청을 위해 유료방송을
규제하는

보편적

시청권

규제의

입법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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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인 JTBC 가 월드컵 예선 두 경기를 독점 방송을 하였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못하였다. 유료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직접수신가구들은
국가적 스포츠 이벤트를 시청하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 벌어진 것이다. 보편적 시청권의
입법취지를
4,000

고려할

원대인

때

무료

케이블

지상파방송

의무형)

가입자

단독이나

유료방송의

정도까지만

허용되는

베이직
것이

서비스(시청요금이
합리적이다.

고가의

유료방송(7,000 원∼15,000 원의 보급형과 15,000 원 이상의 기본형)은 무료방송의 범주에
포함하기 어렵다.
또한

IOC 와

FIFA

는

보편적

시청권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과

유럽축구연맹(UEFA)은 유럽 국가들의 보편적 시청권 정책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월드컵
대회를 주관하는 국제축구연맹은 EU 가 벨기에와 영국에서 모든 경기의 무료 중계를 허용한
결정에 항의해 제소했다. FIFA 는 개막전, 준결승전, 결승전, 자국 국가대표팀 경기와 같은 ‘주요’
경기와 달리 나머지 ‘비주요’경기들은 축구팬만이 관심을 가지며 무료 TV 에서 방송되지 않으며
시청률도 높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월드컵 전 경기를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행사로
지정하는 것은 EU 위원회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유로 챔피언십을 주관하는
유럽축구연맹도 영국에서 전 경기의 무료 중계를 허용한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소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2011 년 2 월 유럽 각국 정부가 유료 TV
채널의 월드컵과 유로챔피언십 독점 방송권 확보를 금지할 수 있으며, 축구 팬들이 무료로
경기를 시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회원국 정부가 ‘국민관심행사’
경기가

유료

TV

에서만

중계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축구연맹과 유럽축구연맹은 월드컵과 유럽챔피언십의 모든 경기가 일반 대중에게 중요한
행사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대회의
준결승과 결승전은 다른 경기의 결과이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하나의 이벤트로 간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축구연맹과

유럽축구연맹은

벨기에와

영국

사회에

주요

경기

외의 경기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통계 수치를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은 월드컵과 유로챔피언십
경기가 평소에 축구에 관심이 없던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인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인기스포츠연맹들은 보편적 시청권 대상을 결승, 준결승전과 같은 중요경기에 한정하고
유럽방송연맹을 구매자 담합으로 제소하였다. 하지만 규제기관들은 보편적 시청권과 공동구매를
지지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에

IO C

와

개별방송사들과 직거래를 하는 쪽으로 전환하였다.

4. 올림픽과 월드컵의 장기간 패키지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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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는

유럽방송연맹을

제치고

상업방송이 올림픽과 월드컵 독점을 가져온 대가는 매우 비싸다. SBS 는 2010 년 월드컵을
가져오는 대가로 전 대회에 비해 3 배 가까이 지불하였고, 2018 년∼2022 년 대회도 그전 두
대회 비용인 1 억 4 천만 달러보다 훨씬 비싼 1 억 9600 만 달러를 지불하였다. 이는 올림픽에서도
비슷하다.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확보한 올림픽과 월드컵의 본전을 뽑기 위해서는 인터넷,
모바일방송권 등의 재판매 비용을 높게 받아야 한다. 특히 여러 경기가 동시에 열리는 올림픽은
SBSTV 와 케이블 몇 개 채널 정도로는 본전을 뽑기가 힘들다. 2010 년 월드컵에서도 한국이
16 강에 올라가는 덕분에 적자를 면할 수 있었으며,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인터넷과 모바일은
물론이고 거리의 전광판방송까지 높은 요금을 요구하여 원성이 자자하였다.
특히 올림픽은 8 년간 4 개 대회, 월드컵은 8 년간 2 개 대회의 장기간 계약과 지상파와 케이블
및 위성방송권에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전광판 방송권까지 패키지로 묶어서 고가로 판매하는
불공정거래를 하였다. SBS 는 부대수익과 브랜드가치를 고려하여 높은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국내스포츠방송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절실하였다. SBS 는 돈벌이에 혈안이 된 FIFA 및 IOC 와
철저하게 불공정계약을 맺고 있다.
방송환경이 다채널시대를 지나 원하는 시간대에
돌입하였다.

전통적인

방송사업자들은

TV

자유롭게 이용하는 스마트미디어 시대로

방송권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

방송권을

패키지화하여 독점하고 있다. TV 방송권의 가치가 스마트폰 방송권의 가치보다 훨씬 크므로
TV 방송사들이 전체방송권 패키지를 구매하여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제거한다. 반면, 스포츠
콘텐츠는

스마트폰과

인터넷

회사들의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위해서는

가입자를

모으는

핵심요소이다. 하지만 모바일과 인터넷서비스 회사들은 제한적인 커버리지를 갖고 있어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질 수 없다. 인터넷과 모바일 회사들은 TV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방송권
전체를 패키지로 일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이들은 인기 스포츠연맹과 전통적인
방송사업자들이 불공정하며, 반경쟁적으로 시장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2004 년 유럽집행위원회는 스포츠 콘텐츠와 모바일 회사의 관련성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소비자의 선택을 극대화하고 혁신과 경쟁을 장려하기 위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스포츠 콘텐츠의 접근이 반경쟁적 시장관행으로 인하여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경쟁정책을

지지하였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인터넷과

모바일

매체에 방송권을 판매하지 않는 정책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다(And riychuk, 2009, pp. 82∼84).
그동안

국내에서는

해외스포츠연맹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인기스포츠연맹인 IOC 와 FIFA 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국내방송사업자간에 과잉경쟁으로 분열되었던 경험이 있고, 공급자 독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유럽은

유럽축구연맹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였고, IOC 와 FIFA 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의 규제기관도
해외스포츠연맹을 대상으로 장기간 독점적 판매에 대한 문제제기와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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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장기간 및 동하계 올림픽 패키지 판매에 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1999 년에
유럽 집행위원회는 유럽축구연맹(UEFA)의 중계권 판매 방식이 EU 조약 81 조(3)에 의거하여
반경쟁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최초 계약에서 유럽축구연맹은 독점중계권을
단일 패키지로 단독 방송사업자에게 장기간(4 년) 판매하여 언급된 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에
유럽축구연맹은 전체 경기를 14 개의 패키지로 분할하고, 계약 기간도 3 년으로 줄였다. 골드와
실버의 2 개의 핵심 패키지는 무료와 유료 방송사에 판매되어 각 국가에서 적어도 2 개의
방송사가 권리를 소지하게 되었다(Jeanrenaud & Késenne, 2006, pp.9∼11).
또한, TV 방송과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방송권을 분리하여 복수의 사업자에게 판매해야 한다.
인터넷회사인

Inde x

는

기존의

방송사업자와는

별도로

독일

월드컵에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인터넷 방송권을 구입하였다. 이는 1 경기당 총 4 분까지 동영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의 NHK 와 상업방송들은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생중계되지 않는
경기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방송을

보완하기도

하였다.

또한

통신 사업자인

소프트뱅크

크리에이티브는 독일월드컵과 남아공월드컵의 일본 내 모바일 방송권을 획득하여 방송하기도
했다.

5. 총체적 대응 전략

앞으로도 IOC 와 FIFA 는 스포츠방송권을 인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에 비해 올림픽과 월드컵의 중계권이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럽과 아시아의 구매자 카르텔을 해체하고 방송사들을 직접적으로 경쟁시키기 위한
제반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FIFA 에 이어 IOC 도 2012 년 런던올림픽을 끝으로 유럽 각국의
방송사들과

직접

협상하고

있다.

유럽방송연맹(EBU)을

통한

스포츠방송권의

공동구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전통

속에서

오랫동안

보편적

시청권을

실현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였던

유럽방송연맹이 상당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유럽공영방송연맹은 루퍼트 머독, 키르히 미디어,
IMG 등 거대 상업적 미디어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2 년

월드컵부터

유럽공영방송연맹보다는

스포츠

마케팅

대행사에게

위탁했다.

유럽방송연맹은 2008 년과 2012 년 런던올림픽 방송권을 할당받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 C)가
최고액의 중계권료보다는 무료 시청 TV 플랫폼을 통한 최대 다수의 보편적 시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14 년 소치동계올림픽, 2016 년 브라질리오하계올림픽의
40

개

유럽시장의

공식

대행사로

유럽공영방송연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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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하고,

스포츠

마케팅사인

SPO RTFIVE 를 선정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집단 협상보다는 개별 방송사와의 최고액 협상
방식을 선호한 것이다

한국은 해외스포츠가 인기를 끄는 반면, 국내스포츠는 프로야구 정도를 제외하면 인기가 별로
없는 ‘스포츠방송권 수입국가’이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가 국내프로축구보다, 미국의 메이저
프로야구가 국내프로야구보다 스포츠방송권 가격이 훨씬 높다. 세계적으로 인기있는 월드컵과
올림픽의 경우에는 FIFA 와 IO C 의 상업주의 전략에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에서는 보편적 시청권 규제와 코리아 풀에 의존하여 치솟는 중계권료에 대해 대처하여
왔으나, 실패하였다. 지상파 상업방송이 주요 스포츠를 독점하여 가격 급상승을 막지 못하였으며,
코리아 풀도 합의 위반이 반복되어 왔다. 보편적 시청권 규제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시장지배력이
강한 지상파 상업방송의 기득권만 강화시켰다. 상황변화에 따라 인기 스포츠연맹들은 박찬호
선수가 출전하여 인기 있었던 미국 프로야구(MLB)처럼 현지 방송사를 분열시켜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특히 코리아 풀은 유럽과 같이 강력한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 담합으로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보편적 시청권 규제의 개정과 코리아 풀의 구조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유럽 규제기관들처럼 올림픽과 월드컵의 방송권 계약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하여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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