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입니다

보도자료
2019. 10. 24.(목) 배포

보도일
 2019. 10. 25.(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10. 24.(목) 12:00 이후 보도 가능

담당과 체육예술교육지원팀 담당자 과  장
교육연구사

신진용
나상우

(☎ 044-203-6635)
(☎ 044-203-6862)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같이 땀흘리고 같이 웃고  

◈ 제12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23개 종목 전국 분산 개최
◈ 1,400여개 클럽, 19,000여명의 학생이 실력과 페어플레이 선보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0월 26일(토)부터 12월 1일

(일)까지「제12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23개 종목에 걸쳐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다.

※ 주최: 교육부‧문체부, 주관: 시도교육청‧대한체육회

ㅇ 이 대회는 전문 학생 선수가 아닌 교내 학교스포츠클럽에서 활동

하는 일반 학생들이 자신의 스포츠 재능을 발휘하며 소통과 화합

하는 자리로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ㅇ 올해는 시․도 대표로 전국의 초‧중‧고 1,400여개 클럽 19,000여

명의 학생들이 ‘가치 있는 플레이, 같이 하는 페어플레이'의 표어 

아래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

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ㅇ 특히, 이번부터 순위를 정하지 않는 연맹방식(리그전)으로 운영하여

보다 많은 학생이 경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기 이외

에도 지역 문화 탐방, 스포츠 테마 부스 등의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2 -

□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지난 8개월간 지역 대회부터 구슬

땀을 흘리며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운동

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키워진 것이 나타났다.

 <교육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활동 참여 성과 분석> 
참여과정에서의 효과 긍정 응답률(%) 참여 후 효과 긍정 응답률(%) 

인성 및
정서적
효과

성취감 향상 85.8
운동 태도

향상

규칙적 운동 참가 72.9

협동심 향상 87.3 운동 자신감 습득 79.7

배려심 향상 83.9 운동 관심 증가 81.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9년 2월

ㅇ 대전 신탄진고등학교 킨볼 클럽은 점심시간, 방과후 시간, 토요일

에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했으며, 특히 국가대표로 성장한 졸업생

과 계속적인 훈련과 소통을 하며 실력과 협동심을 키우고 있다.

대전신탄진고등학교 킨볼 활동 모습 (출처 : (사)한국킨볼협회 블로그)

ㅇ 울산 대현중학교 농구 클럽은 3년 전 초등학교 농구 클럽에서 활

동했던 친구들이 다시 모여 교내 스포츠클럽활동 시간에 열심히 

훈련한 결과 다시 지역 대표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울산 대현중학교 농구 클럽 학생의 3년 전과 현재 (출처 :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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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앞으로도 1학생 1스포츠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학생들이

꾸준하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 

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 제12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별 개최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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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12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종목별 개최 기간 및 장소

날짜순 종목 대회기간 주관교육청 대회장소

1 티볼 10.26.(토)∼28.(월), 3일간 대구
대구시  대구스타디움, 
대구월드컵보조경기장, 
대구농업마이스터고

2 연식야구 10.31.(목)∼11.03.(일), 4일간 부산 부산시 기장 드림볼파크

3 에어로빅 11.01.(금), 1일간 부산 부산시 강서체육관

4 소프트볼 11.02.(토)∼03.(일), 2일간 강원 강원도 춘천시 고구마섬야구장

5 족구 11.02.(토)∼03.(일), 2일간 충남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제1캠퍼스

6 줄넘기 11.02.(토)∼03.(일), 2일간 인천 인천시 인천해양과학고

7 플라잉디스크 11.02.(토)∼03.(일), 2일간 강원
강원도 춘천시 송암스포츠타운, 

강원체육고등학교

8 검도 11.02.(토)∼03.(일), 2일간 세종 세종시 세종시민체육관

9 피구 11.09.(토)∼10.(일), 2일간 충북 
충북 제천시 제천체육관,  

세명대체육관

10 배구 11.15.(금)∼17.(일), 3일간 전북
전북 전주시 전주 화산체육관, 전주 

전일초, 전라북도 교육문화회관, 우석대

11 배드민턴 11.15.(금)∼17.(일), 3일간 경남 경남 밀양시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12 핸드볼 11.15.(금)∼17.(일), 3일간 광주 광주시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

13 킨볼 11.15.(금)∼17.(일), 3일간 세종 세종시 세종시민체육관

14 농구 11.15.(금)∼18.(월), 4일간 경북
경북 상주시 상주실내체육관, 상주중, 

상주여중, 상산초

15 플로어볼 11.15.(금)∼17.(일), 3일간 서울 경기 포천시 대진대학교

16 치어리딩 11.16.(토)∼17.(일), 2일간 서울 서울시 잠실학생체육관

17 넷볼 11.16.(토)∼17.(일), 2일간 대전 대전시 대전대학교 맥센터

18 탁구 11.16.(토)∼17.(일), 2일간 제주 제주도 제주복합체육관

19 풋살 11.16.(토)∼17.(일), 2일간 충남 충남 아산시 선장축구장

20 프리테니스 11.16.(토)∼17.(일), 2일간 충북 충북 충주시 호암체육관

21 창작댄스 11.17.(일), 1일간 울산 울산시 울산문화예술회관

22 축구 11.20.(수)∼23.(토), 4일간 전남
전남 보성군 벌교생태공원축구장, 

보성공설운동장, 보성중학교, 
다향고등학교

23 국학기공 11.30.(토)∼12.01.(일), 2일간 대구 대구시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