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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하다(Taylor & Wilson, 2005). 대다수 운동

Ⅰ. 서론

선수는 현재 자신의 운동성과 향상을 위해 더

*

많은 노력을 하고, 자신의 운동성과에 따라 자

1. 연구의 필요성

신의 진로를 준비한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뛰

직업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제
및 사회활동이며 동시에 개인의 사회적 지위
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
는 기회이다. 그러므로 생애에 있어 직업 선택
은 매우 중요하다(김성덕, 2019). 또한 경력은
개인이 일생에 걸쳐 일과 관련하여 획득하는
경험 및 활동으로 과거와 현재가 연속되어 미
래까지 지속적인 영향을 주므로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더욱이 전문체육 학생선수는 어린
나이에 운동을 시작하여, 학업보다는 본인의
운동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다른 직업
군에 비해 일관된 경력을 내포한다. 특히 전문
운동선수는 다른 직업들에 비해 더 빠르게 직
업 전환문제를 당면하는데 그 이유는 부상, 진
학좌절, 운동능력 감소, 슬럼프 등 개인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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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난 기량의 선수라도 은퇴 즉 경력의 전환

(Career Transition)은 피할 수 없어 어느 순간
이 되면 선수의 경력은 정체된다. 문제는 이러
한 불가피한 경력정체를 선수가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운동선수로서의 은퇴를
사회적 은퇴로 인식하는 것에 있다(Rosenberg,

1982). 따라서 운동선수가 갑자기 새로운 경력
으로 직면할 때 준비가 부족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현상에 대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운동선수로서의 삶에서 변화되는 자신의 생애
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더욱 중요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경력정체는 실제로 관찰 가능한
사실관계의 객관적 유형과 개인이 느끼는 감
정 혹은 태도 등의 주관적 유형으로 분류되고,
생애사적으로는 내용 및 구조적인 특성에 따
라 나눠진다. 그러나 운동선수의 경력정체는
일반 직업군과 달리 긴박한 경기와 승패에 대
한 부담감, 부상노출로 인한 불안감과 같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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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영향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운동선수

서 머물러 있거나 발전적이지 못할 때, 혹은

와 관련된 경력정체는 관리차원보다 오히려

팀이나 운동부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예전과

선수 은퇴, 진로전환 등과 같은 직업전환 차원

같지 않을 때 선수는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구

에서 스포츠심리학 혹은 스포츠사회학적으로

체적으로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상황, 운동부

접근되었다(최재섭, 2014). 그러나 선수 개인이

관계, 개인적 성과 등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당면한 소위 정체된 운동기량의 감소, 전문성

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에 노

상실 등과 같은 현상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출되고, 이는 중·고등학생부터 성인 선수, 국가

대학 운동부 차원으로 확산되고, 소속된 운동

대표에 이르기까지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하

부의 분위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였다(김덕진, 2009; 김미선, 정지혜, 양희연,

선수의 경력도 개인을 넘어 운동부나 팀 차원

2014: 이순표, 김영수, 이상돈, 2008). 결국 선수

에서 관리되어야 하나 운동선수의 생활에서

가 자신의 경기력과 관련된 부족한 상황대처와

체계적인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기량부족은 선수스트레스에 영향을 줄 수 있

경력정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다수 조직

고, 더욱이 학생선수의 경우 자신의 향후 진로

분야의 연구, 인적자원측면의 연구 분야가 주

분야에 더욱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추정할 수

를 이룬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종사자의 경력

있다. 결국 자신에게 집중하여 최고의 성과를

정체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저하시키고 이

창출해야 함에도 자신의 부족해진 기량, 경쟁

직을 초래하고(이병관, 2008), 특히 구조적인 경

구도에서의 어려움, 팀 내의 역할 감소는 운동

력정체 이외 내용적 경력정체가 부정적 직무태

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는

도와 과업행동에 영향을 주며(장경로, 김태희,

곧 선수가 자신의 운동에 몰입하지 못하는 현

2009), 이는 체육단체(서재하, 2012; 최진혁,

상을 초래하고 경기력이 저하될 수 있다.

2012) 종사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 부정적인
조직 행동을 유발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선수가 자신의 직무에 해당되는 운동
수행을 포기하고 은퇴를 고민한다는 것은 다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인적자원 중심 기업의

양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파생됨을 의미한다.

성패는 조직원의 합리적인 경력관리와 지속적

더욱이 선수가 자신이 직무에서 이탈하는 것

인 경력개발이 유기적으로 관리될 때 보다 더

이 팀을 옮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다수

발전적일 수 있다. 운동선수도 자신의 운동 기

의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삶이 곧 운동선수의

량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다른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다른 진로방향에 대한 준비가

기술을 습득 혹은 개발하거나 팀에서 책임 있

없는 상태로 운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

는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은 현재 운동수행에 있어 치명적인 부상이 있

있을 것이다. 반면 선수의 경력이 조직 내에서

거나 일신상의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 파생되

정체된다면, 발전적이고 적극적이기 쉽지 않다.

는 것으로 직장을 변경하는 이직을 넘어, 새로

무엇보다, 전문 운동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

운 진로에 진입해야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서 자신의 운동 기량, 운동성과가 어느 시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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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항공사 승무원 등의 직종의 경력정체

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 직무의 어려움과 경력관리, 이직과 같이 선
행된 연구는 일부 진행되었으나(김유미, 강영

H1 :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지각은 선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 2013; 박혜영, 2014), 본 연구처럼 운동선수
에 대한 경력정체와 선수의 반응행동에 대한

2) 선수의 경력정체지각과 운동몰입

연구는 사실상 전무후무 하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선수가 운동을 중단하거나 선수 은퇴
이전의 자신의 운동기량 등에 대한 경력정체를
지각하는 것이 선수의 스트레스 및 운동 몰입,
나아가 운동선수로서의 삶에서 진로를 변경해
야 하는 의도 여부를 구명하여 선수 개인의 경
력정체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운동부 운영의
안정성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서 경력정체지
각이 높은 경우 일에 대한 흥미와 열정은 떨어
지고(고정아, 김희영, 2018), 결국 개인의 성장
정체감과 상대적 박탈감까지 이르게 된다(곽대
영, 2013). 반면 자신의 직무에 대해 만족감, 책
임감과 도전감이 충분하다는 것은 자신의 직무
에 몰입한다는 것으로 이는 구성원의 경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보상이 수행될 때 가능함
이 강조되었다(홍아정, 2017). 따라서 경력정체

2. 이론적 배경

는 구성원의 직무에 대한 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된다. 운동선수는 자신의 훈련이나

1) 선수의 경력정체지각과 운동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의 원인은 다양하나 대
개 구성원이 자신의 처한 환경에서 개선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지속됨을 알 수 있다(손미
혜, 2013). 특히 대학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량

시합상황에 집중할 때 도전감, 만족감을 얻게
되므로 운동선수의 경력관리 역시 역설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선행연구
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부족과 낮은 운동수행능력을 느끼면 그 자체

H2 :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지각은 운동

가 스트레스가 되고 더욱이 이러한 현상이 출

몰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 기회 감소로 이어지면 선수의 스트레스는
부가된다. 특히 연습과 시합의 부담을 넘어,

3) 선수의 경력정체지각과 진로변경의도

학업 및 진로걱정 등으로 스트레스가 확산되
고(김덕진, 2009), 이와 같은 스트레스의 지속
은 운동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김범준,

2016), 결국 스트레스가 자신의 기량에 높게
관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운동수행과 관련
되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개선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더욱 과중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므로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

Gooley(2001)는 종업원이 조직에서 이직하
는 이유로 기업과 종업원의 잘못된 이해와 결
여된 소속감을 이야기하며, 조직과 개인 관계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조직이 개인 경
력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구성원을 이탈
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성
원이 조직에서 이탈 하는 것은 조직에서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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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비슷한 수준이면 조직을 옮길 의사가 있

H4 : 대학 운동선수의 선수스트레스와 운동
몰입은 진로변경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는 것이다. 반면 대학 운동선수는 운동에 집
중하고 전념하여 그 성과로 희망 팀으로 진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직의도라는 개념보다는 자신의 성과와 역량

이상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
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연구방법을 수행하였다.

을 고려한 진로방향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의도를 의미한다. 선수입장에서 경력이 정체되
는 부상의 경우, 팀 내 역할 상실, 소외감은

Ⅱ. 연구 방법

선수를 위축시켜 심리적 제약을 준다는 관점
에서 운동선수의 경력정체는 선수의 진로방향

1. 연구대상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
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2020년 기준 대한체육회에 선수
등록한 학생선수를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3월

H3 :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지각은 진로

∼5월까지 대학생 운동선수를 집중 육성하는 3

변경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곳의 교육기관 담당자에게 의뢰하였다.

4) 선수의 운동스트레스, 몰입과 진로변경의도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무에서 스트레스를 받
는 경우 조직에 부정적 태도를 유발하고(김형
일, 2017), 반면 자신의 직무에서 긍정적인 감
정을 인식하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전문 운동선수를 목표로 운동수행에 집중하는
대학 운동선수가 자신의 시합, 훈련 및 운동부
생활 등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반 조직학에
서 나타나는 이직의도와 유사하게 자신의 진로
를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반면 선수
가 시합상황, 훈련과정에 몰입하게 되는 경우
자신의 운동기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이는
보다 높은 성과로 자신의 희망하는 진로방향으
로 진출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운동에
몰입하면 진로변경보다는 진로를 지속하고자하
는 노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되는데 이상의 이
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표집방법은 편의표본추출법(conveni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총 340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동일한 문항으로 표기하는 등의 불성실
한 자료 34부를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이
성별은 남학생 138명(44.2%), 여학생 174명

(55.8%), 학년별로는 1학년 119명(38.1%), 2학년
96명(30.8%), 3학년 73명(23.4%), 4학년 24명
(7.7%)이었고, 운동경력은 5년~10년 미만이
188명(60.3%)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107명
(343%), 5년 미만이 17명(5.4%)순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운동선수로
활동함을 알 수 있다. 입상수준은 전국대회 3
위이상 입상이 201명(64.4%)이고, 국제대회 3
위이상 입상도 68명(21.8%)로 나타나 상당수준
의 경기력을 보유함을 확인하였고 기타광역시
및 소도시대회 입상도 16명(5.1%)인 반면, 입
상경험이 없는 경우는 24명(7.7%)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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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력정체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312)
내용
빈도(명) 백분율(%)
남학생
138
44.2
성별
여학생
174
55.8
1학년
119
38.1
2학년
96
30.8
학년
3학년
73
23.4
4학년
24
7.7
5년 미만
17
5.4
운동
5~10년 미만
188
60.3
경력
(기간)
10년 이상
107
34.3
입상경험 없음
24
7.7
입상수준 중소, 광역시도 대회
16
5.1
(최근 3년
3위이상 입상
이내
64.4
최고 전국대회 3위이상입상 201
국제대회 3위이상
실적)
68
21.8
입상
48
15.4
유도
체조(기계)
23
7.4
태권도
23
7.4
골프
20
6.4
테니스
19
6.1
수영(수구)
18
5.7
주요종목
배드민턴, 역도
각 16명 각 5.1
조정카누,핸드볼
사이클(13), 사격(13),
노코멘트(12), 볼링(10),
근대5종(9),양궁(7),육상(7),
31.2
체조(5),야구(5),씨름(4),
레슬링(4),빙상(4),복싱(3),
펜싱(3),농구(1),축구(1)

경력정체는 개인이 소속된 집단에서의 직무수

변인

끝으로 조사 종목의 경우 유도, 체조, 골프, 태

행에 대한 열망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진급에
대한 기대나 혹은 불안으로 대표된다(Tremblay

& Roger, 1993).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조직의 경
력정체를 2개의 하위요소로 구분한 최진혁(2012)
의 연구를 토대로 “운동부에서 성장하는데 한계
가 있다” 는 구조적 정체와 “운동수행을 위해
새로운 역량을 확장시켜야 한다” 는 내용적 정
체로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여 총 10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또한 해당 요인의 Cronbach‘α 값은

.843∼.915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2) 선수스트레스
선수스트레스는 개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 요인들의 부조화로 인해 정상적인 기
능을 유지하기 어렵도록 심리적 역기능을 유발
하는 상태라고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
선수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된 김범
준(2016)의 측정도구를 토대로 시합관련, 운동
수행, 사회환경 및 선수지원의 4개의 차원 18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해당요인의 Cronbach‘α
값은 .786~.913로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권도 선수들이 20명 이상이고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조사되었다.

3) 운동 몰입
운동 몰입은 운동선수가 훈련이나 시합이라
는 직무를 수행함에 해당 운동부나 팀에 몰입

2. 조사도구

한다는 의미에서 조직몰입과 유사하게 접근할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6문항, 학

수 있다(Allen & Meyer, 1990). 본 연구에서는

생운동선수의 경력정체 인식 10문항, 운동수행

서원식, 김성덕(2015)의 연구를 토대로 학생운

태도와 관련하여 선수스트레스 18문항, 운동몰입

동선수가 운동수행(훈련, 시합 등)시 운동부와

5문항, 진로(진학)변경 의도 4문항으로 총 42문항

팀에 대한 애착 및 소속감을 측정하고자 5개

으로 구성하여 5점 Likert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의 단일문항으로 수정·보완하였고 해당요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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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α 값은 .835로 나타났다.

현상을 탐색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문헌
의 측정도구를 고찰하여 실제 측정 문항의 내용

4) 진로변경의도

적합성 및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상의 논의로

진로변경의도는 김성덕(2018)의 연구에서 종사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 조사 및 수집하여 확인적

자가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나 타 조직으로 이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선행

하려는 이직의도를 운동선수가 팀이나 소속 운동

연구를 토대로 설정된 측정변인 간의 관계를 검

부에서 다른 팀으로 이동 혹은 운동을 그만두고

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자 하는 의도로 수정·보완하였다. 구체적으로 대

ML)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의 운동선수는 이직 등의 전학이 사실상 어려

그 결과 <표 2>와 같이 경력정체지각의 내용적

운 점을 고려하여 운동선수 중단, 혹은 다른 형

정체 .765~.917, 구조적 정체 .841~.906, 선수스트

태의 진로선택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변경의

레스 .672~.796, 운동몰입 .806~.902, 진로변경의

도로 수정하였다. 4개 문항으로 측정된 진로변경

도 .827~894로 나타나 모든 요인이 기준치를 충

의도의 Cronbach‘α 값은 .870으로 나타났다.

족시킴을 확인하였다(Kline, 1998).
또한 모든 차원의 개념 신뢰도 값은 .767~.862
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을 확보했고, 산출된 분산

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추출지수(AVE)값도 .539~.724로 제시되어 집중타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된 설문지

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김계수, 2007).

를 4년제 대학의 체육학과 교수 2명(스포츠교육

변인별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 기준으로

학1인, 스포츠경영학1인)이 협의하여 조사대상의

χ²=399.885(df=142,

p=.000)로

부적합하지만,

표 2. 확인적 요인분석의 표준화계수와 유의수준
차원

문항
표준화계수
t값
1
구조적
.841
11.693
4
정체
.906
11.743
5
경력
1
정체
2
.894
17.930
내용적
3
.917
19.261
정체
4
.891
18.991
5
.765
12.699
운동ST
선수
시합ST
.796
9.585
스트레스
환경ST
.672
11.252
지원ST
.767
12.725
1
운동 몰입
4
.806
12.468
5
.902
16.585
1
진로변경
2
.827
18.295
의도
3
.894
20.857
4
.856
19.391
전체 x2=399.885 df=142 p=.000, TLI=.923, CFI=.936,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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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

개념신뢰도

AVE

.000
.000

.801

.623

.000
.000
.000
.000

.862

.724

.000
.000
.000

.767

.539

.000
.000

.834

.669

.000
.834
.000
.000
RMSEA=.076, SRMR=.084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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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I=.928, CFI=.936, RMSEA=.076, SRMR=.084로

표 3.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 스트레스,
운동몰입 및 진로변경의도의 상관관계

적합도 지수 값이 권장 또는 최적수준에 도달하
는 것으로 적합도를 확보했다(홍세희, 2001).

4.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의 내용

구조적 정체1
내용적정체2
선수스트레스3
운동몰입4
진로변경의도5

1
623a)
.489*
.402**
-.413**
.615**

2

3

4

5

724a)
.125* 539a)
-.611** -.072 669a)
.396** .454** -.500** 619a)

*p<.05, **p<.01a)각 요인의 평균분산추출지수

을 설명하고, 조사의 협조를 구한 뒤 자기평가
기입법으로 응답하게 하였고, 응답된 자료는

2.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회수자료 중 설문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자료를 제외시킨 후 윈도우용 통계패키지 프로
그램인 SPSS 20.0 version으로 기술통계분석, 상
관관계분석을 실시했고, AMOS 20.0 version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
체지각이 선수스트레스, 운동 몰입 및 진로변경
의도와의 관계를 구성하는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표 4>와 같이 χ²=401.962(df=143, p=.000)
로 나타났고, TLI=.923, CFI=.936, RMSEA=.076,

SRMR=.085로 본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
였다. Tucker와 Lewis(1973)는 TLI, CFI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지수가 좋은 편이라 하였고,
Browne과 Cudeck(1993)은 RMSEA 값이 .05~.08

Ⅲ. 연구결과

이면 적당한 적합도, .10 이상이면 부적합지수라
하여 적합도를 확보하였다.

1. 변인과의 상관관계

표 4.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증 결과

각 척도들에 대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판
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확인한 결과,

χ²
401.962

<표 3>과 같이 경력정체의 구조 및 내용적 정
뢰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선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모든 상관계
수들이 .8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되었다(김계수, 2007).

p
.000

TLI
.923

CFI RMSEA SRMR
.936
.076
.086

3. 가설 검증

체는 선수스트레스, 진로변경의도에서 95% 신
수의 운동 몰입 요인에서는 95% 신뢰 수준에서

df
143

<표 5>는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변인
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대학 운동선수의 구조적 경력정체 지각과
선수스트레스는 경로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β=.576, t=6.762) “구조적 경력정체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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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설검정결과
가설
H1-1
H1-2
H2-1
H2-2
H3-1
H3-2
H4-1
H4-2

경로
구조적경력정체 → 선수스트레스
내용적경력정체 → 선수스트레스
구조적경력정체 → 운동 몰입
내용적경력정체 → 운동 몰입
구조적경력정체 → 진로변경의도
내용적경력정체 → 진로변경의도
선수스트레스 → 진로변경의도
운동 몰입 → 진로변경의도

표준화계수
.576
-.095
-.561
-.192
.342
-.092
.371
-.391

표준오차
.063
.077
.063
.067
.086
.078
.081
.092

C.R(t)값
6.762
-1.301
-3.034
-8.100
4.916
-1.464
6.239
-5.791

Sig(p)
.000
.191
.002
.000
.000
.143
.000
.000

검증
채택
기각
채택
채택
채택
기각
채택
채택

*p<.05, **p<.01, ***p<.001

은 선수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설 3-2는 기각되었다.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대학 운동선수의 내용

끝으로 대학 운동선수의 선수스트레스 및

적 경력정체지각과 선수스트레스는 통계적으

운동 몰입이 진로변경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로 유의하지 않아(β=-.095, t=-1.301) “내용적

서 선수스트레스와 진로변경 의도는 경로계수

경력정체지각은 선수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β=371, t=6.239)

다.”는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선수스트레스는 진로변경 의도에 정(+)적 영

대학 운동선수의 구조적 경력정체지각과 운

향을 미친다.”는 가설 4-1은 채택되었고, 대학

동 몰입의 경로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운동선수의 몰입과 진로변경 의도도 경로계수

여(β=-.561, t=-3.034) “구조적 경력정체지각은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β=-.391, t=-5.791)

운동 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 는 가설

“운동 몰입은 진로변경 의도에 부(-)적 영향을

2-1은 채택되었고, 대학 운동선수의 내용적 경

미친다.”는 가설 4-2도 채택되었다.

력정체지각과 운동 몰입도 경로계수 값이 통
계적으로 유의하여(β=-.192, t=-8.100) “내용적
경력정체지각은 운동 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2-2도 채택되었다.

Ⅳ. 논의

한편, 대학 운동선수의 구조적 경력정체지각
과 진로변경 의도는 경로계수 값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여(β=.342, t=4.916) “구조적 경력정
체지각은 진로변경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가설 3-1은 채택되었으나 대학 운동선
수의 내용적 경력정체지각과 진로변경의도는
경로계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β

=-.093, t=-1.4648) “내용적 경력정체지각은 진
로변경 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 는 가

본 연구는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 지각
이 선수스트레스, 운동 몰입 및 진로변경의도
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고 다음과 같이 논
의하였다.
첫째,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구조적 정
체)지각은 선수스트레스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구조적 경력정체가 스
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선
행연구(구대일, 2017; 박지원, 2019; 조승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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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창욱, 이대용, 김선근, 2018; McCleese,

아, 김희영, 2018), 경력정체를 지각하게 되면

Eby, Scharlau & Hoffman, 2007) 결과와 일치

개인적으로는 성장 정체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한다. 대학 운동선수가 지각하는 구조적 경력

느끼게 되어 몰입을 저하시키게 된다(곽대영,

정체가 심해질수록 운동수행과 경기, 운동부의

2013; 박혜영, 2014; 현영섭, 2010)는 결과와 맥

환경과 지원 등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락을 같이한다. 즉, 경력정체에 대한 지각은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운동선수로서의

운동 몰입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대우, 운동부 내에서 성장가능성에 대한 어려

따라서 학생선수를 지도 및 관리하는 지도

움을 느낄 경우 운동부 소속감과 연대감이 낮

자는 선수들의 경력정체지각 여부를 확인하거

아지고 진로문제와 운동기량에 대한 스트레스

나 경력에 대한 정체감을 완화시킬 만한 상담

가 높아진 결과라 사료된다.

및 동기부여와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지각은 운동수행

에 대해 정석과 홍아정(2017)도 개인이 직무에

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고 동기부여

대해 책임감과 도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

및 욕구, 운동만족의 감소는 불성실한 태도로

야 하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으로 몰입할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적인 현상은 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관리의

동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운동부 전체의 문제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김태성과 허찬영

가 될 수 있다. 결국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

(2014)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구조적 경력

체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조직

정체와 몰입, 내용적 경력정체와 몰입 간 관계

차원의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냈다. 결국

즉, 경력정체가 선수뿐만 아니라 운동부 전

대학 운동선수가 운동부에서 성장할 수 있는

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볼 때 조직 차원에

가능성을 지각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선수와

서의 관리 및 지원은 선수의 스트레스를 감소

의 상담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구

시킬 수 있고 운동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긍

조적 경력정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차후 조

한다. 더불어 운동선수가 개인적으로 도전적인

직차원에서의 경력관리 및 지원에 대한 매개

운동수행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자아실현

효과 혹은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운동선

욕구 충족 기회를 제공하여 내용적 경력정체

수의 경력정체, 스트레스 감소에 대한 유용한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셋째,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구조적 정
체)지각은 진로변경의도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에 후속연구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구조, 내용)

미쳤다. 경력정체와 진로변경의도에 관한 선행

지각은 선수의 운동 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

연구가 부족하여 대학 운동선수의 진로변경의

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력정체 지각이 높을

도를 일반 조직 구성원의 경력정체와 이직의

경우 개인은 좌절하고 따분함을 느끼며, 자신

도 및 경력변경의도와 연관하여 함의하고자

의 일에 대한 흥미와 의욕을 떨어뜨리며(고정

한다. 본 연구결과는 조직구조상의 경력정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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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운동부 조직 내 구조적 정체가 부상선수에게

(고정아, 김희영, 2018; 박경환, 2011; 이기은,

심리적 제약을 가하게 되고 결국 진로변경의

박희일, 2001; 이주희, 이수범, 2020; Tremblay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Rogers, 1995; Davenport & Russell, 1994)

결과를 통해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대학교

결과와 일치한다. 운동부 내에서 성장하는데

와 지도자는 학생선수 경력정체 지각에 대한 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학생선수는 경기력이

인과 해결책에 대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할

유지되고 향상되어야 경력정체에 대한 지각이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선수들의 경력정체 지각

낮게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심리적, 정신적

은 본 연구결과와 같이 진로변경으로 연결될 수

압박 등으로 인해 진로변경에 대한 의도가 높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력과 상급학교 진학, 실업팀 입단으로 선수

이는 곧 선수의 경력정체지각이 자신의 진로변

로서의 삶만 강조하는 우리나라 전문체육 육성

경의도에 중요한 선행요인이며 직접적인 연관이

시스템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음을 확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진로변경의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운동만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 검증과 조절역할 변수에

전념한 학생선수들이 체계적인 진로교육과 자기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진로

관리 없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은 결국 체육인을

변경을 예측하고 경력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력

사회에 방치하는 것이며 체육과 학생선수에 대

관리나 경력개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고정아

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뿐이다.

와 김희영(2018)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 중

넷째, 대학 운동선수의 선수스트레스와 운동

하나로 조직 상황에 맞는 다양한 경력개발제도의

몰입은 진로변경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도입이 필요하며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맞는 현

대학 운동선수의 선수스트레스는 진로변경의

실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경력전

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김유

일반 조직에서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에서 스

미, 강영실, 2013). 실례로 경력정체지각이 높은

트레스를 받는 경우, 부정적 조직태도와 행동

학생선수에게 적합한 과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

을 유발한다(김기영, 하재만, 이상권, 2015; 김

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

영화, 전희원, 2009; 김형일, 2017; 전창석, 유영

향을 미치고 경력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진, 2012). 따라서 직업적으로 전문 운동선수를

되는 것으로, 결국 학생선수의 역량증진이 궁극적

준비하는 대학의 선수들이 자신의 직무인 운

으로 운동부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이

동수행 등에서 스트레스를 인식한다면, 일반

다(Ramaswami, Carter, & Dreher, 2016 재인용).

조직학에서의 이직의도와 유사하게 자신이 나

한편 김한범과 권순용(2013)의 연구에서 대

아갈 방향에 대해 변경할 의도가 발생되는 것

학축구선수의 부상경험은 부상선수로서 팀 내

이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선수가 인식하는

역할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주변

다양한 형태의 스트레스를 관리함은 물론, 스

으로부터 소외를 경험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스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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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업지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e진로지원센터를

또한, 대학 운동선수의 운동 몰입은 진로변경

개소하였다. e진로지원센터는 진로교육, 상담,

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멘토링 등을 통해 운동선수의 진로전환과 원

이러한 결과는 몰입이 이직의도에 부(-)적 영향

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진로를

을 미친다는 결과(Decoinck & Bachmann, 2005;

변경하고자 혹은 전환한 선수를 대상으로 지

Hollingworth & Valentine, 2014)와 유사하다.

원을 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즉, 운동을 수행

팀이나 조직에 몰입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애

하며 경력정체를 경험하게 될 혹은 경험하고

착을 갖고 근속하고자 하는 욕구의 발산이며,

있는 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자신의 일에 대해 도전하거나 책임감을

이를 통해 경력정체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갖는 긍정의 신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을 수

몰입한다는 것은 선수로 하여금 해당 팀이나 운

립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필요한 역량을 강화

동부에 헌신하고 집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

하여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

미에서 팀을 지도하는 코치진이나 팀 운영 관계

다. 따라서 경력정체의 경험적 자료와 정책적

자들의 지속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함의를 통해 현장에서 환류 될 수 있는 실제

일반적으로 대학 운동선수들은 재학기간 자

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할 수 있다.

신의 운동기량을 향상시키고 보다 높은 성과
를 창출하여 대학 이후 실업팀으로 진출하거
나 더 나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한다. 대개의
운동선수들이 자신의 운동기량 등이 정체된다

Ⅴ. 결론 및 제언

고 인식하면 실업팀 선수는 팀 내 입지와 전
과 달라진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여 다른 팀으
로 이적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 운동
선수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타교로 옮기거나
혹은 운동을 포기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선택
을 하거나 극단적인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 어
려움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이를 감소시키
거나 완화하지 못할 경우, 운동선수의 진로에
서 다른 진로방향으로 변경할 의도가 높아진
다. 결국 스트레스의 강도가 심해지거나 대처
가 어려운 경우 운동선수 중도포기, 체육 이외
의 다른 진로로 변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함의함에 살펴볼 것은
최근 대한체육회는 운동선수의 진로교육과 취

본 연구는 대학 운동선수의 경력정체지각이
선수스트레스, 운동 몰입 및 진로변경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고 연구 결과를 토대
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대학 운동선수의 구조적 경력정체지각
은 선수스트레스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대학 운동선수의 구조적 정체와 내용적 경력정
체 지각은 운동 몰입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학 운동선수의 구조적 경력정체는 진로
변경의도에 부분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끝으로, 대학 운동선수의 선수스트레스는 진로변
경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선수의 운동
몰입은 진로변경 의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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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경력정체가 선수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발전적 차원에서 선수

미치고, 운동 몰입을 저하시킴을 상기하여 보

들이 인식하는 경력정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 실제적인 선수 지도 및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운동부를 보유한 대학에서는 단
순히 감독과 코치에게만 선수를 관리하는 차
원을 넘어 선수의 진로 및 생활관리를 도울
수 있는 매니저의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선수들이 자신의 경력정체를 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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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Career Plateau of university athletes on Athlete
stress, Exercise immersion, and Career Transition Intention
Kim, Sung-Duck(Baekseok
Choi, Young-Jun(Busan

University)･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lateau,
athlete stress, exercise immersion and career transition intention of university athlete.
For such purpose, university athlete in sports education facilities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were selected as a population, from March 2020 to May 2020. A total of
340 Athlete in 3 university were selected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method.
Also, to verify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relevant variables, CFA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undertaken, and to verify hypothesis, SEM verification and path analysis
were carried ou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areer plateau of university athlete affected their
stress and immersion. Second, the factor affected their career change intention partially.
Lastly, the athlete stress and exercise immersion of university athlete affected their
career change intention. In conclusion, Stable team management and efficient team
revitalization can be expected through the career management of university athlete.
Key words : career plateau, athlete stress, exercise immersion, career transition intention

- 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