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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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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목을 중심으로

이 종 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체 육 교 육 과

현대사회에 스포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프로스포츠의

종목별로 선수의 포지션, 인종, 리그 등으로 나눠서 선수들의 연봉과 각 변인간

의 관계를 검증하는데 집중되었다. 하지만 국내 스포츠의 경우 프로스포츠 선수

들처럼 스포츠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고 있는 실업 스포츠 선수들이 있

으며, 이들은 한국스포츠가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

다. 이처럼 한국 스포츠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실업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에 관

한 연구도 프로스포츠처럼 이루어져서 실업 선수들의 스포츠 활동에 대한 정당

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는 연봉 산정 도구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혼합연구방법을 실시하여 먼저 실업팀 관리자들의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실업팀 선수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귀납적 범주화 분

석으로 정리하고, 실제 실업 선수들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본 연구에서 정리한 변

인과의 관계를 여러 방향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현재 실업팀 관리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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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과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현역 실업팀 선수 총 293명의 데이터

를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실업팀 선수의 연봉을 설명하는 요인을 경기력 요인과 비

경기력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경기력 요인은 대회수준, 개인 경기력, 신기록 보유

여부, 선수 경기력 고려기간, 과거 경기력, 국가대표 여부, 국가대표 후보 여부,

신체 조건 등 8개의 하위 요인을 탐색하였고, 비경기력 요인은 종목 특성(다관

왕, 종목 순위 배점), 타선수 연봉, 출신 지역, 지역내 스포츠 이벤트 개최 여부,

실업팀 연차, 실업팀 기여도, 선수 기간, 군필 여부, 감독 유형 등 9개의 하위 요

인을 탐색하였다. 둘째, 실제로 선수들의 경기력 요인에는 전국대회, 올림픽, 세

계 선수권, 기타 국제대회, 한국 신기록, 전국가대표, 신체조건 등이 연봉에 정(+)

의 영향을 미치고, 비경기력 요인에는 실업선수 경력, 전국체전 순위 배점, 관리

형 감독 등이 연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업팀의 운

영 주체별로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기업팀은 올림픽, 지자체팀은

올림픽과 전국체전 성적이 연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

다. 즉 실업팀 운영 주체별로 실업팀의 운영 목적에 따라 소속 선수들의 특성에

도 차이가 있으며, 연봉 산정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종목별 경기

유형과 종목의 계절성에 따라서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요어: 한국 실업팀, 연봉, 연봉요인, 개인종목, 실업팀 선수, 기업팀,

지자체팀

학 번: 2012-2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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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의 중요성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으로 그 가치가 커지고 있다.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건

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에서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세계 대

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림으로써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10).

우리나라의 스포츠는 비인기 스포츠와 인기 스포츠로 분류하는

데, 비인기 스포츠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등에 포함

되는 종목으로 프로 리그가 없는 종목을 말하며(문화체육관광부,

2010), 인기 종목은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과 같이 프로 스포츠 리

그가 있고 저변 확대로 전국에 스포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는 스

포츠를 말한다(구창모, 2010).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의 구별은

1980년대 프로 스포츠의 태동으로 시작됐다(오일영, 1993).

한국 프로 스포츠는 1982년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프로 축구, 프

로 씨름, 프로 농구, 프로 배구 등이 출범하였다. 프로 야구는 애향심

으로 인기가 높았던 고교 야구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국민적인 관

심을 받았다. 1983년 프로 리그가 시작된 프로 축구는 2002 한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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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컵 이후 많은 관심과 인기를 누렸으며, 1996년 프로에 뛰어든 농구

는 아마추어 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대학 농구 스타들을 기

반으로 아마추어 농구 시절의 인기를 이어갔다. 이처럼 인기 종목들

은 프로 스포츠로의 변화를 통해서 비인기 종목들보다 더 많은 관심

을 국민들로부터 받으면서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했다(이장영,

2009). 현재 프로 야구는 1982년 출범한 이후 최초로 시즌 누적 관

중 700만 명을 2012년에 기록하면서 국민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

는 스포츠 종목이 되었다(세계일보, 2012). 이와 같은 스포츠의 프로

화로 인해서 스포츠 선수들의 직업화 현상이 나타났고 스포츠에서도

노동의 특성들이 부각되었다. 이는 스포츠가 순수 아마추어 개념을

초월하여 상업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신문선, 2002). 선수들은

각 리그에서 활동하는 대가로 구단으로부터 연봉 형식의 임금을 지

불 받았으며, 연봉은 선수들의 가치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었다.

비인기종목은 1960년대 국민 체육 진흥법을 기반으로 1970년대에

스포츠가 국가 정책 목표 달성의 중요한 수단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국가주도적 스포츠정책 관리 및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구창모, 2010).

국가 주도적 스포츠 정책의 시작으로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스포

츠 전담 정부 기구가 조직되고 스포츠는 국가 기능의 일부분으로 확

장 되었다. 이러한 투자의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 스포츠 대회

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신흥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하였다(박진

경, 2008). 대한체육회(2011)의 자료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스포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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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살펴보면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 7위, 2010년 동계 올림픽

5위, 2010년 카타르 아시안게임 2위,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 5위를

기록하면서 지속적으로 세계 10위권의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

고 있다. 이러한 결실을 맺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은 비인

기 종목의 선수들이다. 1948년 런던 하계 올림픽부터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까지 18개 종목에서 획득한 금메달 68개, 은메달 74개,

동메달 73개 총 215개의 메달 가운데 98%는 비인기 종목에서 획득

한 성과였다(대한체육회, 2011). 이처럼 비인기 종목들은 스포츠 강국

의 척도가 되는 올림픽,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등의 세계 대회에

서 메달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인기 종목인 프로 스포츠 종목

들에 비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인

기 종목은 국가의 관리나 지원이 매우 열악해서 스포츠의 균형적인

발전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구창모, 2010).

이러한 비인기 종목들 가운데에서 프로 스포츠와 비슷하게 스포

츠 활동을 통한 보상을 받는 개념을 실업 스포츠라고 한다(Leonard,

1988; 오일영, 1993). 실업 스포츠의 선수들은 올림픽, 아시안 게임,

세계선수권 대회 등의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 각종

대회에서 활약하면서 국위선양 및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10a)에서 실시한 직장운동경기부(실업

팀)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의

국제대회에서 획득한 메달의 약 30%를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소속

선수가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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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 체육의 위상과 한국 스포츠 발전의 주요 동력으로 평가 받

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실업팀이 한국스포츠 발전의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실업팀 창단을 기피하거

나 기존에 운영 중인 실업팀을 감원 또는 해체하려고 한다(경인일보,

2010; 문화체육관광부, 2010b). 이와 같은 실업팀들에 대한 사회적 무

관심과 미미한 국가적 지원은 우수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비인기종목

의 발전과 국위선양을 어렵게 하며, 점차 세계스포츠 대회에서 한국

스포츠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인기 종목 실업팀 선수들이 한국 스포츠

에서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확인하고,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실업 스포츠 선수들의 가치를 평가,

보상할 수 있는 합당한 도구를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필요성

실업 스포츠의 선수들도 프로 스포츠 선수들처럼 스포츠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다(오일영, 1993). 하지만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에 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고 각 프로 리그와 구단들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을 산정하는 도구나 요인들을 가지고 객

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연봉을 산정하는 반면, 실업 스포츠는 선수들의

연봉에 관한 연구와 연봉 산정 도구의 개발이 미흡한 상황이어서 선

수들의 불만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불만은 곧 경기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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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실업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1) 실업팀 선수들의 노동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2) 실업스포츠 선수들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인들

을 개발하여 차별적 보상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3) 실업 스포츠 선

수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세계 스포츠 강국이라는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유지하고 좋은 실업 선수들을 계속 육성하여 지속

적으로 한국 스포츠를 발전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

스포츠에서도 노동적인 특성을 발견 할 수 있는데 노동에서와 같

이 스포츠에도 주어진 과제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수들은 훈

련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고 시합에 출전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오일영, 1993). 그리고 보다 좋은 경기 결과를 위해

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데 이것이 노동의 반복적인 생산 단계와 유

사하다. 프로 스포츠는 선수들의 노동력에 정당한 보상을 주는 도구

개발이 이루어져왔지만 실업 스포츠는 이런 연구가 미흡하여 상대적

으로 실업 스포츠 선수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 스포츠 선수들의 정당한 연봉 산정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프로 스포츠에서는 객관적인 기준과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선수

들이 갖는 경기력, 경력, 경기력외적 등 다양한 요인들로 구단에서

선수들의 가치를 측정하여 각각의 선수들마다 차별적인 연봉을 지급

한다(Lackritz, 1990; Lehmann & Schulze, 2007; Lucifo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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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mons, 2003). 실업 스포츠에서도 선수들의 가치에 따라서 연봉을

산정하고 지급하지만, 프로 스포츠 선수들처럼 객관적인 산정 요인이

없기 때문에 차별적인 연봉에 대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불

만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실업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요인들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프로 스포츠를 관람하는 팬들은 좋은 질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며, 높은 질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

는데, 이것은 더 높은 질의 경기력이 나올 수 있게 선수들에게 동기

를 부여해준다(Harder, 1992). 그리고 각 나라별, 종목별 프로 스포츠

는 더 많은 관객들의 수요를 위해서 선수들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

면서 높은 질의 경기를 공급하려고 노력한다. 이처럼 프로 스포츠 선

수들은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하고 이

런 노력을 통해서 상품성이 커지게 되고, 프로 스포츠 구단은 높은

상품성을 만들어내는 선수들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해 준다.

실업 스포츠 선수들도 올림픽,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과 같은

국제 대회와 국내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높은 상품성을 만들어 낸다. 하지만

실업팀 선수들은 프로 스포츠 선수들에 비해서 상품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

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실업팀 선수들이 노력해서 나온 상품성에 대

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지 못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못

한다면, 한국 스포츠는 국제 무대에서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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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실업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실업 선수들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3. 연구의 목적 및 개요

본 연구는 실업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

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실업 스포츠는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고유 특징

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 분야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 스포츠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미흡하였고, 특히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에 관한 연구

는 오일영(1993)의 ‘실업팀 선수의 임금 구조와 임금 만족에 관한 연

구’가 유일하다. 선행 연구로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을 산정하는데 필

요한 요인들을 밝힌 연구가 없어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팀 선수의 연

봉에 관한 연구보다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에 관한 연구의 문헌적 고찰을 통해서 프로 스포츠 선

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 요인들 중에서 실

업팀 선수들의 연봉 결정 요인으로도 사용 가능한 공통적인 요인들

을 분류하였다.

둘째, 정성적 접근을 통해서 실업 스포츠에 관련된 선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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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해

서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찾아내고

찾아낸 변인들을 귀납적 범주 분석을 통해서 일정한 기준과 유사성

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변인들을 통해서 실업팀 연봉에

영향을 주는 고유의 변인을 찾아내는 시도를 하였다.

셋째,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 결정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과

정성적 접근을 통해서 탐색한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고유 변인들에 대해 정량적 접근을 통한 변인들의 실증 검증을 거쳐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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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문제

1. 프로 스포츠 선수 연봉을 결정하는 요인

스포츠 시장의 소비자들은 선수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소비하며,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높은 질의 스포츠 상품

에 기꺼이 돈을 더 지불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Rosen & Sanderson,

2001). 노동 시장에서 노동자의 생산성과 능력에 따라서 노동자는 차

별적인 급여를 받지만, 노동자의 차별적인 생산성과 능력의 특성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Allison, 1984; Hoang & Rascher, 1999). 노동

자의 차별적인 생산 능력을 통한 노동자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으

로 노동자들의 급여를 통해서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Nelson,

Donihue, Waldman, & Wheaton, 2001). 스포츠 시장에서는 스포츠

선수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연봉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들이 많이 진행되었으며, 많은 연구들이 선수들의 경기력으로 연봉을

설명하지만 경기력만이 선수의 연봉을 설명 할 수 있는 유일한 변인

은 아니다(Rosen & Sanderson, 2001).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을

설명하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선수의 연봉을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기력(performance), 선수들의 경력(career)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비춰지는 선수의 이미지(image), 선수의 인종(race), 선

수의 성별(gender) 등과 같은 비경기력적인 다양한 변인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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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프로스포츠 선수연봉 요인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연봉과 관련된 문헌

고찰을 통해서 <그림 1>과 같이 크게 세 개의 변인을 탐색했다.

1) 선수의 경기력(Performance) 관련요인

스포츠에서 경기력은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능력이고 재

능이며, 선수들이 경기에서 사용하는 각 스포츠 종목별 기술로 설명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스포츠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가진 선수가 높

은 연봉을 받고 있다(Rosen & Sanderson, 2001;송종우, 2008). 경기

력이 선수의 연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이유는 프로 스포

츠 리그에서 경기력이 좋은 선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구단이 그렇

지 못한 구단보다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구단의 좋은 성적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Tunaru, Clark, & Viney, 2005). 프로 골프에서 프로 선수들은 매

시즌 경기를 하면서 벌어들인 상금으로 선수들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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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랭킹이 높기 위해서는 경기에서 높은 랭킹에 입상을 해야 하며

상금 랭킹에 따라 경기력도 다르다(민대기, 2008). 이처럼 경기력은

프로 스포츠의 개인과 단체 종목의 구별 없이 모든 스포츠에서 선수

의 가치 즉, 연봉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스포츠 선수의 연

봉과 경기력의 관계를 종목별로 이루어진 연구들을 분석하므로 경기

력의 세부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장영과 최병목(2002)은 2001-2002년 한국 프로 농구 선수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수들의 경기력 변인들을 지난 시즌의 득점, 리

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블록슛, 턴오버, 파울, 경기수로 나누었고, 변

수들과 2001년 프로 농구 선수들의 연봉과의 관계를 파악했다. 선수

들의 능력을 평균, 중위값, 최빈값으로 분류한 결과를 보면 득점과

리바운드에서 평균값이 중위값 보다 높으며 최빈값은 0으로 나와서

농구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

수들의 능력들은 연봉과의 단순 회귀 분석에서 모두 연봉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왔으나, 변인들끼리의 영향력을 통제한 중다회귀 분석에

서는 선수 능력 5개의 변수,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파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나머지 3개의 변수 블록슛, 턴오버,

경기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블록슛은 경기당

발생수가 적고, 경기수는 누적된 값인데 나머지는 경기당 나타나는

능력이기 때문에 연봉에 영향력이 줄어든 것이고, 턴오버는 설명되지

않으며, 연봉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변인은 득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국 프로 농구 선수의 연봉과 경기력을 파악한 연구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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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석인과 한필수(2003)는 한국 프로 농구 2001-2002 시즌 선수들

의 연봉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 변수들(연봉, 출전 게임수, 경기 출

전시간, 2점슛 수, 3점슛 수, 자유투 수, 공격 리바운드, 수비 리바운

드, 도움, 자유투 부여 파울, 자유투 비부여 파울, 부정 수비, 가로 채

기, 블록 슛, 굳 디팬스, 턴오버, 시즌 경력, 슛 실패 수)을 정리하고,

정리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함을 파악하여, 변수들을 변환

(로그 변환 또는 제곱근 변환)하여 의미 있는 변수들끼리 묶어 만든

새로운 변수들로 회귀 분석을 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선수의 해당

포지션에서 주 능력을 설명하는 변수들이 선택되지 않아서, 전문성의

논리로 의미 있는 변수들끼리 계산하고, 계산된 새로운 변수들을 최

종적으로 (1) 득점요인(2점슛 수, 3점슛 수, 자유투 수), (2) 공헌요인

(도움, 공격 리바운드), (3) 실책요인(자유투 부여 파울, 부정 수비,

턴오버, 슛 실패 수), (4) 수비요인(자유투 비부여 파울, 굳디팬스, 가

로채기, 블록슛, 수비 리바운드), (5) 공통요인(시즌 경력, 경기 출전

시간, 출전 게임수)으로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변수들의 회

귀 분석 결과 변수간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변수들의

t-test 결과도 모두 유의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

지 않았으며, 최종 변수들의 다중 회귀분석결과 선수의 연봉을 설명

하는 요인으로 득점 요인과 수비 요인이 우선적이라고 설명했다.

송종우(2008)는 2006-2007년의 한국 프로 농구 총 10개 구단 84

명의 선수들의 개인 성적을 가지고 2007-2008년 선수 연봉을 예측하

는 연구를 했다. 연구에서 선수들의 연봉을 설명하는 25개의 변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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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산점도를 그려서 변수들간의 관계를 조사하였고, 25개의 변수들

중에서 상관 관계가 높은 변수 6개(자유투 시도, 2점슛 시도, 3점슛

시도, 덩크슛, 덩크슛 시도, 어시스트)를 제외하였다. 나머지 19개의

변수들 중에서 연봉을 설명하는 적절한 변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step wise regression 방법론을 사용하였고, 최종적으로 선택된 총 8

개(총 경기 시간수, 자유투 성공수, 경기당 리바운드, 경기당 어시스

트, 경기당 득점, 블록슛, 경력)의 변수가 선수들의 연봉을 설명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다른 방법으로 변수들과 연봉

과의 관계를 살펴봤는데, 처음 25개의 변인들을 트리 모형을 사용해

서 모형 적합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2점슛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고,

경기당 득점, 파울수, 야투 성공률, 경력 등의 순으로 나왔다. 최종적

인 연구 결과 프로 농구 선수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

로 득점력이고, 경기력이 좋은 선수가 높은 연봉을 받는다고 설명했

다.

김세중(2009)은 한국 프로농구 2007-2008시즌 정규리그에 참여한

선수들 가운데 95명을 대상으로 각 선수의 경기 기록 변수들과 연봉

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봤고, 변

수들 중에서 어떤 변수들이 연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경기실적 변수와 연봉간의

상관 관계 분석 결과 12개의 모든 변수들이 상관 관계를 보여줬으며,

경기실적 요인과 연봉간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가장 높은 영향을 주

는 변인은 경기 출장시간이었다. 하지만 경기력을 설명하는 변인 중



- 14 -

에 2득점, 디펜스 리바운드, 3득점의 순으로 연봉에 영향을 주고 있

었다.

Wallace(1988)는 미국 프로 농구 리그(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NBA) 1984-1985 시즌 선수들 중에 NBA경험이 1년 이

상인 선수들을 대상으로 선수의 경기력 변인을 사용해서 선수들의

경기력과 연봉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경기력 변인을 기술 성공 비

율, 포지션, 팀내 선수의 수준(상위급, 중위급, 하위급)으로 분류했다.

경기력 변인들의 회귀분석 결과 기술 성공 비율의 세부 변인인 48분

간의 득점수(point per 48min), 48분간의 리바운드수(rebounds per

48min)는 유의미했고, 48분간의 블록슛(blocks per 48min), 공격능력

비율(offensive proficiency ratio), 수비능력 비율(defensive

proficiency ratio)은 연봉에 영향을 주지 못했으며, 선수의 포지션 변

인들도 연봉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선수의 수준 변인은 베스트 5인

주전 선수와 가끔 시합에 출전하는 중간급 후보 선수들은 연봉에 유

의미한 영향을 보였지만, 시합에 거의 나오지 못하는 후보 선수들은

연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농구에서

는 연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득점력이 좋아야 함을 알 수 있다. 경기

당 득점율이 높은 선수는 팀이 승리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득점력이 연봉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문선 (2004)은 한국 프로 축구 선수, 감독 및 코치, 구단 관계

자들을 대상으로 선수들의 연봉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중요도

인식을 파악했다. 10개의 한국 프로 축구팀의 선수, 감독 및 코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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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관계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해서, 선수 연봉 산정시 고려되는 요

인 12 가지 (선수의 경기력, 전년도 팀성적, 구단 능력, 팀 기여도,

프로 경력, 경기 출전률, 국가 대표, 성실성, 연령, 장래성, 전년도 연

봉, 기타)의 중요도 인식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모든 응답자가 경

기력 요인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력 요인 중에서 선수들은 팀승률이, 감독 및 코치들은 득점 요인

이, 구단 관계자들은 수비요인이 연봉 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고 나타났다.

Lucifora와 Simmons(2003)는 이태리 프로 축구 리그(Serie)의 1

부 리그 선수와 2부 리그 선수들의 1994-1995시즌 데이터를 가지고

선수들의 경기력이 연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다. Lucifora와

Simmons의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슈퍼스타 효과(superstar

effects)1)가 선수 연봉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았는데, 슈퍼스

타 효과 변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 선수의 경기력 변인이

있다. 경기력은 이태리 프로축구 리그별(Serie A, Serie B), 선수들의

포지션별로 득점과 어시스트와 같은 요인으로 경기력을 단순하게 분

류(공격수 어시스트, 미드필더 어시스트, 공격수 득점, 미드필더 득

1) 스포츠의 ‘Superstar effect’를 설명한 선행 연구로는 Rosen(1981)이 설명한 ‘superstar effect’와

Adler(1985)가 설명한 ‘superstar effect’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Rosen(1981)은 사람들이 높

은 질의 경기력을 관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하므로 좋은 경기력이 선수들의 연봉

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즉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경기력이 선수들에게 더 많은 연봉을

받게 해준다고 하였다. 반면 Adler(1985)는 많은 사람들이 경기력을 보면 그만큼 선수에 대한 정보

가 습득되어 그 선수의 경기력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즉 선수들의 경기력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선수를 알게 되고, 선수에 대한 정보가 습득되어 스타가 만들어지는 것

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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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비수 득점)했다. 포지션별 또 하나의 변수는 이태리 리그에서

공격수와 미드필더들의 총 득점수이다. 그리고 경기력 변인을 깊이

있게 세분화하지 않았지만, 이태리 리그 이외의 국제 시합의 출전 여

부를 설명한 국가대표 변인을 선택해서 선수들의 경기력 질을 살펴

봤다. 이태리프로축구 리그 선수 중에 이태리 대표팀 선수와 다른 국

가대표 선수를 하나의 변인으로 설정하여 선수들의 경기력 질이 연

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다. 분석 결과 Serie A(1부리그)

선수들의 공격수 어시스트률, 미드필더 득점률, 공격수 득점률이 연

봉에 영향을 주고 공격수들의 리그 총득점 수는 큰 영향을 주는 것

을 알 수 있다. Serie A(1부리그)의 미드필더 선수들 중에 연봉을 많

이 받는 선수들은 득점률이 높았으나, Serie B(2부리그)의 미드필더

선수들에게는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Serie A(1부리그)와

Serie B(2부리그)의 공격수들의 연봉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득점률 이였으며, 공격수 중에서 득점률과 어시스트률이 모두 높으면

연봉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국가대표 변인은 수비수와 미드필

주지 못하였고 득점률이 높은 공격수들에게는 영향을 주었다.

Lehmann과 Schulze(2007)는 독일 프로축구 리그 선수들의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superstar effect’로 설명하며 Rosen(1981)과

Adler(1985)의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Lehmann과

Schulze는 1998-1999 시즌, 1999-2000 시즌 독일 프로축구 18개팀

선수들의 연봉과 경기력, 미디어노출의 관계를 설명했다. 본 연구에

서 경기력 변인의 세부 변인으로는 선수들의 포지션(공격수, 미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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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수비수, 골키퍼)별로 득점, 도움, 슈팅횟수, 태클 성공 횟수의 변

인들을 매개 변수로 선택해서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을 찾았다. 각 매개 변수들은 다중회귀 분석 결과 공격수들의 득점,

미드필더의 도움, 수비수의 태클, 슈팅 횟수 변인들이 연봉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기력이 연봉에 영향은 주지만 경기력이 연

봉에 정비례하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선수의 연봉 책정과 선수의 경기력의 변인들과의 관계를 가장 많

이 설명한 종목은 프로 야구다. 프로 야구는 프로 축구와 다르게 선

수들의 포지션 별로 세분화가 가능하고, 선수들의 경기 기록과 훈련

태도 등의 변인으로 연봉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 야구는 다

른 종목보다 더 변인을 객관화하고 세분화 하기 쉬우며 과학적인 연

봉 산정을 할 수 있다(신문선, 2002). 그래서 프로 야구 선수의 경기

력과 연봉과의 관계를 설명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장영과 강효민(2001)은 2000년 한국 프로 야구 선수들 가운데

투수 113명을 선정하여, 각 선수들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투수의 경기

력과 연봉과의 관계를 파악했다. 연구자가 설정한 가설은 투수의 방

어율, 안타, 4사구, 실점, 자책이 적을수록 연봉과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낼 것이고, 경기, 승리, 세이브, 홀드, 이닝, 삼진이 많을수록 연

봉과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연구는 2000년 선수들의

경기 기록과 선수들의 통산 기록들을 정리해서 독립 변수를 설정하

여 두 가지 모델로이며,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 승리 횟수,

세이브 수, 홀드 수는 정적 관계를 보였고, 자책은 부적인 관계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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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다. 통산 선수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경기더들의 연봉에는

영향을 미쳤지만, 공격수 중에서 득점률이 낮은 선수에게는 영향을

력 변수 결과를 보면 방어율과, 투구 이닝 수가 연봉과 부적관계를

보이고, 승리 수, 세이브 수, 안타 맞은 수, 삼진 수가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연봉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낸 변수 중에 안타

맞은 수만 가설과 다른 결과를 보였고, 승리, 세이브, 삼진 변수는 가

설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즉 한국 프로 야구의 투수는 승리, 세이

브, 삼진이 많을수록 연봉이 높아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장영(2009)은 야구선수들이 포지션에 따라서 연봉을 차별적으로 받

는다고 설명했다. 이장영(2009)의 연구에서 1982, 1992, 2002, 2004 시

즌 선수들의 연봉데이터를 포지션 별로 살펴보면, 매년 외야수의 평

균 연봉이 가장 높고, 그 다음 내야수, 투수, 포수 순으로 평균 연봉

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야수들의 경우 강타자인 경우가 많아

서 팀 내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에 비해 연봉이 높

은 것으로 설명하였다.

김응식(2001)은 프로 야구의 각 구단의 수입 증가에는 팀의 성적

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승리 기여도가 높은 선수가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근거로 1997년부터 1999년 까

지 한국 프로 야구 위원회에 등록된 타자들 중에서 126 타석을 채운

타자들을 대상으로 팀 승리 기여도에 깊은 관계가 있는 경기력을 설

명하는 요인 12개와 연봉과의 상관 관계를 살펴봤다. 연구 결과를 살

펴보면 시즌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연봉과의 상관 관계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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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서 살펴보면, 타점, 안타수, 타석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타율과 경기 출장 횟수는 적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박승현

(2008) 또한 한국 프로 야구 타자들의 고액 연봉 책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봤다. 2006년 시즌 동안 한국 프로야구 경기에 1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2007년 각 구단과 계약을 마친 137명의

타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선수들의 경기력 변수는 선행

연구와 프로야구 구단에서 연봉 협상시 기준이 되는 객관적인 자료

들을 가지고 17개의 변수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경기력을 설명하는

17개의 변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변수들과 선수의 연봉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 2000년 선수들의 변수들 중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은 승리 횟수, 세이브 수, 홀드 수, 자책수와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비모수적 의사결정 나무

(Answer Tree)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고액 연봉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경기력 요인은 출루율이였고, 그 다음으로 안타수, 홈런수, 사

구수 순으로 타자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요인들이 나타났다.

미국 프로야구 리그(Major League Baseball: MLB)에서도 선수

들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경기력을 설명하는 통합적인 변수들과 선수

들의 연봉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선수들의 경기력을 설명하는

변수 중에 타자의 경기력을 설명하는 것에는 출루율과 장타율의 합

(OPS: On-base Plus Slugging percentage), 프로1년차부터 현재까지

의 출루율과 장타율의 합(AOPS: Average OPS), 팀에 대한 타자의

기여도가 있고, 투수의 경기력을 설명하는 변수에는 개인평균 방어율



- 20 -

(AERA: Average Earned Run Average), 개인평균 이닝수(AIP:

Average Innings Pitched)가 있다. MLB선수의 연봉을 설명하는데

들어가는 변인은 메이저 리그 연차, 선수 팀 연고지의 인구수가 있으

며, 선수의 연봉과 선수의 성적과의 상관 관계를 보여준다. 이처럼

미국 프로야구 리그(MLB)의 선수들의 연봉도 선수들의 경기력 변수

가 큰 영향을 주고 있다(권병진, 2005).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National Hockey League: NHL)도 선수들

의 연봉에 경기력의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Jones와 Walsh(1988)는 1977-1998 시즌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 300명의 선수들을 설명하는 변인들과 연봉과의 관계를 살펴

봤다. 선수들의 변인 가운데 경기력 변인은 경기당 득점, 경기당 골

키퍼(골리)의 실점, 경기당 퇴장 분수 등의 세부 변수들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경기력과 연봉과의 관계를 포지션별(forward,

defensemen, goaltender)로 살펴봤다. 연구 결과 공격 기술을 설명하

는 변인인 경기당 득점 요인은 공격수(forward)와 수비수

(defensemen)들 모두의 연봉에 유의한 영향을 보여줬으나, 공격수에

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당 퇴장 분(min)수 변

인은 공격수들의 연봉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오고 수

비수들의 연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공격

수들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것

이 하나의 이점이기 때문이다. 골키퍼는 경기당 실점 수가 연봉에 영

향을 주는 경기력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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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on과 Kahane(2000)는 1990-1991 시즌과 1991-1992 시즌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NHL) 선수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선수들의 개인

적 경기력과 팀 동료들의 경기력이 개인 연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를 살펴봤다. 경기력을 설명하는 변인으로 게임당 득점과 도움

(point), 게임당 페널티 분수(penalties), 얼음 위에서 직접 경기시 팀

득점(plus)과 팀실점(minus)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연봉과의 관계

를 살펴본 결과 경기력을 설명하는 모든 변인들이 연봉에 영향을 미

치고 있었다. 그리고 팀 동료들의 경기력 변인중에 득점 변인을 제외

하고 나머지 변인들은 개인의 연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과적으로 팀의 경기력이 좋을 때보다 팀의 경기력이 안 좋

을 때 선수의 개인 경기력이 연봉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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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출판년도 샘플 종목 연봉에 영향을 주는 경기력 변수

이장영 &

최병목
2002

2001년 연봉협상 마친

한국프로농구 선수

89명

농구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스틸, 파울

이석인 &

한필수
2003

2001-2002

한국프로농구 정규리그

참가 선수 93명

농구
득점요인(2점슛수+3점슛수+자유투수),

수비요인(수비리바운드+자유투비부여파울+가로채기+블록슛+굿디펜스)

송종우 2008
2006-2007한국프로농구

선수 84명
농구 2점슛, 경기당 득점, 파울수, 야투성공률 순으로 영향을 줌

김세중 2009

2007-2008

한국프로농구

정규리그참가 선수

95명

농구 2득점, 디펜스리바운드, 3득점 순으로 영향을 줌

Wallace 1988
1984-1985년NBA경험

이 1년이상인 선수
농구

48분간의 득점율,

48분간의 리바운드율,

주전선수(베스트5),

중간급선수(경기에 가끔 출전하는 후보선수)

신문선 2004

한국프로축구 선수

267명, 감독 및 코치

20명 구단관계자 46명

축구
전년도연봉, 팀성적, 구단규모, 경기출전수, 감독평가, 국가대표, 프로경력,

독점, 도움

<표 1>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력과 연봉과의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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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출판년도 샘플 종목 연봉에 영향을 주는 경기력 변수

Lucifora

&

Simmons

2003

1994-1995 이태리

Serie A, Serie B 선수

730명

축구

Serie A: 공격수 어시스트율, 미드필더 득점율, 공격수 득점율, 공격수

총득점수, 미드필더 국가대표, 수비수 국가대표

Serie B: 공격수 득점율

Lehmann

&

Schulze

2007

1998-1999/1999-2000

독일 프로축구

18개 팀 선수들

축구

공격수: 득점

미드필더: 도움

수비수: 태클, 슈팅수

이장영 &

강효민
2001

2000 한국 프로야구

투수 113명
야구 승리횟수, 세이브 수, 홀드 수, 방어율, 투구이닝 수

이장영 2009

1982, 1992, 2002, 2004

시즌 한국 프로야구

선수

야구 외야수, 내야수, 투수, 포수, 순으로 연봉이 높음

김응식 2001

한국 프로야구

1997년부터 1999년

까지 126 타석을 채운

타자 41명

야구

1997시즌: 타점, 타석, 안타수, 타수, 타율 순으로 높음

1998시즌: 타수, 타석, 안타수, 2루타, 타점 순으로 높음

1999시즌: 안타수, 타점, 타석, 2루타 순으로 높음

박승현 2008

2006 한국 프로야구

10경기 이상 출전한

타자 137명

야구 출루율, 안타수, 홈런수, 사사구수 순으로 높음

<표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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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진 2005 미국 프로야구 (MLB) 야구

출루율+장타율(OPS: On-base Plus Slugging),

MLB총 출루율+장타율(AOPS: Average OPS),

팀 기여도, 평균 방어율

Jones &

Walsh
1988

1977-1988시즌 NHL

선수 300명

아이스

하키

공격수: 득점, 경기당 퇴장분수

수비수: 득점

골키퍼: 경기당 실점수

Idson &

Kahane
2000

1990-1991,

1991-1992시즌 NHL

선수 930명

아이스

하키

득점&도움(Point)

게임당 페널티 분수(penalties)

경기 당시 팀득점(plus)과 팀실점(minus)

<표 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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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수의 경력(Career) 관련 요인

선수의 업적은 선수가 지금까지 경기를 하면서 만들어낸 개인적

인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선수들의 개인적 특성들은 선수의 과거

경기력과 수상 이력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선수의 과거를 추억하게

하는 것들이며, 이런 개인적 특성들을 갖는 선수를 사람들은 ‘추억의

스타(aged star)’라고 부른다. ‘추억의 스타(aged star)’의 가치는 선수

의 과거 경기력과 수상 이력, 선수에 대한 팬들의 추억을 가지고 측

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선수의 업적(career)만을 가지고 선수

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Rosen & Sanderson, 2001).

그래서 미국 프로야구 리그(Major League Baseball: MLB)에서는 한

팀에서만 모든 경력을 이끌어가는 선수를 제외 한, 은퇴를 앞둔 선수

들의 연봉은 최근의 경기력이 아닌 선수의 과거 경기력과 경력을 바

탕으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으며,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배테랑 선

수들은 평균 9년 이상의 리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경력이 긴 선수

들은 오랜 기간 자신의 포지션을 지켜왔기 때문에 구단주들은 선수

의 경력을 바탕으로 선수들을 인정해주고 보상해 준다(Horowitz &

Zappe, 1998).

Wallace(1988)는 미국 프로농구 리그(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NBA) 1984-1985 시즌의 선수들 중에 NBA경험이 1년

이상인 선수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수의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고, 정리된 요인 중에서 선수의 경력(experience)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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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수의 경력은 선수가 NBA

시즌의 경험이 많을수록 많은 시험을 통과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오랜

리그의 내외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인 선수들보다 가치를 높게 평가

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선수의 경력은 선수의 연봉에 유의한 영

향을 가져온다고 설명하였다.

이석인과 한필수(2003)는 한국 프로농구 2001-2002 시즌 선수들

의 연봉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 18개의 변수를 가지고 의미 있는 변

수들끼리 분류하여 연봉을 설명해주는 새로운 5개의 변수들로 묶었

다. 새로운 5개의 변수들 중에서 공통요인 변수를 설명하는데, 시즌

경력, 경기 출전시간, 출전게임수를 선택하였다. 공통 변인은 선수들

의 한국 프로농구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경력을 설명하는 변수

이다. 그리고 공통요인을 설명하는 변수들 가운데 선수들의 시즌경력

과 출전 경기수가 연봉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장영(2009)은 한국 프로야구 2004 시즌에 참가한 선수들 중에

서 1979년생 선수들의 연봉 데이터를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선수로 나눠서 프로선수 경력의 차이를 가지고 연봉과의 관계

를 살펴봤다. 이 들의 평균 연봉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약

5,200만원, 대학교 졸업자들은 약 3,700만원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연봉이 대학교 졸업자들의 평균 연봉 보다 약 1,500만원 더 높게 받

고 있었다. 1979년생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2004년 당시 25살로 프로 6년차 선수들이었고, 대학교 졸업자들은 프

로 2년차로 고등학교 졸업자들에 비해 4년정도 프로 경력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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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위의 연구 결과 한국프로 야구에서 프로의 경력은 연봉에 영

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승현(2008)의 연구에

서 출루율이 낮은 타자들 가운데서 7년 이상의 프로 경력이 있는 타

자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태섭(1996)의

연구에서도 야수들의 연봉에 선수 경력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고 밝혔다.

Horowitz와 Zappe(1998)는 미국 프로야구 리그(Major League

Baseball: MLB) 1986년부터 1990년 시즌까지 선수들 중에서 1000경

기 이상 출전, 한 포지션으로 500번 이상 경기에 출전한 은퇴를 앞둔

배테랑 선수들에게 구단이 왜 높은 연봉을 주는지 연구를 진행했다.

배테랑 선수들의 변수를 8가지로 나누어서 어떤 변수가 배테랑 선수

의 연봉을 높이는 지를 살펴봤다. 배테랑 선수의 변수들 중에 연봉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팀과 계약한 선수, MLB

시즌 경험이 많은 선수, 113경기 이상 출전 경험이 있는 선수, 명예

의 전당에 오른 선수가 명예의 전당 후보까지 오른 선수가 올스타에

뽑힌 선수보다 높은 연봉을 받은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Idson과 Kahane(2000)은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National Hockey

League: NHL) 선수들의 개인 경기력 변인들과 다른 팀원 경기력 변

인이 선수 연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경기력이 좋아서 많은

관중들이 매력을 느끼게 하는 선수를 스타라고 부르는데, 본 연구에

서는 스타 변수를 선수들이 올스타 경기에 출전했던 경력과 메이저

대회 우승 경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스타 변수는 선수의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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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팀원이 스타 선수일 때도 다른 선수의 연

봉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선수의 경력과 수상 경력

같은 과거의 경기력, 오랜 기간 리그의 경험은 선수의 연봉에 영향을

미치며, 선수의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NHL 선수들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Jones와 Walsh(1988)는 선수들의 경력과 연봉

을 설명하는데, 경력 변인으로는 선수의 경험을 설명하는 총 출전 경

기수와 선수의 잠재성을 평가하는 1순위 드래프트 여부를 사용했다.

연구 결과 총 출전 경기수는 수비수, 공격수, 골키퍼 모두의 연봉에

영향을 주고, 1순위 드래프트 여부는 수비수와 공격수 모두에 영향을

주지만, 특히 수비수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골키퍼의 경우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인들은 후보인 경

우가 많아서 1순위 드래프트 변인은 골키퍼의 연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Lucifora와 Simmons(2003)는 이태리 프로축구 리그 1부와 2부

(Serie A,B) 선수들의 1994-1995 시즌 데이터를 가지고 선수들의 경

력이 연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봤다. 선수들의 경력을 설명하

는 변인으로 1부리그 선수들과 2부리그 선수들의 총경기 출전횟수,

총경기 출전횟수의 제곱값, 94 시즌 총출전 횟수, 94 시즌 총출전 횟

수의 제곱값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 선수들의 경력을 설명

하는 4개의 변수 모두가 연봉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1부 리그에서 선수들의 경기 94 시즌 출전횟수와 총출전횟수가 2

부리그 선수들보다 연봉에 많은 영향을 줬다. Lucifora와 Simmon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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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의 경력이 선수들의 연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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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자 출판년도 샘플 종목 연봉에 영향을 주는 경력 변수 및 연구결과

Horowitz &

Zappe
1998

1986년부터 1990년MLB 선수

가운데 배태랑 선수

(1000경기 이상출전,

한 포지션 500경기출전)

야구

은퇴 전 마지막 시즌을 앞두고 계약한 선수,

MLB 시즌 경험이 많은 선수,

113경기 이상 출전 경험이 있는 선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선수

Wallace 1988
1984-1985년NBA경험이

1년이상인 선수
농구 선수의 NBA 경력(experience)

이장영 2009
2004한국프로야구

1979년생 선수
야구 프로경력 6년차(고졸) > 프로경력 2년차(대졸)

Idson &

Kahane
2000

1990-1991, 1991-1992시즌

NHL 선수 930명

아이스

하키

올스타 출전 횟수 및 우승 횟수

NHL 경험 횟수

Jones &

Walsh
1988

1977-1988시즌 NHL 선수

300명

아이스

하키

모든 포지션: NHL 총 출전 경기수

수비수: 드래프트 1순위 유무

Lucifora &

Simmons
2003

1994-1995 이태리 Serie A,

Serie B 선수 730명
축구

총경기 출전 횟수

총경기 출전횟수의 제곱값

94시즌 총출전 횟수

94시즌 총출전 횟수의 제곱값

<표 2>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경력과 연봉과의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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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수의 이미지 관련요인

최명일 (2002)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미지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대상에 대한 상, 심상, 영상 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어

떠한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 대상에 대한 주

관적인 지식의 총체’라고 이미지를 정의하였으며, 김동기 (1991)는

‘이미지란 어떤 특정 사물이나 사항에 대해 가지는 기억, 인상 및 태

도 등의 총체로서 특정 사물이나 사항에 대한 특정한 감정을 가지게

하는 영상’이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이미지는 사람들이 대상을 보고

자신이 느낀 것들을 주관적인 지식으로 정리하여 기억하는 것이다.

스포츠에서 이미지는 선수, 구단, 경기장 등 다양한 것들을 대상으로

형성될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선수의 이미지는 스포츠를 관람하는

사람들을 통해 스포츠 스타의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은 다시

그 스포츠 스타를 보기 위해 스포츠를 관람하고 시청하게 된다(최덕

봉, 1999). 스포츠 스타는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비춰지고, 미디어에 의해서 포장된 이미지는 사람들에게 숭배의 대상

이나 영웅으로 보이도록 만든다(Lines, 2001; 최명일, 2002). 이런 스

포츠 스타는 경기력, 기록 등과 같은 유형적 요인에 의해서만 형성되

는 것이 아니라, 성격, 외모, 행동, 교양 등과 같은 무형적인 요인들

에 의해서도 형성된다. 스포츠 스타의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선수의 경기력, 기록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성격, 외모, 교

양, 행동, 사회성, 카리스마 등의 무형적인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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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중들에게 심어진 전체적인 인상이라고 말 할 수 있다(Schaaf,

1995; 최명일, 2002). 이러한 무형적인 가치들은 측정하기 어렵고, 스

포츠 스타의 상징과 자본 가치에 의해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Thurlow & Jaworski, 2006). 이런 스타 선수들의 거래가 무형 가치

에 의해서 거래되는 것을 선수들의 저작권(image right) 거래라고 한

다(Haynes, 2007). 따라서 스포츠 스타의 이미지는 기업, 제품 등의

구체적 광고 요인으로도 사용되고, 스포츠 선수들이 전 세계를 다니

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노출되면서 글로벌 기업이나 자

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에도 이용된다(한동섭, 김정기, & 김종,

2007). 이처럼 스포츠 스타의 이미지는 선수 자체의 가치뿐만 아니라

선수의 이미지를 통해서 기업, 나라, 제품 등의 가치도 올려준다. 그

래서 선수의 이미지는 선수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

할 수 있다(Thurlow & Jaworski, 2006).

한동섭, 김정기와 김종(2007)은 국내 프로축구 선수 두 명과 국외

프로축구 리그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 두 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개별적 이미지 구성 요인들을 정리하고, 각 선수들의 이미지가 소속

팀 이미지, 광고제품 이미지, 사회적 영향력, 국가 이미지와 어떤 관

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연구 결과 선수들마다 조금씩 차이

가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선수들의 개별적 이미지는 소속팀

이미지에는 높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고, 광고 제품에서는 긍정적인

태도로 전이되었으며, 사회적 영향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이미지 형성과 선수들의 이미지와의 관계는 각 선수마다 비교적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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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보여줬다. 결론적으로 선수의 개별적 이미지의 차이에 따라

구단, 광고 제품, 사회, 국가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Lehmann과 Schulze(2007)의 연구에서는 독일 프로축구 연봉 상

위 5%의 선수들의 연봉이 평균 연봉보다 높은 것을 Adler(1985)의

선수들의 높은 인지도가 선수들에게 높은 연봉을 가져온다는

‘superstar effect’ 연구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독일 프로축구 선수들

에게 ‘superstar effect’ 이론을 적용하여, 미디어 노출로 형성된 선수

들의 인지도와 연봉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선수들의 인지도는

‘Kicker’라는 스포츠 잡지사의 웹사이트에서 선수들의 검색 횟수로

측정했다. 분석 결과 선수들의 미디어 노출이 연봉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군호(2000)는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 1991년부터 1999년

까지 연속적으로 활동한 타자 29명과 투수 28명을 대상으로 선수들

의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투수와 타자에게 공

통적으로 사용된 변수에는 출장 수, 올스타전 선정, 골든 글러브 수

상이 있는데, 올스타전 선정은 전반기 시즌 동안 선수들의 성적을 통

해 포지션별로 팬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선수들을 말하므로 이 변

수는 선수의 인기도를 측정하는데 좋은 기준이 된다고 보았다. 연봉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타자의 경우 타율, 안

타 수, 올스타 선정, 골든글러브 수상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가장 연봉에 큰 영향을 주는 변수로 올스타 선정이 나타났다. 또한

미국 프로야구 리그(MLB)와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NHL)에서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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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트로피를 받아본 횟수와 올스타전에 출전한 경험 여부가 선수들

의 연봉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Idson & Kahane, 2000;

Jones & Walsh, 1988; Kahn, 1993). 특히 북미 아이스하키 리그

(NHL)에서는 수비수들의 연봉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

였다. (Idson & Kahane, 2000; Jones & Walsh, 1988).

스타 선수는 경기력이나 기록 같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스타

로 구분되지만, 외모, 성격, 행동, 사회성과 같은 경기외적이고 무형

적인 요인들을 포함한 종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스타 선수의 이미

지가 긍정적으로 높아 질 수 있다(최명일, 2002). 이러한 긍정적인 이

미지를 바탕으로 팬들은 선수들을 더 좋아하게 되고 선수들의 인지

도도 더 높일 수 있다. 즉 선수들의 이미지와 인지도는 선수들의 가

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Idson & Kahane,

2000; Jones & Walsh, 1988 ; 이군호, 2000).

2. 한국 실업스포츠

근래 세계 스포츠계에서 한국 스포츠의 성적은 2008년 베이징 하

계 올림픽 종합 7위,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종합 5위, 2010 카

타르 아시안게임 종합 2위,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 종합 5위를 기

록하며 지속적으로 스포츠 메이저대회에서 세계 10위권의 성적을 유

지하면서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국제대회 성

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비인기종목들의 공헌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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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의 종목이지만 국내에 프로팀이 없는 종목을

비인기 종목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문화체육관광부, 2010), 프로 스

포츠 구단에 의해서 리그가 운영되고 동호회 활동이 활발하고, 스포

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는 스포츠 종목들을 인기 종목으로 정의

할 수 있다(구창모, 2010). 국제 대회에서 활약하며 국위 선양 하고

있는 비인기 종목 선수들 가운데 30% 정도의 선수들이 실업팀 선수

들로서 국제 대회에 참가하고 메달을 따고 있다. 이처럼 비인기종목

으로 대부분 이루어진 실업팀의 경기력이 곧 스포츠 강국으로 만드

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 한국 실업팀의 개념

실업 스포츠의 종목은 2009년 기준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56개 종

목 중에 농구, 배구, 축구, 야구를 제외하고 52개 종목은 모두 비인기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 그래서 대부분의 사

람들이 비인기 종목으로 이루어진 실업 스포츠를 아마추어 스포츠의

형태를 띠고 있는 스포츠로 생각하지만, 본질만 아마추어 스포츠일뿐

형태는 프로 스포츠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실업 스포츠는

명확하게 아마추어 스포츠라고도 프로스포츠라고도 말 할 수 없는

양쪽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혼합된 형태의 스포츠라고 말 할

수 있다. 세계스포츠연맹(WSF)에서는 이러한 실업 스포츠와 같이

혼합된 형태의 스포츠를 샤마추어(shamateur)라고 규정했다(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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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샤마추어라는 용어는 가짜(sham)와 아마추어(amateur)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써 가짜 아마추어 또는 세미프로 스포츠(semi

professional sports)라고 말 할 수 있다(Llewellyn, 2011). 우리나라의

실업 스포츠와 군대 스포츠 그리고 공산권 국가에서의 스포츠들이

샤마추어나 세미프로 스포츠에 포함된다. 이러한 샤마추어는 최근에

아마추어라는 개념의 한계성과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형태

의 스포츠이다(오일영, 1993).

1984년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아마추어 스포츠의 문제들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모든 스포츠는 아마추어리즘을 지향해야 하며 어

떠한 형태의 스포츠라도 스포츠의 상품화, 합법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즉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들은 각 소속협회에서의

지원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 보상과 지원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했

다(오일영, 1993).

스포츠 평론가인 Tunis(1928)는 아마추어의 개념을 올림픽 대회

에 참여하는 규정으로써 재정립하였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아마추어

선수는 어떠한 형태로도 금전적, 물질적 이득을 취할 수 없고, 스포

츠를 직업이 아닌 순수하게 취미로써 참여해야 하고 다음과 같은 규

정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첫째, 스포츠가 직업적 활동으로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보장해줘서

는 안 된다.

둘째,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금전적, 물질적 보상을 받아

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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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아마추어 스포츠 연맹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수용해야 한

다(Koppett, 1981).

위의 규정들은 프로 스포츠와 반대되는 개념들이며, 아마추어의

성격을 정립해주면서 올림픽의 참가 조건을 규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아마추어 스포츠의 규정은 최근 선수들의 국위 선양과 더 나은

경기력을 위해서 국가나 기업의 지원이나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경우

가 많아지면서 점점 그 의미가 퇴색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매

스컴에 의해서 스포츠 스타가 탄생되고 이를 상품화해서 기업이나

매스컴 등의 이윤 추구에 쓰이면서 아마추어리즘이라는 스포츠의 순

수성이 더욱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오일영, 1993). 1971년 올림픽

헌장의 내용에서 아마추어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서 아마추어라는 개

념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1984년 LA 하계 올림픽에서 프로 스

포츠 선수들에게도 올림픽 참가의 기회를 주면서 올림픽에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했다(Sewart,

1985).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아마추어라는 본질적인 개념은 여전

히 존재하고 있으며, 새로운 스포츠의 형태인 샤마추어의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아마추어 선수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선수들의 운

동 행위는 아마추어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 둘 다 포함하고 있으며,

운동 행위에 대한 동기가 내적인 보상에만 있으면 게임으로 규정해

야 하고, 외적인 보상에만 있으면 그것은 노동의 형태로 설명 할 수

있다. 실업 스포츠의 선수들은 이 두 가지 요소들이 조화롭게 공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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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것을 샤마추어(shamateur)라는 개념으로 설명 할 수 있

다(Leonard, 1988). 한국의 실업 스포츠도 외적인 보상과 내적인 보

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샤마추어의 개념으로 설명 할 수 있다(오일영,

1993).

샤마추어 선수는 스포츠에서 경기력만으로 군대, 경찰, 관청, 교

육기관, 공기업 등에서 금전적인 보상이나 보조금을 받으면서 기관내

의 업무보다는 경기를 출전해서 기관의 선전에 사용되는 선수를 말

한다(교육서림, 1987).

한국의 실업팀 선수들도 스포츠 행위를 통해서 외적인 동기에 의

해서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샤마추어로 설명 할 수 있으며, 한국

실업 스포츠의 대부분은 샤마추어의 형태를 보인다. 그래서 한국 실

업팀에서도 외적인 보상인 금전적 보상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즉 한국 실업팀에서도 프로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선수들의 가치에

의해서 스카우트 되고, 높은 금액의 연봉을 받기도 한다.

2) 한국 실업팀의 유형

우리나라 실업 스포츠는 1910년을 전후로 근대 스포츠 보급과 함

께 시작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03년 미국의 선교사 Gillet에 의해서

구기종목인 야구가 처음 소개 되었으며, 1906년 황성 기독교 청년회

와 독일어 학교 팀 간의 야구경기를 통해서 더욱 확산되었다. Martel

이라는 프랑스인에 의해서 축구도 보급 되었는데, 1903년 궁내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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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어전 통역관을 주축으로 대한축구 구락부가 조직되었고 구락부

가 축구경기를 주최하면서 축구가 더 빠르게 보급 되었다(김용,

1990). 야구와 축구의 보급 이후에 농구, 배구, 정구 등 많은 스포츠

종목들이 보급되고 참여가 증가하였다. 1920년 7월 13일 기미년에 창

립된 조선체육회가 전국규모의 경기를 개최하였으며, 전국체육대회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제1회 전조선 야구대회도 중등부5개 팀과 청년

부5개 팀의 출전으로 스포츠의 보급이 더욱 활성화 되었다(김용,

1990). 1921년에는 제1회 전조선 축구대회도 개최되고, 경성대표팀과

평양대표팀의 축구정기전도 이루어지면서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 일제에 의해 강압적

으로 해산되었던 조선체육회가 다시 부활 하면서, 축구, 정구, 체조,

권투, 유도, 농구, 배구 등의 협회들이 설립되었다. 종목별로 연맹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종목별로 실업팀이 창단되기 시작했다. 1962

년 9월 17일에 국민체육진흥법의 공포로 종목별 실업팀의 창단은 더

욱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실업팀의 활성화를 통해서 실업팀은 우리나

라 스포츠에 큰 발전을 가져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오일

영, 1993).

실업팀 활성화로 인해 많은 전국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실업팀의

좋은 선수들을 통해서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하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좋은 성적을 이루었다. 실업팀은 1980년대

까지 우리나라 스포츠의 발전과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오늘날 스포

츠의 대중화, 전문화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비인기 종목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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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들이 지속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팀을 육성하고 좋은 훈련

여건을 마련해주어서 올림픽,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등의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하지만 1980

년대에 프로 스포츠의 태동으로 프로 스포츠가 활성화 되면서 실업

스포츠는 대중들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했다. 특히 프로와 실업 스포츠

가 양존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종목들은 소외되는 정도가 더 심

하며, 실업 스포츠 종목들 가운데 인기가 있는 종목과 비인기 종목으

로 나뉘어져서 인기 있는 종목에만 기업이나 기관들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로 우리나라 실업팀이 창단

되는 세가지 형태를 볼 수 있다(오일영, 1993).

첫 번째, 기업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 가능

성이 있는 종목의 팀을 육성하여 기업의 홍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

는 경우나, 기업의 경영자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자발

적으로 팀을 육성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단체 종목이나 실내

종목을 선호하며, 이들 종목의 선수들에게는 전용 숙소가 제공되고

회사의 업무와 상관없이 운동에만 전념 할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므

로 프로 스포츠와 거의 비슷한 환경이 조성 된다. 하지만 임금 형태

가 프로 스포츠와 다르게 연봉제가 아닌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정액

봉급제이고 임금 수준도 프로 선수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낮다.

두 번째, 기업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비인기 종목 육성을 목표로 국가가 기업에 실업팀 창단

을 권장하여 기업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창단되는 경우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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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이다. 이런 형태로 창단된 실업팀은 운동과 업무를 병행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기업의 관심이나 지원이 낮아서 선수들의 경기력 향

상이나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임금 수준도 기업의

일반 직원들과 비슷한 수준의 임금 제도를 적용 받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는다. 그래서 선수들은 은퇴후에 직업 보장의 불확실

성과 선수 생활 동안 팀의 존속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서 팀에 대한

애정이 낮을 수 있다.

세 번째, 금융 기업이나 공기업과 같은 국영 기업체 등에서 스스

로 팀을 육성하여 입사한 선수들에게 업무와 운동을 병행시키면서

선수가 은퇴 후에도 계속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

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의 실업팀에서는 선수의 경기력보다는 업무

능력에 더 많은 중점을 두기 때문에 가장 아마추어적인 스포츠에 가

깝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팀에 있는 선수들은 비교적 낮은

임금을 받지만 은퇴 후에 정년이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낮은

임금에 대한 불만이 적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실업스포츠는 사회 환경적인 구조의 영향을

받아서 샤마추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업팀의 유형을 살펴보면

내부적으로 아마추어 스포츠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

문에 어느 한 측면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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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수 팀수 선수수 운영비 인건비 인력

서울 27 37 230 6,415,591 12,120,002 278

인천 25 33 200 4,253,939 9,780,935 128

경기 38 197 1138 22,708,805 46,178,625 1308

강원 20 56 271 5,006,430 10,623,908 321

대전 17 24 93 1,499,000 3,980,000 113

충북 22 35 220 5,218,000 9,583,000 262

충남 28 41 325 4,426,529 12,901,291 369

대구 19 25 133 3,563,403 5,222,047 129

경북 29 53 333 8,269,401 15,250,618 392

경남 30 47 375 8,684,671 14,516,778 417

울산 17 24 104 2,673,353 6,003,736 127

광주 8 10 100 903,692 2,791,789 107

부산 20 26 131 1,758,583 4,725,646 152

전북 24 27 148 3,838,725 7,164,344 181

전남 20 28 200 4,392,571 9,474,802 240

제주 7 14 57 1,410,306 3,043,259 68

총계 351 677 4,058 85,022,999 173,360,780 4,592

<표 3> 2009 전국 실업팀 현황 (단위: 명)

3) 한국 실업팀의 현황

문화체육관광부(2010c)에서 수행한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실태

조사 연구 과제에서는 전국을 16개 시도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56

개 종목을 팀과 선수(남, 여)로 구분하여 종목별 운영에 따른 재정

현황과 운영 인력 현황을 2010년 기준으로 조사 분석하였으며, 전국

의 실업팀 현황을 16개 시도별 종목수, 팀수, 선수수, 운영비, 인건비,

인력을 <표 3>에서 설명하고 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재구성(2010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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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실업팀의 개인 및 단체 종목은 총 46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

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없이 운영되는 실업팀 종목은 공수도, 댄스스

포츠, 럭비, 루지, 바둑, 산악, 수상스키, 야구, 오리엔티어링, 태껸 등

10개이며, 육상이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하고 당구는 가장 적은 금액

을 사용하고 있다. 전국 실업팀 종목 중에서 팀당 운영비 인건비가

십억 이상인 종목은 축구(남자, 여자), 하키(남자), 배드민턴(혼성), 유

도(혼성), 핸드볼(여자) 등 총 5개이다. 마지막으로 전국 종목별 실업

팀의 운영 인력(감독, 코치, 선수)들 가운데 정규직은 207명 비정규직

은 4,609명으로 비정규직으로 실업팀에 소속되어있는 인원이 많은 것

을 알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c). 한국의 실업 스포츠 규모를

살펴보면 전국 모든 종목의 실업팀 수는 1108개이고 일년에 사용하

는 총예산은 약 2600억원 정도이고, 선수, 감독, 코치 등의 운영 인력

은 약 5000명 정도에 이른다. 이처럼 한국 실업 스포츠의 노동 시장

은 프로 스포츠의 노동시장에 비해서는 작지만 한국의 스포츠 노동

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 한국 실업팀 선수의 연봉결정 요인

프로스포츠에서는 그해 시즌 선수들의 종목별 세부 경기력 데이

터들을 분석해서 다음 시즌 연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용한다. 경

기에서 팀 승리에 많은 영향을 주는 득점 요인들이 선수들의 연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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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Frick, 2011; Tunaru et al., 2005; 김세중,

2009; 김응식, 2001; 송종우). 하지만 실업 스포츠에서는 46개 종목들

의 모든 세부 경기력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1년간의 실업팀 선수

들의 전국 대회 수상 경력과 국제 대회 수상 경력을 경기력 요인으

로 보고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

단한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프로 경력, 경기출전 횟수, 우승 횟수, 야

구의 골든 글러브와 같은 개인 수상 등이 선수들의 경력 요인으로써

선수들의 연봉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Horowitz & Zappe, 1998;

Lucifora & Simmons, 2003; Mogull, 1981; 이장영, 2009). 실업팀 선

수들도 마찬가지로 전국체전 MVP 수상, 과거 올림픽 수상, 주니어

수상 경력 등의 과거 수상이력과 해당 종목의 스포츠 활동 경력과

같은 요인들이 선수의 경력을 보여주고 이러한 것들이 연봉 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 실업팀 선수의 이미지도 프로 스포츠

선수와 마찬가지로 미디어 노출, 선수의 외모, 성격, 행동 등의 변인

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실업팀 선수들에게만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연봉 결정 요인

에는 선수들의 고향, 실업팀의 지역, 다음 시즌의 올림픽 유무, 다음

시즌의 아시안 게임 유무, 다음 시즌 전국체전 개최지, 실업팀 지역

의 해당 종목 중·고등학교 팀 유무 등의 요인들이 있다. 이러한 실업

팀 선수들의 연봉을 결정하는 실업 스포츠의 특수한 요인들을 찾아

보기 위해서 다음 장에서 연구의 진행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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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바탕으로 실업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함

으로써 궁극적으로 실업팀 선수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

계를 만들고,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 산정에 도움이 되는 도구를 개발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1) 한국 실업팀 선수의 연봉요인 탐색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관한 문헌연구

를 통해서 선수의 경기력, 선수의 경력, 선수의 이미지 등의 변인들

이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살펴봤으며, 이

변인들이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을 결정하는데도 중요한 요인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업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을 결정 하는

요인들 중에 추가적으로 특수한 요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이런 실업팀 선수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특수한

요인들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1> 프로 스포츠에서 사용하는 연봉 결정 요인 이외에

한국 실업팀 선수의 연봉을 결정하는 특수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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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인가?

2) 한국 실업팀 선수의 실증적 연봉요인 검증

<연구문제 1>을 통해서 탐색한 연봉요인 중에 실제로 한국 실업

팀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해 정량적 연구를 진행

하여, 실증적인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

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2> 한국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3) 한국 실업팀의 운영 주체별 연봉요인 검증

한국 실업팀은 2010년 기준으로 총 709개의 팀이 운영 중이며 사

기업(121개), 지자체(554개), 공기업(34개)으로 크게 3개의 운영 주체

로 이루어져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0c). 실업팀을 운영하는 주체들

의 특성에 따라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목적도 다를 것이다. 이에 실업

팀 운영주체에 따라서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차이

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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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3> 한국 실업팀 운영주체의 특성에 따라서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변화하는가?

4) 한국 실업팀 종목유형별 연봉요인 검증

대한체육회 등록된 56개 종목 가운데 46개의 종목이 실업팀을 운

영하고 있는데 각 종목의 유형에 따라서 특성들이 잇다. 따라서 각

종목들의 유형별로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4> 한국 실업팀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선수들의 연봉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변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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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의 방법

1. 혼합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실업팀 선수의 연봉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을 결정하는 요인을 탐색한 선행

연구가 없으므로 새로운 개념을 정리하는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적합한 연구설계로 혼합연구설계를 실시하며, 연구의

전반부에는 정성적으로 접근하고, 후반부에는 정량적 방법으로 이를

검증하려고 한다. 혼합연구방법은 순수한 질적연구 혹은 양적연구를

제외한 연구방법들을 설명하는 연구방법이다(Johnson, Onwuegbuzie,

& Turner, 2007).

Creswell(2003)은 정성적연구, 정량적연구, 혼합연구 방법을 비교

하여 설명하였다. 정성적 연구방법이란 새로운 이론이나 패턴을 탐색

또는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추상적이고 개방적인 연구 질문을 하고,

텍스트 혹은 이미지자료를 통해서 자료 분석하는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량적 연구방법은 연구에서 밝히려는 이론의 검증을 목표로 하고,

이론을 바탕으로 결정된 구체적인 가설을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통해 얻은 수치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혼합 연구방법은 새

로운 현상에 대하여 탐색하거나 이해하고 일반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구체적인 가설 혹은 가설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연구 질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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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성적 연구방법 정량적 연구방법 혼합 연구방법

연구목표
이론 혹은 패턴의

탐색
이론의 검증

현상의 이해와

일반화

연구질문 추상적, 개방적

이론에 의거하여

결정된 구체적인

가설

구체적 가설 혹은

이를 만들어 가는

과정

질문형태 개방형 폐쇄형 개방형 및 폐쇄형

사상적 배경 구성주의 논리실증주의 실용주의

분석자료

텍스트 혹은

이미지자료

(면담록, 관찰기록 등)

수치자료(수치

기반설문, 실험 및

통계자료등)

정성적/정량적

자료의 혼용

출처: Creswell. J.W (2003)의 p24 표의 재구성

<표 4> Creswell(2003)의 정성적, 정량적, 혼합 연구의 비교

설정하며, 정성적/정량적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특

히 혼합 연구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정성적 연구방법과 정량적 연구

방법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야 하고, 개별적으로 취합된 정성적,

정량적 자료들을 자료 분석 단계 혹은 자료 해석 단계에서 잘 결합

해야한다는 것이다(Creswell & Clark, 2007). <표 4>는 Creswell이

정성적, 정량적, 혼합 연구방법을 비교 정리한 것이다.

오은주(2008)는 자료분석 단계에서의 결합이란 A유형의 자료를

B유형의 자료로 변화시켜 A와 B유형의 자료를 결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정성적인 연구를 통해서 의미 있는 집단을 2개로 구분

하여 0, 1 이라는 더미변수로 통계분석을 하였다고 하면, 이것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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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구절차 모형

성적 자료를 정량적 자료로 변환하여 하나의 연구자료로 결합한 것

이다. 반면에 해석단계에서의 결합이란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를

각각 분석한 후에, 정성적/정량적 자료의 개별 분석결과들을 상호대

비, 결합시켜 자료해석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

구는 전자, 즉 자료 분석단계에서의 결합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절차는 정성적 접근을 통해서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구하고, 정성적 접근으로 탐구된 요인들을

정량적 접근을 통해서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의 절차를 크게

정성적 접근과 정량적 접근으로 분류하여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절차를 도식화 하면 다음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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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1) 정성적 연구의 대상

본 연구의 정성적 연구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질적 연구

에서 이용하는 ‘비확률표집(nonprobability sampling)’의 하나인 ‘유목

적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유목적표집법은 연구

자가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으로써,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근거로 하여 연구대상이 가

능한 집단으로부터 연구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연구대상들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이다(Kerlinger, 1973). 본 연구에

서는 정성적 연구 대상자로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고 연구의 취지를

잘 이해 할 수 있는 실업팀 감독 2명과 실업팀의 모든 행정적인 업

무를 처리, 관리하고 연봉을 지급해주는 실업팀 관계자 5명을 선정했

다. 실업팀 관계자의 비중을 높게 한 것은 실업팀의 모든 행정적인

부분과 임금제도를 관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정성적 연구의 대상자는 총 7명이며, 아래의 <표 5>

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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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관리자 감독

A실업팀 관리자

F실업팀 감독
B실업팀 관리자

C실업팀 관리자

G실업팀 감독
D실업팀 관리자

E실업팀 관리자

<표 5> 정성적 연구 대상자

2) 정량적 연구의 대상

정성적 접근을 통해서 탐색한 연봉 요인들의 실증적 검증을 위해

서 현재 실업팀 선수들 중에서 개인 종목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

대상자를 선정 하였다. 연구대상들의 다양화를 위해서 현재 태릉선수

촌과 진천선수촌에서 훈련 중인 모든 종목의 실업팀 소속 선수들의

소속팀 선수 293명을 대상으로 정량적 연구를 진행 하였다. 293명 연

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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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구분 N %

성
남성 180 61.4

여성 113 38.6

연령

10대 1 0.3

20대 248 84.6

30대 10 14.0

40대 3 1.0

선수경력

5년 이하 6 2.0

6년-10년 88 30.0

11년-15년 127 43.3

16년-20년 58 19.8

21년-25년 5 3.8

26년-30년 3 1.0

종목

육상 22 7.5

수영 31 10.6

체조 2 0.7

역도 60 20.5

유도 40 13.7

테니스 3 1.0

사격 30 10.2

탁구 8 2.7

사이클 9 3.1

레슬링 21 7.2

태권도 9 3.1

스키 5 1.7

카누 13 4.4

빙상 20 6.8

배드민턴 6 2.0

크로스컨트리 4 1.4

바이에슬론 10 3.4

합계 293 100

<표 6> 정량적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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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1) 정성적 연구의 자료수집

본 연구의 정성적 연구에서는 실업 팀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미 연봉제가 잘 운영되

고 있는 프로 스포츠의 문서 수집과 심층 면담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① 심층 면접을 위한 문서 수집

실업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산정 요인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문서

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실

업팀 선수들이 계약할 때 사용한 문서들을 수집하였고, 선수들에 관

한 기사와 수상내역 등 2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또한 실업 스포츠

와 유사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실

업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② 심층 면담(In-Depth Interview)

심층 면담은 정성적 연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연구 방법이다(Patton, 1990). 심층 면담의 주 목적은 연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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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찰할 수 없는 연구대상자의 행동, 감정 혹은 자신의 주변 세

계에 대한 해석 방법이나 반복하기 불가능한 과거의 사건들을 연구

할 때 주로 사용된다(Merriam, 1988). 심층면담은 몇 개의 질문만으

로 짧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폭 넓고 깊이 있는 질문들을 통해서 연

구 참가자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면담 방법이다. 따라서

면담지를 작성해서 면담지에 있는 질문들을 모두 순서대로 질문하는

‘구조화된 면담’ 보다 면담전에 미리 면담지를 만들지만 유동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인 ‘반 구조화된’ 면담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면담자가 적을 때는 면담지의 질문 내용을 숙지하고 ‘비구조화된 면

담’처럼 대화형식의 면담을 진행한 후 면담지를 체크리스트로 사용하

여 면담 내용 중에 빠진 항목들을 추가로 질문하는 방식을 쓰는 것

이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이용숙 & 김영천, 1998).

본 연구에서는 비구조화된 면담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사용하였으

며, 연구의 신뢰성 확보와 기록 보전을 위해서 모든 면담 내용을 녹

음기로 녹음하였고 녹음 후에는 녹음 내용을 보고 전사하여 분석하

였다.

<그림 3> 면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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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적 연구의 자료수집

정성적 접근을 통해서 탐구하고 분류한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요

인들 중에서 실증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선수들의 실제 데이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했다. 설문조

사는 2013년 9월에 가용표집방법으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실시

하였다. 가용 표집 방법은 비확률 표집 방법으로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상들과 연구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대상들을 표본으로

하는 설문조사며 각각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최

초 배포 설문지 600부 중에서 325부를 회수하였으나, 설문조사에 불

성실하게 응답한 32부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총 293부를 최종분

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량적 연구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회귀분석을 위한 전제조건은 무작위

표집(random sampling)과 정상 분포(normal distribution)가 충족되어

야 한다. 하지만 표본의 크기가 200개 이상이면, 앞서 말한 전제조건

을 어느 정도 위반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최현철, 2008). 따라

서 293개의 표본을 사용하는 본 연구는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방법이다(최현철,

2008). 연구대상은 현재 태릉선수촌에서 훈련하고 있는 개인종목 실

업팀 선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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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1) 정성적 연구의 자료 분석

정성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정량적 연구와 달리 연구를 진행하

는 전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활동이다. 즉 연구를 진행

하면서 수집한 자료가 생기면 바로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고, 또 다시

더 많은 분석이 이루어지면서 연구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과정을 반복한다(김윤옥 et al., 2001).

본 연구의 정성적 접근의 연구에서는 실업팀 선수의 연봉을 결

정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실업팀 관련 대상자들과의 면담과

관련 문서 및 기록물 등의 수집된 자료들을 분류하였다. 이를 귀납적

범주 분석2)을 사용하여 자료들을 각 요소 별로 분류하였고, 각 요소

의 하위 주제별로 범주화 시킨 후 주제별로 구조화된 자료들을 정밀

검토하였다.

2) 귀납적 범주 분석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사성을

기반으로 범주화하고 유형화 하는 과정을 말한다(McMillan & Schumacher, 2009). 허미화(1994)는

귀납적 범주 분석을 통해서 범주화된 각 범주들은 연구목적을 반영해야 하고, 각 범주들은 상호 배

타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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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적 연구의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정량적 연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 프로그램인 IBM

SPSS Statistics 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술통계 분

석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들과 실업팀 운영

주체별, 실업팀 유형별 특성들을 알아보았고,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정성적 연구를 통해서 얻는 연봉

요인들의 실증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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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본 연구는 실업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을 결정하는 요인을 파악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에 관한 선행 연

구의 부재로 인해서 본 연구는 혼합 연구를 실시하였다. 우선 5명의

실업팀 관계자, 2명의 실업팀 감독들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탐색된 요인들은

다중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정량적으로 검

증하였다.

1. 실업팀 연봉요인 탐색 결과 <연구문제 1>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 1>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한국 실

업팀 선수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리하고 실업팀을 운영하는 실업팀

관리자 5명, 실업팀 감독 2명과 선수들의 연봉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 또한 모든 인터뷰 내용의 전사를 실시하여 연봉에 영향을 주

는 유사한 요인들을 범주화하고 유형화하는 귀납적 범주 분석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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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팀 관리자 인터뷰 분석

A실업팀 관리자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선수들의 연봉을 산정

하는데 영향을 주는 7가지 요인들을 발견하였고, 7가지 요인들을 설

명하는 하위 요인들도 탐색하였다. A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1) 경기력

A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선수

들의 경기력, 즉 경기 실적이다. 특히 경기력 중에서도 최근 경기력

이 연봉을 산정할 때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경기력은 대회 수준,

종목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평가한다.

➀ 대회수준
a. 출전선수 수준

A실업팀 선수들은 한해 동안 많은 국내대회에 출전한다. 하지만

모든 국내 대회를 같은 수준의 대회로 보지 않고,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수준에 따라서 대회 수준을 나누고 있다. 대회의 수준별로

입상 실적을 차등적으로 평가해서 연봉 산정에 참고 한다.

국가 대표급, 기량이 최정상인 선수들이 다 나오는 경우는 A급

대회로 보고 있어요.(중략)...6월이 넘어서고 7-8월 시합 같은



- 61 -

경우는 A급 선수들이 빠진 그런 대회는 B급 C급 같은 대회로

볼 수 있죠.(중략)...대통령배나 시도대항전 같은 경우는 종목에

따라서 A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보면 국가대표 선발전

을 겸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선수가 다 나

오거든요.

<A팀 관리자>

b. 출전선수 규모

국내대회는 전국규모와 시⋅도규모의 대회와 같이 출전 선수의

규모로 대회의 수준을 나눈다. A실업팀 관리자는 선수들이 출전한

대회의 규모에 따라서 입상 성적을 차등적으로 평가해서 연봉 산정

에 영향을 주고 있다.

C급 같은 경우는 대회 규모도 작고, (참여)선수도 작고 가을

가면 그런 C급 대회가 많죠.(중략)...국내 대회도 보면 A급 B

급 C급 대회가 있어요.

<A팀 관리자>

이상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A실업팀은 자체적으로 A급 수준

의 국내대회는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선발전을 겸한 전국대회를 말

하고 B급은 일반 회장배, 대통령배와 같은 전국규모의 대회이며, C

급은 나머지 일부선수만 참여하는 전국대회와 시⋅도대회들로 분류

하고있다. 국제대회는 올림픽 세계선수권이 A급이고, 출전선수가 좀

더 작아서 규모가 작은 아시안게임을 B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기

타 국제대회들을 C급대회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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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종목 특성
A실업팀 관리자는 선수와 연봉계약을 할 때 최근 3년간의 경기

실적을 본다고 하였다. 경기실적은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기록과 순

위를 기준으로 해당 선수의 경기력을 평가한다.

a. 기록

기록경기 같은 경우는 선수의 개인기록으로 경기력 즉, 운동수행

능력을 설명한다. 그래서 선수의 기록은 연봉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

으며,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대회 신기록, 세계 신기록, 한국 신기록

등은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선수들의 개인 기록들을 가지고 A급, B급이냐 C급이냐 선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A팀 관리자>

b. 순위

경기방식이 토너먼트 형식인 종목들은 선수들의 순위가 선수의

경기력 즉, 운동수행 능력을 설명해준다. 그래서 토너먼트 형식의 종

목은 선수들의 대회 수준별 입상 순위가 연봉에 영향을 준다.

어떻게 보면 순위 종목은 또 기록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누가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기록을 냈느냐, 어떤 선수가 나왔느냐,

(상대적으로) 경쟁되는 선수가 나왔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해

야 하는 거죠. 그냥 선수가 1등 했다 2등 했다 이것만을 보고

는 판단할 수 없는 없죠.

<A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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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경기력 고려기간

A실업팀 관리자는 기록 종목, 순위 종목 선수들의 최근 3년간의

경기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봉 산정을 한다. 종목별로 경기진행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록 경기 같은 경우는 선수의 개인 기록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신기록 보유 여부를 같이 보고 판단하며, 순위

종목의 경우는 3년간 있었던 큰 규모의 대회 입상 실적들을 종합적

으로 판단해서 경기력을 파악하고 연봉을 산정한다.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을 보고, 대회 기록이 어떻게 되는

지, 그러면 연봉을 산정할 때 그 선수가 대회 신기록(경기실

적)을 근래에 3년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연봉에 영

향을 줄 수 있죠.

<A팀 관리자>

(2) 종목별 특성에 따른 차등

A실업팀은 현재 19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19개 종목 모두

특성들이 각각 다르다. 이러한 종목별 특성들이 선수들의 연봉을 산

정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 연봉에 영향을 주고 있는 종목 특성 요

인들은 종목별 전국체육대회 순위 배점과 다관왕 가능 여부이다.

➀ 전국체육대회 종목별 순위 배점
A실업팀 관리자는 선수를 계약할 때 전국체육대회에서 해당 지

역이 높은 종합 순위를 올리는데 유리한 종목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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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고 높은 연봉을 산정한다.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들은 순위별

로 종목별 다른 배점을 받는다. 그래서 같은 순위지만 높은 배점을

받는 종목은 낮은 배점을 받는 종목의 선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연봉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전국체육대회 종목별 순위 배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a. 종별

전국체육대회는 남자고등부⋅여자고등부⋅남자대학부⋅여자대학

부⋅남자일반부⋅여자일반부 이렇게 종목의 확정 배점에서 6개의

종별에 점수를 나눠서 순위 배점을 정한다.

b. 체급별

전국체육대회의 체급별 종목은 나눠진 체급별로 종목의 확정 배

점의 점수를 나눠서 체급별 순위 배점을 정한다.

c. 세부종목별

전국체육대회 종목들 중에는 한 선수가 여러 개의 세부 종목에

출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한 개의 세부 종목에만 출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 세부 종목이 많은 종목은 종목의 확정 배점

을 세부 종목의 수만큼 나눠서 순위배점을 정한다.

우리 같은 경우도 옛날에 무조건 전국체전의 성적 위주로, 점

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에 많은 연봉을 지급했어요. 인라

인 같은 경우는 연봉이 높은 이유가 금메달 하나에 182점이거

든요. 씨름 같은 경우도 많은데, 씨름이 몇 점인가 하면 151점

이거든요. 이런 선수 한명 데리고 와서 육상선수 같이 점수가

낮은 선수를 점수를 더 많이 딸 수 있는 선수로 돌릴 수 있다

고요. (중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을 우리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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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무조건 3등 안에 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점

수를 많이 따는 종목 쪽으로 올인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일단 점수를 적게 따는 종목은 하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요. A급 선수들 같은 경우도 점수 많이 따는 종목으로 많이 갈

수 밖에 없죠.

<A팀 관리자>

➁ 전국체육대회 다관왕 가능 여부
종목마다 한 선수가 출전 할 수 있는 세부 종목 수가 다르게 정

해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A실업팀은 전국체육대회에 한 선수가 많

은 세부 종목을 출전할 수 있는 종목에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한다.

종목마다 특성이 있는데... 수영 같은 경우에 메리트가 있는 것

이 뭐냐 하면, 씨름이나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선수가 한 종

목 밖에 출전을 못해요. 그런데 수영 같은 경우는 최대 5종목

까지 뛴다고... 다관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봉을)맞춰준다고 하면, 얘가 다섯 종목 나

가서 다섯 종목 모두 금메달 따오는 경우가 있어요.

<A팀 관리자>

(3) 다른 선수연봉 비교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을 산정하는데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해

당 선수가 아닌 다른 종목의 선수 혹은 타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이

해당 실업팀 선수의 연봉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선수의

연봉을 산정하는데 같은 실업팀의 다른 종목 선수의 연봉 혹은 동일

한 종목의 다른 실업팀 선수의 연봉이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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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동실업팀내 타종목 선수연봉
A실업팀 소속 종목들은 당해 실적에 따라 감독 및 선수들이 평

가를 받는다. 그래서 A실업팀은 19개의 종목들 가운데 성적이 좋은

종목에 더 많은 예산이 지급되어 높은 연봉을 받고, 성적이 안 좋은

종목은 예산이 삭감되어 선수들이 낮은 연봉을 받는다. 따라서 연봉

을 산정하는데 같은 실업팀의 다른 종목 선수 연봉이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종목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종목간의

경쟁이) 당연히 영향을 미쳐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굳이 (성적

이 안나고 관심이 없는종목)여기에 돈을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고, (전국체육대회 순위) 점수가 적으면 그 종목에 (예산집행

을) 안 해도 된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쪽이 좋은 대로 (예

산집행) 갈 수 있으면 당연히... (실업팀내) 종목 간에 경쟁이

되죠.

<A팀 관리자>

➁ 타실업팀 동일종목 선수연봉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것은 동일종목

의 다른 실업팀 선수들의 평균연봉이다. A실업팀 관리자는 타실업팀

선수의 연봉을 참고하여 수준이 비슷한 선수의 연봉을 산정한다. 그

리고 잘하는 선수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팀간의 연봉경쟁이 발생하기

도 한다.

우리가 같은 경우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정책적으로 타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의 수준에 동등하게 연봉을 산정하라고 하면 다

른 실업팀에서도 받을 수 있는 연봉을 맞춰주는 그런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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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죠. (중략) (타 실업팀에서) A급 선수가 1억이나 1억 3천을

받았다고 하면 수준이 비슷한 선수들도... A급 선수 하고 비슷

하게 하면 다른 실업팀도 A급이면 1억 가까이 준다고, 그래서

바깥 배경, 종목간의 배경 그런 것들도 연봉을 결정하는데 또

영향이 있어요.

<A팀 관리자>

(4) 선수의 출신지역

A실업팀은 해당 지역 출신 선수를 우선적으로 뽑으려고 노력한

다. 따라서 해당 지역 출신 여부가 선수 선발과 연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A실업팀이 실업팀을 운영하는 목적 중의 하나가 해당 지역 선

수들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실업팀 운영의 목적에 의해서 해당지

역 출신을 의무적으로 뽑고 있다. 하지만 실업팀의 성적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출신의 용병들과 지역출신 선수들의 비율을 유연하

게 맞추고 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당 실업팀 지역 선수를 뽑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힘들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선수

는 감독이 관리하기 때문에, 감독의 성향, 저 선수가 내 스타일

에 맞느냐. 선수가 봤을 적에 는 또, 종목이 맞느냐, 연봉이 맞

느냐 이런 부분, TO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0%

는 못 맞추고, 가능한 한 70%정도는 우리 시 (출신선수)를 맞

추려고 하고 있고...(중략) 의회에서 가능하면 지역선수를 많이

쓰라고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능하

면 지역선수를 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A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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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업팀 지역 내 스포츠 이벤트 개최 예정 여부

A실업팀 같은 경우는 실업팀이 있는 지역에서 국제대회와 수준

높은 전국규모의 대회를 개최하면서 A실업팀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

다. 이 예산은 높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연봉으로 대부분

사용했다. 이처럼 실업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서 국민적 관심이

있거나 규모가 큰 대회를 유치할 경우 해당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준다.

지금은 우리(지역)가 세계선수권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국체전에 성적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 그럼 우리가

특정 종목 같은 거에 점수가 없더라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것은 그 시도의 가치관이며 정책적으로 해당 종목을

키우는 거다.

<A팀 관리자>

(6) 인지도

A팀에서 운영하는 종목 가운데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이 아니

어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종목과 선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관심이 높은 종목의 선수들이나, 관심이 높은 스타 선수들은 높은 연

봉을 받는다.

시민의 관심사,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종목도 연봉 협상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앞으로 추세가 많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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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팀 관리자>

(7) 감독

실업팀 선수들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감독이다. 선수

들을 뽑고 관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준다. A실업팀 관리자는 감독의 유형에 따라 선수 선발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며, 이런 감독들의 유형 또한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

을 준다. A실업팀 관리자가 인위적으로 분류한 감독의 유형은 다음

과 같다.

a. 일반형 감독

미래에 좋은 성적을 낼만한 가능성 있는 선수를 뽑아서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선수를 성장 시키는 감독이다.

b. 관리형 감독

선수들을 뽑을 때 가능성 보다는 현재 선수의 운동수행 능력과

실적을 중요시 하는 감독이며, 실적이 좋은 선수들을 잘 관리해서

팀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감독이다.

c. 무능력형 감독

선수들을 지도할 능력도 없고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 할 능력도

없는 감독으로, 감독의 능력보다 지역 연고의 인사를 통해서 실업

팀을 관리하는 감독이다.

선수 데려오는 1차적 판단은 감독이 하고, 감독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감독 유형이 세 부류로 나뉘어요. 첫째 부류는,

자기가 선수를 가르쳐서 성적을 내는 감독이죠. 오리지널 부류



- 70 -

고, 진정한 감독이죠. 이런 부류가 있고, 두 번째 부류는, 감독

능력은 별로면서 애들을 스카우트를 잘해가지고, 실업팀 같은

경우는, 애들을 스카우트 잘해가지고 관리하는 관리형 감독이

있어요. C급은 능력도 없으면서 어떤 지역연고권으로 눌러앉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A팀 관리자>

2) B팀 관리자 인터뷰 분석

B실업팀은 연봉을 산정하는데 경기력 요인과 경기력 외적 요인

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중에 경기력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고 설명한다. 경기력 요인 중에서도 국제대회 입상 실적이 연봉에 가

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경기력 외적 요인 중에는 선수의 해

당 실업팀 경력이 영향을 주고 있다.

(1) 경기력

B실업팀 선수 연봉 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선수의 경기력이

다. B실업팀은 선수들의 경기력을 국내대회 입상 실적과 국제대회

입상 실적으로 평가한다.

➀ 국제대회와 국내대회

저희 (기업이 후원하는) 실업팀 같은 경우는 일반전국대회와

전국체육대회는 그냥 다 동등하게 봐요. 그러니까 1년에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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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당 적게는 6개 또는 5개(전국대회)가 있고 많게는 10개 정

도의 전국대회가 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모든 전국대회)

다 거의 평균(동등)하게 보고 규모가 작은 대회들은 배제를 하

고 같은 규모의 대회들이라면 같은 급으로 하죠. 왜냐면 같은

선수들이 출전하는 거기 때문... 왜 그러냐면 각 종목의 특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운영하는 실업팀 같은 경우

대부분의 전국대회에 거의 같은 규모로 (선수들이) 출전을 하

거든요.

<B팀 관리자>

➁ 국제대회 수준
B실업팀 같은 경우는 실업팀을 운영하는 목적이 모기업 홍보이

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 정도가 높은 국제대회의 입상 실적 및 출전

여부가 연봉에 큰 영향을 준다. 국제대회는 대회 규모와 대회 주기를

기준으로 수준을 나누며, 국제 대회의 수준에 따라 선수들의 실적을

평가하여 연봉 산정에 반영한다. 국제대회별로 연봉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올림픽 성적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

임, 아시아 선수권의 순이다.

(국제대회는) 대부분 공통적일 텐데요 제일 크게는 올림픽이 1

등급이라 할 수 있고, 2등급에는 각 종목의 세계 선수권 그리

고 아시안 게임 2등급이라 할 수 있고, 3등급은 이제 각 종목

별 국제대회 무대 1년에 한번 정도 열리는 그런 대회들 기타

국제대회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3등급 정도로 (대회를) 분류

를 합니다.

<B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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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경기력 고려기간
a. 과거 경기력

B실업팀은 과거 입상 성적 중에 올림픽,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

임 입상성적 정도가 연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 4, 5년 전 성적 중에 아주 특출한 올림픽 금메달이나 세

계 선수권 금메달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아닌 이상 (연봉에 영

향을주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겠죠.

<B팀 관리자>

b. 최근 경기력

최근 입상 실적은 현재 선수의 운동수행 능력을 설명해주고, 앞

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선수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데이터

이기 때문에 연봉 산정에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제일 많이 보는 것은 최근 1년 성적 그리고 이 선수가 1

년 전 그러니까 2년, 3년 전에는 어떤 선수였는데 최근 1년 동

안 어떤 성적을 냈고 그럼 그 데이터(와) 숫자들 사이에서 도

출되는 그 어떤 투자 가치 혹은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B팀 관리자>

➃ 신기록 보유 여부
B실업팀은 한국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세계 신기록 등과 같은

이력들이 있는 것도 해당 선수의 운동수행 능력을 설명하는 요인으

로 보고 연봉 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선수들의 기록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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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면서 선수의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여 선수 선발 여부를 판단한

다.

과거에 이 선수가 기록 경기라면 어떤 기록들을 냈는지? 한국

신기록 몇 개 세계 신기록은 있는지 또 과거 5년 혹은 10년간

의 경력이 길다면 이 선수가 꾸준히 점수(이력)들을 그래프로

그려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B팀 관리자>

(2) 현재 실업팀 연차

B실업팀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운영하고 있어서 선수들이 얼마나 팀에 오랜 기간 동안 기여를 했는

지를 보고 연봉을 책정할 때 가산점을 준다. 만약 타 실업팀에 있다

가 이적을 한 선수면 경기력 요인을 중심으로 선수를 평가하지만, B

실업팀에서 오랜 기간 성장하고 실적을 낸 경력이 있으면 경기력 이

외에도 가산점을 부여하여 연봉을 산정한다.

국제 대회 성적 외에 경기력 외적 요인이 있다면 (동실업팀)

연차겠지요.

<B팀 관리자>

(3) 현재 실업팀 기여도

B팀에 많은 기여를 한 선수의 연봉을 산정할 때 가산점을 부여

한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팀에서 성적도 내주고, 앞으로 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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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잘 이끌어가는 것도 팀의 입

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오랜 기간 동안 B실업팀이 성장하

는데 도움을 주고 현재도 팀의 좋은 분위기를 이끌어서 더 발전하게

하는 것도 팀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선수가 우리(기업) 팀에 예를 들어 10년 있었다면, 10년 동

안 뭐 성적이 월등히 세계 탑클래스는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하

고 있고 또 후배들을 잘 리드하고 이런 어떤 팀에 기여하는 그

런 부분만 있으면 가점을 줄 수 있겠죠.

<B팀 관리자>

(4) 국가대표 여부

B실업팀은 선수들을 뽑을 때 국가대표 경력이 연봉에 영향을 준

다. 국가대표 여부가 해당 선수의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

이다. 국가대표 경력을 통해서 해당 선수가 어느 정도의 경기력 수준

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

지만 현재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에 따라서 차등적

으로 선수를 평가하고 연봉을 산정한다.

(국가대표 여부가) 완전히 한등급식 차이는 아니어도 분명히

(연봉에) 차이는 있죠. 갑자기 올해 들어 (성적이 좋아져서) 대

표에 들어 간 A선수랑 작년에 대표였던 B선수, 그리고 국가

상비군 출신 C선수는 급이 떨어지지만... A와 B선수 사이에서

는 조금 더 검토를 하겠지만 국가대표 선수를 오래한 선수한테

점수를 줄 수도 있지만, 기록 경기라면 경기를 보고 발전 가능

성 혹은 경기력의 상승 곡선이 더 강한 선수한테 점수를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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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B팀 관리자>

(4) 미디어 노출 정도

B팀이 실업팀을 운영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모기업 홍보이다.

그래서 소속 선수가 미디어에 많이 노출 될수록 모기업 홍보에 이익

이 되므로 연봉을 산정하는데 미디어 노출여부가 영향을 준다.

실업팀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프로 선수들에 비해 미디어 노출

정도가 낮다. 하지만 올림픽과 같은 초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의 입

상을 통해서 미디어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만약 해당 선수가 스

타성까지 겸비한 경우에는 미디어 노출 정도는 더 극대화 된다. 따라

서 B실업팀 관리자는 우선 높은 경기력을 바탕으로 스타성을 겸비한

선수가 있으면 높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스타성이라고 포괄적으로는 얘기하지만, 홍보성이 높은 거죠.

홍보로서의 가치가 높으면 그거에 대한 돈을 주는 거예요. 하

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은 고만고만하니까 경기력을 가지고 연봉

을 책정하지만 스타성이 있다는 거는 별개의 문제로 홍보로써

의 가치에 돈을 더 주는 거죠. 그게 경기력 보다 더 클 수도

있죠.

<B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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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팀 관리자 인터뷰 분석

C실업팀은 선수들의 경기력이 연봉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경

기력을 평가하는데 각 대회 입상실적마다 점수를 부여해서 3년간의

점수를 합산하여 차등적으로 선수들의 연봉을 산정한다. 경기력 이외

의 요인으로는 선수들의 신체 조건을 참고하여 가능성을 판단하고

있다.

(1) 경기력

C실업팀은 선수들이 출전한 대회의 규모와 입상 성적에 따라 차

등적인 점수를 부여하는 점수제를 실시하여 선수들의 총점을 바탕으

로 연봉을 산정한다.

➀대회규모
a. 국내대회

국내 선수들이 출전하는 규모의 대회들을 모두 같은 수준의 대회

로 간주하여 점수를 배점하는데, 대회 입상 성적에 따라서 차등적인

점수를 배점하고 출전만 한 선수에게도 기본적인 점수를 배점하고

있다. C실업팀은 실업팀을 운영하는 목적이 모기업 홍보이기 때문에

국내 대회에서의 입상보다는 국제 대회에서의 입상을 중요시하므로

국내 대회 입상 실적이 연봉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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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전국 체전 이런 걸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성적이

나면 좋기야 좋겠죠. 저희가 지금 뭐 국내보다는 국제 대회 성

적으로 기업을 알리기 위해서 창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다 국제 대회만 성적을 더 중요시하죠.(중략) 저희는 연

봉을 측정할 때, 잘하는 선수들은 더 점수를 많이 주는 점수제

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내 대회 1등이 100점, 2등이

80점, 3등이 60점. 출전하는 건 30점 줘서 저희가 점수를 매기

고...

<C팀 관리자>

b. 국제대회

다른 나라 선수들이 참여하는 규모의 국제 대회는 대회를 등급별

로 나누고, 대회별 선수들의 성적에 따라 차등적인 점수를 부여한다.

세계 대회에서는 그냥 오픈 시합은 200점으로 잡아놓고. 저희

가 약한 시합 가면 다 1등하거든요. 못하는 시합도 있긴 한데.

200점 정도를 잡아 놓고. 올림픽 같은 경우는 1000점, 아시안

게임 500점, 세계 선수권 500점 이렇게 다 잡아 놨거든요.

<C팀 관리자>

➁ 선수등급 기준
선수들의 대회별 입상 실적에 따라 획득한 점수의 총점이 1000점

이 넘으면 A급 선수로 간주하고 높은 연봉을 산정한다.

예산을 받아올 때 연봉을 나눠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선수의) 성적이 안 좋아서 점수가 대개 다 낮을 수가 있잖아

요. 그런 선수는 (연봉을)많이 더 주지는 않고, 점수가 1000점

이상이면 (웬만하면) 다 A급으로 들어가고요.

<C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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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성적 고려 범위
a. 현재 경기력

선수들이 대회 실적으로 얻은 점수들의 총점을 구하는 범위는 3

년이다. 즉 선수들의 연봉을 산정하는데 해당 선수의 운동수행 능력

을 설명해주는 범위가 최근 3년간의 입상 실적이다.

전에는 그냥 호봉으로 해서 별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잘하

고 못하고 차이가 많죠. 저희가 점수를 매겨서 연봉을 그걸로

3년마다 측정을 하거든요.

<C팀 관리자>

b. 과거 경기력

C실업팀에서는 종목에 따라서 선수 연봉을 산정하는데 과거 경

기력을 인정해주는 종목도 있고, 안 해주는 종목도 있다.

탁구 같은 경우는 한번 잘 치면 다 잘 친다고 하더라고요. 감

각 운동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잘 치던 얘들이 계속 잘 친다

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못하다가,

나이 먹어가지고 잘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종목 특징은

다 틀리겠죠. 그래서 탁구 같은 경우는 스카우트가 되게 빨라

졌어요. 중학교부터 뽑는 애들도 있고. 스카우트가 되게 빨라졌

어요. 중학교부터 잘 치는 얘들이 계속 잘 치니까. 그런데 레슬

링은 중학교 때 잘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와서 못 할 수도 있

고, 고등학교 때 잘했던 애들이 또 대학 와서 못할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는 거의 대학교 때 계약을 많이 합니다.

<C팀 관리자>

➃ 국가대표 선수
C실업팀은 선수들의 연봉 산정을 위해서 점수를 매길 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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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여부에 따라서 가산점을 준다.

저희는 대표선수가 되면 기본점수로 500점을 플러스로 줘요.

후보 선수나 파트너 선수 같은 이런 선수들 말고요.

<C팀 관리자>

➄ 국가대표 후보 선수
국가대표 바로 밑 수준의 선수들을 국가대표 후보 선수라고 한

다. C실업팀은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에게도 연봉 산정 할 때 가산점

을 준다.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은 200점씩은 주거든요. 후보로 들어갔

던 선수들은 그런데 저희 선수들은 거의 다 들어 가 있습니다.

<C팀 관리자>

(2) 신체 조건

C실업팀은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종목이 체급 종목이어서 선수

들을 선발하고 계약할 때 선수들의 신체 조건을 보고 선수들의 가능

성을 측정한다.

저희는 체급 운동이잖아요...그러니까 중량이 많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어느 정도 뺄 수 있냐. 이런 것도 좀 봅니다. 중량을

되게 많이 뺀 선수들은, 또 한 체급 올려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중량이 많이 나가고, 많이 뺀 선수들은 좀 많이 피하죠.

<C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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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팀 관리자 인터뷰 분석

D실업팀은 18개의 많은 종목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연봉을

산정 할 때 각 종목의 특성별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총 6가지이며, 그 중에서

경기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머지 5가지 요인들은 부분

적으로 연봉에 영향을 주고 있다.

(1) 경기력

D실업팀은 선수들의 운동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국내대회

와 국제대회를 수준별로 나누고 각 대회의 입상 실적을 바탕으로 선

수의 등급을 나눠서 차등적인 연봉을 산정한다.

➀ 대회규모a. 국내대회
전국체육대회 실적과 기타 전국규모의 대회들의 입상 실적으로

선수의 경기력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수의 연봉을 산정한다.

국내대회에서는 대통령배, 실업배와 같은 전국대회보다 체전이

아직 (연봉을 산정하는데) 제일 중요하고, 대표선발전 이런 거

죠.

<D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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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국제대회

국제대회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올림픽 실적이 가장 영향력 있는

대회이고, 다음은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기타 국제 대회 순으로

연봉에 영향을 준다.

올림픽 다음에 아시안 게임이 두 번째죠. (그다음) 세계 선수

권이 월드컵과 동급으로 보고.

<D팀 관리자>

➁ 성적 고려 범위
D실업팀 선수들의 경기력을 설명하는 입상 실적은 최근 3년간의

경기실적을 바탕으로 종합해서 평가하여 연봉을 산정한다.

다른 실업팀 있다가 온 선수들은 경기 실적 증명서의 3년간 성

적을 보고 저희 나름대로 등급을 해 놓은 게 있어요.

<D팀 관리자>

➂ 포상금
a. 국제대회/국제대회

선수들의 국제개회 실적에 따라서 해당 선수에게 연봉외의 포상

금을 지급한다.

연봉을 산정하는 기준과 해당 실업팀에 있는 선수가 경기에 출

전해서 입상을 하면 포상이 국내, 국제로 나눠져 있어요.

<D팀 관리자>



- 82 -

b. 개인입상/단체입상

선수들의 개인전 입상 실적과 단체전 입상실적을 분리해서 포상

금을 지급한다.

국내는 종목별로 인원수에 따라 많은 종목(단체전)의 경우 차

등적으로 지급하고, 또 (개인) 단체종목과 개인종목의 포상도

달라요.

<D팀 관리자>

(2) 감독

선수들의 경기 실적들을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선수들을 선발하지

만 최종적으로 선수들을 직접 지도⋅관리 하는 감독들의 의견이 중

요하다.

저희가 감독님하고 같이 가서 선수를 보죠. 예를 들어서 선수

가 고등학생인데 내년에 졸업인데 데려오고 싶다. 그러면 같이

(감독님이랑)보고 분석을 하죠. 감독님 말, 조언을 많이 듣고,

아무래도 감독님이 제일 전문가시니까, 그 다음 저희가 판단을

하죠. 신체 조건도 당연히, 뭐 체급 종목은 당연히 신체 조건이

뛰어나면 딱 눈에 뛰니까... 그런데 뭐 저희가 따로 신체 조건

이 나쁘다고 해서 (판단하기보다) 거의 감독님이 50-60% 차지

를 하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연봉이라든지 안 맞으면 저희도

데려올 수가 없죠. 아무리 좋은 선수여도...

<D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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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수 출신 지역

D실업팀에서는 선수를 기용할 때 해당 지역 출신 선수를 우선적

으로 선발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선수를 선발하고 연봉을 산정할

때 해당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 연봉에 영향을 주고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요즘 (해당 실업팀 지역 선수를 뽑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 저희 실업팀에 타 지역 출신 선수들 비중이 조금 높아요.

지역에 따라 강한 종목 더러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체조 이런 것은 워낙 우리 지역 체중, 체고들이 잘 되어 있어

서, 그 선수들이 거의 체중, 체고, 체대 나오고 우리 실업팀으

로 오는 게 대부분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구, 사이클

이런 종목은 타 지역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건 솔직히

우리 실업팀 지역에 저변이 없어요. 선수 저변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출신 선수들을 많이 데려오죠. 그런 걸 많이 줄이기 위

해서, 우리 지역에 다양한 종목 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우리 지

역 출신 선수들을 뽑으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많이 노력을 하

고 있죠.

<D팀 관리자>

(4) 실업팀 지역 내 스포츠 이벤트 개최 여부

D실업팀 같은 경우는 실업팀이 속해 있는 해당 지역에서 전국체

육대회와 같은 규모가 큰 전국대회와 세계대회를 유치할 경우 예산

이 늘어난다. 이러한 늘어난 예산은 선수들의 연봉과 선수인원에 영

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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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인천이 아시안 게임을 하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경기장이라든지, 선수 육성도 많이 하고, 영입도 많이 하고 그

러잖아요. 홍보도 많이 하고...그러니까 그런 국제 대회나 전국

체전을 개최함으로써 그런 건 충분히 홍보가 되고...그렇죠. 저

희가 체전(전국체육대회)을 가면, 일단 경기장이 확충이 되니

까. 경기장을 새로 지어주거나, 리모델링을 하니까. 그게 체전

끝나도 자연스럽게 선수 육성도 되고, 팀도 활성화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지역은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

었잖아요. 워낙 지역이 크고 예산이 체육 예산이 많이 없기 때

문에, 그런 것(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하면 좀, 대한체육회나 문

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죠.

<D팀 관리자>

(5) 선수 경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실업팀에 입단하는 선수들은 기존 실

업팀에서 경험이 있는 선수들에 비해 실업팀 경력이 짧기 때문에 많

은 연봉을 받기 힘들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실업팀 온 선수는 고등학교 성적으로

만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봉을 그렇게 많이 측정해줄 수

없고. 한마디로 얘는 신인이고, 길게 볼 선수니까 연봉을 4-5

천 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고등학교 때 잘하고 체전 몇 연

패를 했다고 해도, 실업팀(선수) 하고는 조금 격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D팀 관리자>

(6) 국가대표

D실업팀에서 국가대표선수 출신 여부는 선수들의 수준을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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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가대표선수 경험이 있는 선수는

연봉에 가산점이 부여되어 AA급의 연봉을 받는다.

(국가)대표팀이라 하면 뭐 거의 AA급이니까...아무리 한번 들

어갔더라고 하더라도 AA급이니까 (국가)대표팀을 경력을 많이

쳐 주죠.

<D팀 관리자>

5) E팀 관리자 인터뷰 분석

E실업팀은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

서 해당 종목 선수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 선

수들을 선발하려고 노력한다. 즉, 선수를 선발할 때는 과거에 국제대

회 입상 실적이 있는 선수들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국제 대회

입상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선수를 선발한다. 결과적으로

E실업팀에서 연봉을 산정하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선수

의 현재 경기력이다.

(1) 경기력

E실업팀은 선수들을 선발할 때 국제 대회 입상 가능성 여부가

연봉 산정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국제 대회 입상 실적이 연봉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➀ 대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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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제대회

E실업팀은 권위가 높은 국제대회인 올림픽 입상 실적을 가장 높

이 평가하고, 다음으로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임, 기타 세계 대회 순

의 입상실적을 바탕으로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을 나눈다.

(선수 경기력을 나누는 기준은) 국제 대회 성적이죠. (현재 선

수 등급) S, A, B, C 가 있는데, S는 이제 올림픽, 세계 선수

권 입상자, 금메달 아니더라도 (모든 메달). A는 아시안 게임,

탁구나 유도 대회들 격(규모)에 따라서 S, A, B, C로 나누고

있죠.

<E팀 관리자>

b. 국내대회

국내 대회 입상 실적을 통해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평가하지만 연

봉 산정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체전에 대한 지원은 작년까지 출장비

정도, 포상금 정도 했는데 올해부터는 다 없어졌어요. 각 해당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거로. 그 대회 만큼은 시도 대표로 나가니

까. 마사회 대표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대회 입상 실적을 참고

해서 선수의 경기력을 판단하기는 합니다.

<E팀 관리자>

➁ 포상금
E실업팀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

는 성과제도로 팀을 운영한다. 성과 제도는 선수들의 입상 실적에 따

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다른 실업팀에 비해 높게 책정하여 실적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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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른 실업팀 A급 S급 유도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7-8천(만원)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기본 연봉이고, 포상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실업팀은 포상금이 되게 낮아요. 하지만 저희는

연봉이 낮은데 (선수들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은 딴 팀들에 비

해 월등히 높죠.

<E팀 관리자>

➂ 과거 경기력
선수들이 E실업팀에 입단하기 전에 올린 입상 실적 중에 인정해

주는 실적은 올림픽,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등과 같은 국제대회

실적이다. 입단 전에 이런 국제대회 실적이 있는 선수는 등급이 가장

높은 S급의 연봉으로 산정한다.

유도 같은 경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오니까, 대학 때 성적을 내

는 애들이 간혹 있잖아요. 올림픽, 세계 선수권, 아시안 게임

입상하는 애들 이정도가 S급이죠.

<E팀 관리자>

➃ 성적고려 범위
E실업팀은 선수들의 입상 실적 중에서 현재 경기력을 설명 해주

는 기간을 최근 3년에서 4년간으로 잡고 있다. 4년 이상이 지난 경기

실적의 경우는 해당 선수의 현재 경기력으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매해 국가대표선수도 바뀌고 세계 랭킹도 바뀌기 때

문에 최근 3년 정도의 실적이 선수의 경기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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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애들이 오는 거고, 유도단은 대

학을 졸업하고 들어오니까, 뭐 한 불과 길어야 4년 전 성적이

죠. 경기력은 최근 4년 기록, 최근 3년간의 입상 기록으로 보면

되요.

<E팀 관리자>

(2) 감독

E실업팀은 감독이 최종적으로 선수를 선발하는데 영향력이 높은

요인이다. 감독은 해당 선수의 과거 경기력과 최근 경기력을 종합적

으로 판단해서 앞으로 세계 대회에서 입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선수 등급을 나누고 선발을 한다. 따라서 E

실업팀에서 감독의 의사가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단 저희가 채용을 할 때, 성적 증명서를 때요. 때가지고 감독

님이 현재의 경기력하고 과거의 성적하고 매칭을 하는 거죠.

지도자가 보면 얘가 될 선수도 아니다. 과거 성적은 이렇고 뭐

가 단점이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E팀 관리자>

6) F실업팀 감독 인터뷰 분석

F실업팀 감독은 16년째 선수들을 관리하고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크게 5개의 요인이 연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중에서

선수의 현재 경기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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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랭킹 선수들의 기록과 비교를 하여 선수들의 수준을 평가하고

연봉을 거기에 맞춰서 산정하고 있다.

(1) 경기력

F실업팀 감독은 선수를 등급으로 나눌 때 크게 3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선수를 평가한다. 선수를 평가하는 가장 큰 기준은 전국체육

대회 금메달이다. 전국체육대회 금메달을 딸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A급으로 보고 그다음 B등급은 은메달, C등급은 동메달이하 가능성

이다. 실업팀 감독은 다음 4개의 요인으로 선수의 체전 성적을 예상

하고 선수의 등급을 분류한다.

➀ 기록
F실업팀 감독은 작년 전국체육대회에서 해당 세부 종목 금메달

을 딴 선수의 기록을 기준으로 기록 차이가 1초 이내인 선수들을 A

급 선수로 분류하고,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이 가능한 선수로 판단

한다. B급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선수의 기록

과 1초 이상 차이가 나는 선수이다. 이상 F실업팀 감독은 작년 전국

체전 입상 선수들의 기록을 기준으로 선수들의 수준을 나누고 있다.

A클라스 B 클라스 C 클라스 나누는 가장 큰 것은 현재 랭킹

1위, 작년 전국체전 때 1위한 선수의 기록과 비교를 해서 그

선수하고 1초 이내에서 들어왔을 때에는 A클라스의 개념, 1초

넘어갔을 때는... 그리고 이 선수가 연습을 해서 B클라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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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클라스로 올라간 상태에서 이 선수가 열심히 해서 만약 그

정도의 기록 향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선수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A클라스로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요.

<F실업팀 감독>

➁ 작년 전국체육대회 순위
F실업팀 감독은 가장 기본적으로 선수의 실력을 나누는 것은 작

년 전국체육대회 입상 순위다. 작년에 금메달을 딴 선수는 A급, 은메

달을 딴 선수는 B급, 동메달을 딴 선수는 C급으로 수준을 분류하여

연봉을 산정한다.

가장 큰 것은, 국제 대회도 중요하지만, 지방 색깔을 가장 먼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전국체전이다 보니까, 전국체전이 (선수

선발과 연봉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죠.(중략)...

기본적으로는 A B C를 나눌 때 금메달을 딴 선수는 A 은메달

은 B C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F실업팀 감독>

➂ 타선수와 비교
F실업팀 감독은 새로운 선수를 뽑을 때 그 선수의 경기실적 증

명서에 있는 경기 실적과 현재 F실업팀 선수의 경기 실적과 비교해

서 선수의 경기력 수준을 나눈다. 그렇게 현재 F실업팀 선수가 받고

있는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연봉을 지급한다.

경기 실적 증명서를 때서 확인이 되면 실업팀 관리자 하고 얘

기를 하여, 지금의 현재 우리 실업팀 기준으로 받고 있는 우리

선수의 연봉을 바탕으로 같은 정도의 연봉을 받으면 된다고 합

의 후에 동일한 연봉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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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실업팀 감독>

➃ 경기력 고려기간
F실업팀 감독은 선수들의 경기력을 파악할 때 작년 실적만을 가

지고 선수를 평가한다. 작년 이전의 과거 경기력은 선수의 현재 운동

수행 능력을 설명하는데 정확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감독도 선

수와 마찬가지로 성적이 좋아야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수를 선발하고 계약할 때 현재 경기력을 설명 할 수 있는 최근의

경기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전년도 것을 많이 보죠. 전년도의 개념으로.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무리 잘하더라도 3학년 때 안 되어 버리면,

실업팀에 들어와서 그걸 회복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고. 전년도의 성적에 따라서 몸 상태를, 기록을 보면서 그 선수

를 스카우트하고 이게 얼마 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를 지

켜봐야 하는 부분들이죠.

<F실업팀 감독>

(2) 선수의 출신 지역

F실업팀 감독이 선수들을 선발 할 때 A급, B급의 수준 선수들

외에는 실업팀 지역의 선수들을 지역선수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발

하고 있다. A급, B급 이외의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은 전국체육대회

3등에서 6등정도 수준의 선수를 말한다. 이런 선수들은 실업팀 실적

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정치적으로 지역 선수들을 뽑아서 운

영할 경우 실업팀 예산책정에 명분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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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클라스 선수들의 개념은 3등에서 6등 사이의 기록 순을 봐서

책정을 하는 부분이고, 특히 같은 고향(지역출신)의 선수들 같

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기 진작적인 차원에서, 저희도 팀이

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나오는 선수를 활용하는 것, 예산 집행

하는 부분에서도 도의원 자체도 지역 선수들을 활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F실업팀 감독>

(4) 팀 적응력

실업팀 마다 팀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맞는 선수들로 팀 구성

을 한다. 따라서 선수를 뽑을 때 해당 선수가 팀에 잘 적응해서 팀에

도움을 주는 선수가 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F실업팀

감독은 선수를 뽑을 때 팀에 잘 적응해서 연습 과정을 잘 소화할 수

있고 열심히 따라 올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선수를 뽑는다.

선수가 들어와서 구성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제일 우선적이고. 물론 기록도 우선적이지만. 구성원 자체

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색깔에 맞춰서 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연습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

들을 선호하죠.

<F실업팀 감독>

(5) 다른 선수연 봉

F실업팀 감독은 선수를 뽑을 때 선수의 경기력 부분을 가장 먼

저 보고 경기력에 따른 선수의 수준에 맞는 연봉을 주기 위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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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이 비슷한 타실업팀 선수의 연봉을 파악하고 실업팀 관리자에게

연봉 지급을 요청한다. 즉 선수의 연봉은 다른 실업팀 선수 중에 수

준이 비슷한 선수의 연봉과 해당 실업팀의 예산에 따라 영향을 받는

다.

➀ 동실업팀내 타종목 선수 연봉
실업팀 운영 예산은 정해져 있고, 실업팀내의 모든 선수들의 연

봉도 한정적인 예산안에서 산정을 한다. F실업팀은 현재 2개의 종목

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목 간에 서로 높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경쟁

을 한다. 좋은 실적을 올려야 한정적인 예산안에서 조금이라도 더 예

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많아지면 선수들을 스카우트 할

때 혹은 기존 선수와 재계약할 때 연봉을 더 높게 산정해서 좋은 선

수들을 확보할 수 있다.

같은 팀에 있으면서 예산은 한 곳에서 나오기 때문에, 배분하

는 부분에서 틀려지겠죠. 전년도 성적이 좋으면 아무래도 배분

하는 데 있어서도 단돈 얼마라도 선수 스카우트 하는 부분이라

거나 훈련 기간을 늘린다든가 이럴 때에 배분 차원에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F실업팀 감독>

➁ 타 실업팀 동일 종목 선수 연봉
실업팀 종목마다 선수의 연봉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있다. 그 기

준은 동일 종목의 다른 실업팀 선수의 연봉과 해당 종목 실업팀 선

수들의 평균연봉이다. F실업팀 감독도 선수들을 뽑아서 계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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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다른 실업팀과 형평성을 맞춰서 비슷한 수중의 연봉을 받게

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실업팀의 연봉과 맞추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연봉 책정

하는데 형평성에 맞게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 실업팀은 다른 실업팀에 비해 위치가 안 좋아서 거리적인

차원 때문에 선수 스카우트가 힘들어요. (중략)...연봉 책정에

있어서 (거리적인 문제들) 이것을 성과급으로 해서 옵션으로

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죠.

<F실업팀 감독>

7) G실업팀 감독 인터뷰 분석

G실업팀 감독은 4개의 큰 요인으로 선수들의 연봉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현재 국제대회에서의 경기력 수준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G실업팀 감독은 선수 생명이 긴 특성을 가

진 종목을 지도하기 때문에 선수 생활을 해당 실업팀에서 길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선호하고 있으며 연봉 산정

에 영향을 주고 있다.

(1) 경기력

G실업팀 감독은 현재 선수들의 경기력을 평가 할 때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

가한다. 그래서 G실업팀은 선수들의 국제 대회 실적을 바탕으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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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을 산정하고 선수들을 뽑는다.

➀ 국제대회
G실업팀은 소속선수들이 국제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올

림으로써 얻는 모기업 홍보를 하나의 목적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G실업팀 감독도 선수들을 뽑을 때 국제 대회 입상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 위주로 계약을 한다.

국내에서 발휘되는 경기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국제 대회에

서 이 선수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이 선수가

출전해서 과연 몇위 정도 메달을 딸 수 있나, 그런 능력을 더

많이 평가를 합니다. 저희가 보는 경기력은 국제 대회 나가서

이 선수가 발휘할 수 있는 경기력을 보고 있습니다.

<G실업팀 감독>

➁ 국제대회 등급 분류
모든 국제대회는 경기력이 높은 수준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

이지만 G실업팀에서 평가 할 때 대회 수준을 나눠서 대회별 선수들

의 실적을 차등적으로 평가한다. 대회 수준을 나누는 기준은 많은 사

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대회인 올림픽을 A급, 세계 선수권을 B급, 아

시안 게임, 기타 세계대회를 C급으로 나눌 수 있다. 대회를 차등적으

로 나눠서 평가를 하지만 국제대회에서 선수들이 상위권의 결과를

내면 G실업팀 감독은 만족을 하고 있다.

국제대회에서 A, B, C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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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는 세계대회, 최종적으로는 올림픽, 세계 선수권 이런 대

회가 있지만, 경기 결과가 대회와 관계없이 사실 그 선수의 컨

디션이지 그 선수의 기량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중략)... 물론

상대가 틀려지고 상대가 더 많아질 수 있지만은 저는 굳이 큰

대회 작은 대회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이 대

회를 하면서 가장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대회들, 아무래도 올림

픽이겠죠. 전 국민들이 그런 국가 순위를 매기는 그런 대회니

까. 올림픽,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물론 이런 차등은 두지

만 저희가 생각하는 국제 경쟁력이라는 것은, 세계 선수권 대

회나 또는 뭐, 올림픽 물론 좋지만, 올림픽 같은 경우 메달을

따고 못 따고, 또는 금메달을 따고 동메달을 따고 하는 그 정

도 보다 그 대회에 출전해서 상위 그룹에 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만족을 하죠. (중략)... 가장 높게 평가되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는 올림픽을 가장 높게 보죠.

그 다음이 세계 선수권, 그 다음이 아시안 게임, 그 다음이 아

시안 선수권, 다음은 일반 지역대회죠. 월드컵도 아시안 게임보

다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죠.

<G실업팀 감독>

국제대회들을 대회 수준별로 나눠서 선수들의 입상 실적을 차등

적으로 평가해서 연봉을 산정하지만, G실업팀 감독은 선수의 진정한

경기력을 설명해주는 국제 경기는 세계 선수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수들의 경기력을 평가할 때 세계 선수권 경기 결과를 많이 반영하

고 있다. G실업팀 감독이 지도하는 종목의 세계 선수권은 올림픽과

같이 4년을 주기로 열리고 아무런 제약이 없이 모든 국가의 선수들

이 대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진정한 세계챔피언을 가리는 대회라고

본다.

오히려 올림픽보다 더 (메달)따기 힘든 대회가 세계 선수권입

니다. 왜냐하면 올림픽은 나라별로 쿼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2명 이상 출전을 못합니다. 또 한 명도 출전을 못하는 나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종목당 많은 인원이 출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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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명 적게 출전하면 20명도 출전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오히려 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을 수 있

죠. 그러나 세계 선수권대회는 아시다시피 세계연맹에 등록되

어 있는 회원국의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한 나라에서 한 종목

에 3명씩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림픽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출전하고, 더 좋은 자원들이 출전하게 되죠. 많은

자원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세계 선수권 대회 기록이나 이런 면

에서 올림픽 보다는 훨씬 더 좋은 기록이 많이 나오죠.

<G실업팀 감독>

➂ 경기력 고려기간
a. 과거 경기력

G실업팀 감독은 선수들의 경기력을 평가 할 때 과거 경기력에

비중을 많이 두지 않는다. 과거에 올림픽 메달이나 다른 국제대회 입

상 실적이 있어도 과거 3년간 경기력이 침체된 선수가 있으면 계약

하기 힘들다고 한다.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굉장히 높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침체가 되었다 하면, 이미 이 선수의 정

신적인 한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자신감이 떨어

진 거죠. 그러면 이 선수가 다시 그 전의 그 침체되기 전의

수준으로 다시 올라오려면 상당 기간을 거치면서, 또 보통 어

려운 게 아닙니다.

<G실업팀 감독>

b. 현재 경기력

G실업팀 감독은 현재 선수가 어느 정도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

는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현재 선수의 경기력은 최근 1-2년의

기록들을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 경기력을 평가하는데 대회 입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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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보다는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경기 기록들을 더 집중적으로 살펴

본다.

저는 과거 경기력 보다는 현재 경기력을 우선으로 보고 있거든

요. 과거 경기력은 분명히 플러스는 될 수 있죠. 그 선수의 능

력이기 때문에, 그 선수가 정상적으로 컨디션을 잘 가지고 있

다면 큰 대회에서도 충분히 경기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선수라

는 그런 선수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뽑고 안 뽑고는 현

재 경기력으로 뽑는 거죠. 저는 물론 그 선수의 2-3년 정도의

기록을 훑어보겠죠. 저는 어떤 대회에서 어떤 메달을 따고 보

다는, 그 선수가 어느 정도의 기록으로 대회를 다 마쳤나, 최고

기록이 어느 정도가 되고, 기록의 편차가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래서 내가 이 선수를 뽑았을 때 이 선수가 이정도 편차가 굉장

히 많지만, 이정도 높은 기록을 쐈던 선수들이 있거든요.(중

략)... 선수의 경기력 평가는 뭐 2-3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

다. 1-2년 사이에서 그 선수의 시합 기록을 보고 그 선수를 평

가를 하는 거죠.

<G실업팀 감독>

(2) 국가대표 여부

G실업팀 감독은 선수를 뽑을 때 국가대표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

수의 국제대회 상위권 입상 가능성을 더 많이 보고 있지만, 선수를

뽑는데 국가대표 여부는 기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G실업팀 관리자들은 감독에 비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대표

인 선수와 아닌 선수를 가지고 선수를 많이 비교하여 연봉을 산정한

다.

당연히 국가대표를 거쳐야만 국제대회도 나가니까, 당연히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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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대표가 우선이지요. 우선이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국가대

표라고 해서 무조건 이 선수가 국제대회에 나가서 경쟁력을,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은

아니죠. 일단은 대내외적으로 그 선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국가대표인가 아닌가, 이 기준이지. 제가 보는

국가대표 기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선수를 혼

자 연봉을 책정하거나, 그 선수의 미래를 봤을 때 그 선수를

스카우트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국가대표가 아니라도 관계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나 이런 면에서 볼 때에는 기본적

으로 지표가 되는 국가대표냐 아니냐를 많이 따지게 되는 거

고. 그래서 회사는 저 선수가 국가대표냐 아니냐를 우선적으로

원하죠.

<G실업팀 감독>

(3) 실업팀 연차

G실업팀 감독이 지도하는 종목 선수들은 선수 생명이 아주 긴

종목이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G실업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경

우가 많다. 따라서 선수들의 연봉을 산정 할 때 선수가 G실업팀의

소속으로 선수 생활을 한 연차를 가지고 선수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연봉에 반영한다.

이 선수가 처음부터 우리 팀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실적을 내줬

고, 또 2-3년 침체기가 있다 하더라도 경력을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동안 그 선수가 해왔던 그런

노하우도 있고, 그 영향을 같이 있었던 후배 선수들에게 영향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수가 그 정도 역량이 있다고 생

각하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G실업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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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필 여부

G실업팀 감독이 지도하는 종목은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남자 선수들의 군복무 여부는 선수 선발에

중요한 요인이된다. 그래서 남자 선수를 선발 할 때는 국방의 의무가

끝난 선수들을 중심으로 선발 한다.

군대, 남자는 어차피 군대 다 갔다와야하니까. 군대를 필한 선

수들이 가장 적합하죠. 팀에서 적합하게 되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도 가고, 또 거기서 군도 같이 연결해서 끝낸 다

음에 실업팀에 오게 되어 문제가 없는데, 안 그런 경우는 문제

가 있죠.

<G실업팀 감독>

8) 실업팀 연봉요인 탐색 정리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한 정

성적 연구 결과 크게 경기력 요인과 경기력 외적 요인으로 분류하였

다. 경기력 요인은 실업팀 관리자들과 감독들 모두 현재 경기력과 과

거 경기력으로 나눠서 평가 하였다. 하지만 과거 경기력을 평가할 때

실업팀 관리자들은 과거 1년-4년까지 포함하고, 실업팀 감독들은 1년

-2년까지의 과거 경기력만이 연봉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기력을 설명하는 입상 성적은 대회의 수준과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경기력을 설명하는데 종목의 특성에 따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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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의 입상 순위 혹은 입상 기록이 연봉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경기력 외적 요인으로는 다관왕 여부, 전국체육대회 순위 배점, 선수

출신지, 감독 유형, 선수 기간, 실업팀 경력, 타선수 연봉 등이 연봉

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다음 <표 7>은 A, B, C, D, E, F, G 7개

실업팀의 관리자와 감독들이 언급한 실업팀 선수 연봉 요인들을 정

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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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세부요인 A B C D E F G

국

내

전국체육대회 o o o o

국가대표 선발전 o o o o

전국대회 o o o o

시⋅도대회 o o

국

제

올림픽 o o o o o o

아시안게임 o o o o o o

세계선수권 o o o o o o

기타국제대회 o o o o o o

개인경기

력

기록 o o o

순위 o o o

신기록

보유여부

세계 신기록 o o o

아시아 신기록 o o o

한국 신기록 o o o

선수

경기력

고려기간

1년전 o o o o o o o

2년전 o o o o o o

3년전 o o o o o

4년전 o

과

거

경

기

력

국

내

전국체육대회 o o

국가대표 선발전

전국대회

시⋅도대회

국

제

올림픽 o o o o o

아시안게임 o o o o

세계선수권 o o o o o

기타국제대회 o o

국가대표여부 o o o o

국가대표후보여부 o o

신체조건 o

종목특성
전국체육대회 다관왕여부 o

전국체육대회 종목 순위배점 o

타선수

연봉

동실업팀 타종목 선수연봉 o o

타실업팀 동일종목 선수연봉 o o

선수 출신 지역 o o o

지역내 스포츠 이벤트 개최예정여부 o o o

실업팀연차 o o

실업팀 기여도 o o o

선수기간 o

군필여부 o

감독

일반형 o o o

관리형 o o o

무능력형 o o o

<표 7> 정성적 연구의 연봉요인 탐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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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팀 연봉요인 검증 결과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2> “한국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3> “한국 실업팀 운영 주체에 따

라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변화하는가?”, <연구문제4>

“종목의 유형에 따라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변화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위의

정성적 연구를 통해서 탐색한 한국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 변수들을

정리하고 각 변수들이 연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기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 연봉변인 정리 및 설명

본 연구의 정량적 연구에서는 정성적 연구에서 탐색한 요인들을

가지고 실증적으로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변인들을 정리하였다.

(1) 독립 변인

본 연구의 독립 변인은 위의 정성적 연구에서 탐색한 경기력 변

인과 비경기력 변인이다. 경기력 변인은 다시 국내대회, 국제대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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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국가대표, 국가대표 후보, 신체 조건으로 구분한다. 국내대회와

국제대회는 각각 대회 수준이 다른 4개의 대회를 선정하였고, 과거

성적과 현재 성적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서 각 대회의 2012년 성적을

현재 경기력으로, 2011년-2009년 평균 성적을 과거 경기력으로 설정

하였다. 세계선수권 대회만 대회의 주기를 고려해서 2012년-2011년

평균 성적을 현재 경기력으로, 2010년-2009년 평균 성적을 과거 경기

력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독립 변인 항목과 설명은 <표 8>과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변인 변인설명 척도 변인구분

실업팀경력 실업팀 선수 기간 비율척도a T_career

다관왕
선수 한명이 한 대회에 출전

가능한 세부 종목 수
비율척도b POSMEDAL

전국체육대회

순위배점

전국체육대회 세부종목별

금메달 배점
비율척도c KNGP

출신지 선수의 출신 고등학교와

실업팀 지역의 동일여부
가변수d HOMTEAM

감독

선수를 발굴하여

키우는 일반 지도자
가변수d GCOACH

상위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관리하는 지도자
가변수d MCOACH

대회개최예정
실업팀 지역내 전국체육대회

이상의 대회개최예정여부
가변수d FSE

<표 8> 비경기력변인 설명

a: 자신의 실업팀 선수 경력을 년 단위로 작성
b: 한 대회에 한 선수가 최대한 출전할 수 있는 세부종목 수
c: 전국체육대회 세부종목별 금메달 배점 점수
d: 더미변수로 해당 있는 변인이면 1, 해당 없는 변인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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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변인설명 척도 변인구분

전국
체육대회

현재전국체육대회성적 6점척도a KNG

과거전국체육대회성적 6점척도a PASKNG

국가대표
선발전

현재국가대표선발전성적 6점척도a NTG

과거국가대표선발전성적 6점척도a PASNTG

전국대회
현재전국대회성적 6점척도a NG

과거전국대회성적 6점척도a PASNG

시⋅도대회
현재시⋅도대회성적 6점척도a RG

과거시⋅도대회성적 6점척도a PASRG

올림픽
런던/밴쿠버 올림픽 6점척도a OG

베이징/토리노 올림픽 6점척도a PASOG

아시안게임
광저우/아스타나 아시안게임 6점척도a AG

도하/장춘 아시안게임 6점척도a PASAG

세계선수권
현재세계선수권대회성적 6점척도a PASWC

과거세계선수권대회성적 6점척도a PASWC

기타
국제대회

현재기타국제대회성적 6점척도a IG

과거기타국제대회성적 6점척도a PASIG

신기록

세계신기록 가변수b WR

아시아신기록 가변수b AR

한국신기록 가변수b KNR

국가대표 선수
현재국가대표 가변수b NOWNT

과거국가대표 가변수b PASTNT

국가대표후보선수
현재국가대표후보선수 가변수b NOWSNT

과거국가대표후보선수 가변수b PASTSNT

신체조건 종목에 적합한 신체조건 정도 5점척도c PHYSICAL

<표 9> 경기력변인 설명

a: 1.출전안함, 2.입상못함, 3.동메달, 4.은메달, 5.금메달, 6.금메달2개이상
b: 더미변수로 해당 있는 변인이면 1, 해당 없는 변인이면 0
c: 1.매우부족, 2.부족, 3.보통, 4.우수, 5.매우우수

(2) 조절 변인

본 연구에서 조절 변인은 <연구문제3>과 <연구문제4>를 규명하

기 위해서 실업팀 운영 주체, 종목의 시즌 계절, 경기 유형이다. 실업

팀 운영 주체는 지자체형 실업팀과 기업형 실업팀으로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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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변인설명 변인구분

실업팀 운영주체 지자체 vs. 기업 -

종목별 경기유형 기록경기 vs. 순위경기 -

종목의 시즌 하계종목 vs. 동계종목 -

<표 10> 조절변인 설명

변인 변인설명 변인구분

성별
한국 실업팀 선수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
gender

연령 한국실 업팀 선수들의 나이 구분 age

선수경력 한국실업팀 선수들의 총 선수경력 A_career

<표 11> 통제변인 설명

종목의 시즌 계절은 동계 종목과 하계 종목으로 조절하고, 경기 유형

은 기록 경기와 순위 경기(토너먼트형식)로 조절하여 정량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조절 변인은 <표 10>에 제시하였다.

(3) 통제변인

본 연구에서 통제 변인은 한국 실업팀 선수들의 성, 연령, 선수

경력이며, 구체적인 통제 변인은 <표 11>에 제시하였다.

(4) 종속 변인

본 연구에서 종속 변인은 한국 실업팀 선수 연봉이다. 구체적인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 금액이 아닌 현재 대략적으로 받고 있는 연봉

금액을 1000만원 단위로 나눠서 “3000만원 이하”부터 “1억원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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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변인설명 변인구분

연봉
현재 한국 실업팀 선수가 소속 팀에서

받고 있는 연봉 (단위: 10,000원)
SAL

<표 12> 종속변인 설명

로 9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연봉의 단위를 10,000원으

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종속 변인은 <표 12>에 제시하였

다.

(5) 주요 변인 자료 요약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은 등간 척도를 이용한 변인과 가

변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변인에 대한 자료는 <표13>과 <표

1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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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성 0 1 .61 .488

연령(세) 19 44 25.86 4.116
연봉(만원) 2000 10000 4286.69 1898.015
선수경력(년) 4 28 13.02 4.354
실업선수경력(년) 1 19 4.07 3.157
현재전국체육대회 1 6 3.23 1.798
과거전국체육대회 1.00 6.00 3.3504 1.54119
현재국가대표선발전 1 6 3.07 1.835
과거국가대표선발전 1.00 6.00 3.0808 1.66733
현재전국대회 1 6 4.43 1.485
과거전국대회 1.00 6.00 4.4221 1.35755
현재시⋅도대회 1 6 3.64 2.055
과거시⋅도대회 1.00 6.00 3.7179 1.98971
런던/밴쿠버올림픽 1 6 1.23 .741
베이징/토리노올림픽 1 5 1.17 .623
광저우/아스타나AG 1 6 1.47 1.055
도하/장춘AG 1 6 1.30 .835

현재세계선수권대회성적 1.00 4.50 1.2031 .47782
과거세계선수권대회성적 1.00 5.00 1.2491 .58466
현재기타국제대회성적 1 6 1.91 1.494
과거기타국제대회성적 1.00 6.00 1.9465 1.34971

신체조건 1 5 3.20 .831
다관왕 1 8 3.08 1.568

전국체전 순위배점 6 357 104.05 75.147

<표 13> 주요변인 자료요약(척도변인)

변인 有(코딩1) 無(코딩0)

성별 180명 (61.4%)a 113명 (38.6%)b

세계신기록 3명 (1.0%) 290명 (99.0%)

아시아신기록 5명 (1.7%) 288명 (98.3%)

한국신기록 34명 (11.6%) 259명 (88.4%)

현국가대표 99명 (33.8%) 194명 (66.2%)

전국가대표 172명 (58.7%) 121명 (41.3%)

현국가대표후보 8명 (2.7%) 285명 (97.3%)

전국가대표후보 46명 (15.7%) 247명 (84.3%)

출신지 93명 (31.7%) 200명 (68.3%)

대회개최예정 77명 (26.3%) 216명 (73.7%)

일반형감독 159명 (54.3%) 134명 (45.7%)

관리형감독 112명 (38.2%) 181명 (61.8%)

<표 14> 주요변인 자료요약(가변인)

a: 남자 b: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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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단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연령 세 293 19 44 25.86 4.116

연봉 만원 293 2000 10000 4286.69 1898.015

선수경력 년 293 4 28 13.02 4.354

실업선수경력 년 293 1 19 4.07 3.157

<표 15> 조사대상 특성(한국 개인종목 실업팀 선수표본)

2) 실업팀 연봉 변인 검증 <연구문제2>

<연구문제2>에서는 한국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에 실증적으로 영

향을 주는 요인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한국 실업팀 선수 293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봉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 기술 통계

<연구문제2>를 검증하는데 표본의 특성을 파악하고, 변인 값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17개 종목, 67개 실업팀

선수 293명의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

다. 본 연구에서 참여하는 실업팀 선수들의 평균 나이는 25.88세, 연

봉은 대략 4300만원, 선수 경력은 13.02년, 실업 선수 경력은 4.07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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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 회귀 분석

<연구문제2>는 위의 정성적 연구를 토대로 만든 연봉 변인들의

실증적 검증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실업팀 선수 연봉

변인이 연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 회귀 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여, 분석 결과 <표 16>와 같

다.

분석 결과 전국대회(β=.136, t=2.200, p<.05) 런던/밴쿠버 올림픽

(β=.257, t=4.039, p<.001) 세계선수권(β=.102, t=1.886, p<.10) 기타 국

제대회(β=.155, t=2.407, p<.05) 과거 기타 국제대회(β=-.135,

t=-2.296, p<.05) 한국신기록(β=.183, t=3.930, p<.001) 현국가대표(β

=-.168, t=-2.873, p<.01) 전국가대표(β=.188, t=3.200, p<.01) 신체조

건(β=.093, t=2.223, p<.05) 실업선수경력(β=.173, t=2.518, p<.05) 전국

체전 순위배점(β=.195, t=4.294, p<.001) 출신지(β=-.084, t=-2.012,

p<.05) 대회개최예정(β=-.118, t=-2.782, p<.01) 관리형 감독(β=.138,

t=1.778, p<.10) 등 9개의 경기력 변인과 5개의 비경기력 변인, 총 14

개의 연봉 변인들이 한국 실업팀 선수 연봉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

견할 수 있다. 14개의 연봉 변인들 가운데 부(-)의 영향을 주는 변인

은 과거 기타 국제대회, 현국가대표, 출신지, 대회 개최 예정 등이 있

으며, 정(+)의 영향을 주는 변인은 전국대회, 런던/밴쿠버 올림픽, 세

계선수권, 기타 국제대회, 한국 신기록, 전국가대표, 신체조건, 실업선

수경력, 전국체전 순위 배점, 관리형 감독 등으로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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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한국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을 산정할 때 최근 경

기력이 과거 경기력보다 연봉에 영향을 주며, 경기력 변인들 중에서

국내대회 보다 국제대회 성적이 연봉 산정에 더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비경기력 변인들은 출전 가능한 세부

종목 수를 의미하는 다관왕 변인을 제외하고 모두 영향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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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구분 변인 비표준화 B 표준화 β

통제변인

성 -109.102 -.028

연령 -18.735 -.041

선수경력 -1.602 -.004

독

립

변

인

경

기

력

전국체전 41.362 .039

과거전국체전 127.429 .103

대표선발전 39.572 .038

과거대표선발전 57.281 .050

전국대회 174.332** .136

과거전국대회 30.720 .022

시⋅도대회 68.984 .075

과거시⋅도대회 101.945 .107

런던/밴쿠버올림픽 659.709**** .257

베이징/토리노올림픽 178.872 .059

광저우/아스타나AG -37.537 -.021

도하/장춘AG -138.653 -.061

세계선수권 406.791* .102

과거세계선수권 -145.290 -.045

기타국제대회 197.099** .155

과거기타국제대회 -189.769** -.135

세계신기록 -627.015 -.033

아시아신기록 110.724 .008

한국신기록 1083.410**** .183

현국가대표 -673.246*** -.168

전국가대표 722.215*** .188

현국가대표후보 -302.539 -.026

전국가대표후보 -5.302 -.001

신체조건 211.379** .093

비

경

기

력

실업선수경력 103.770** .173

다관왕 85.457 .071

전국체전 순위배점 4.921**** .195

출신지 -342.909** -.084

대회개최예정 -508.612*** -.118

일반형감독 108.095 .028

관리형감독 536.984* .138

<표 16>한국 실업팀 연봉변인 결과분석

*p<.10, **p<.05, ***p<.01, ****p<.001 n=293, R²=.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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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특성 단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지자체

연령 세 221 20 41 25.60 3.895

연봉 만원 221 2000 10000 4135.75 1848.744

선수경력 년 221 4 28 12.90 4.169

실업선수경력 년 221 1 19 3.88 2.927

기업

연령 세 72 19 44 26.65 4.670

연봉 만원 72 2000 10000 4750.00 1984.092

선수경력 년 72 5 27 13.39 4.892

실업선수경력 년 72 1 18 4.65 3.738

<표 17>운영주체별 대상특성

3) 실업팀 운영주체별 연봉변인 검증 <연구문제3>

<연구문제3>에서는 실업팀의 운영 주체에 따라서 선수들의 연봉

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변화를 검증하는 것이다. 실업팀의 운영 주체

는 지자체, 공기업, 사기업으로 나뉘는데, 본 연구는 실업팀 운영 주

체를 기업팀과 지자체팀으로 나눠서 연구를 실시하였다.

(1) 기술 통계

<연구문제3>은 전체의 표본을 기업팀과 지자체팀으로 분류를 했

다. 그리고 각 팀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 통계를 실시하여

<표 17>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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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 회귀 분석

<연구문제3>은 한국 실업팀의 운영 주체에 따라서 선수들의 연

봉 변인 변화를 검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표본을 실업

팀 운영 주체별로 분류하여, 주체별 연봉 변인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

해서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8>과 같다.

분석 결과 지자체팀은 12개의 변인이 연봉에 유의하게 나타나고,

기업팀은 6개의 변인이 연봉에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지자체팀은 전국체전(β=.204, t=3.190, p<.01), 과거 대표선발전(β

=.137, t=1.660, p<.10), 런던/밴쿠버 올림픽(β=.214, t=2.327, p<.05),

기타 국제대회(β=.178, t=3.001, p<.01), 한국신기록(β=.169, t=3.173,

p<.01), 전국가대표(β=.142, t=2.235, p<.05), 실업선수경력(β=.219,

t=3.180, p<.01), 다관왕(β=.165, t=3.327, p<.01), 전국체전 순위배점(β

=.262, t=5.424, p<.01), 관리형 감독(β=.154, t=1.952, p<.10)등의 10개

변인들이 정(+)의 영향을 보여줬고, 출신지(β=-.1.46, t=-3.230,

p<.01), 대회개최예정(β=-.134, t=-2.887, p<.01)등의 2개 변인들은 부

(-)의 영향을 연봉에 미치고 있는 것을 발견 할 수 있다. 기업팀은

런던/밴쿠버 올림픽(β=.262, t=1.771, p<.10), 베이징/토리노 올림픽

(β=.309, t=1.705, p<.10), 한국신기록(β=.272, t=2.550, p<.05), 신체조

건(β=.224, t=2.432, p<.05), 과거시⋅도대회(β=.686, t=1.781, p<.10)등

의 5개 변인들이 정(+)의 영향을 보여줬고, 다관왕(β=-.240, t=-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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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 변인이 부(-)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자체팀은 전국체전성적과 과거 국가대표 선발전

이 연봉에 영향을 주지만 기업팀은 국내대회가 연봉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최근 올

림픽 성적이 두팀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팀은 과거 올림

픽 성적도 연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비경기력

변인 같은 경우는 지자체팀 선수 연봉에 모두 영향을 주고, 기업팀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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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지자체팀 기업팀

비표준화 B
표준화

β
비표준화 B

표준화

β

통제

변인

성별 -75.001 -.020 -143.333 -.032

연령 -60.975 -.128 -161.117 -.379

선수경력 13.732 .031 66.097 .163

전국체전 214.303*** .204 -57.173 -.055

과거전국체전 31.874 .027 115.477 .086

대표선발전 -2.127 -.002 -159.576 -.152

과거대표선발전 156.884* .137 92.905 .078

전국대회 77.451 .065 51.047 .031

과거전국대회 139.388 .106 -192.497 -.106

시⋅도대회 14.702 .016 -404.820 -.442

과거시⋅도대회 23.665 .024 612.534* .686

런던/밴쿠버올림픽 784.010** .214 447.939* .262

베이징/토리노올림픽 -179.880 -.046 656.299* .309

광저우/아스타나AG -111.828 -.055 21.981 .015

도하/장춘AG -29.571 -.013 70.738 .032

세계선수권 279.879 .059 625.489 .207

과거세계선수권 -335.992 -.096 -521.546 -.192

기타국제대회 273.617*** .178 227.478 .218

과거기타국제대회 -110.118 -.069 85.302 .070

세계신기록 -2287.334 -.117 - -

아시아신기록 383.568 .028 757.841 .045

한국신기록 982.827*** .169 1622.873** .272

현국가대표 -307.248 -.074 -228.076 -.058

전국가대표 525.070** .142 241.893 .052

현국가대표후보 -350.304 -.028 -50.301 -.005

전국가대표후보 -288.591 -.060 -962.246 -.135

신체조건 -63.355 -.028 527.034** .224

실업선수경력 138.138*** .219 72.435 .136

다관왕 191.014*** .165 -330.253* -.240

전국체전 순위배점 9.014**** .262 2.100 .118

출신지 -566.049*** -.146 533.845 .113

대회개최예정 -536.949*** -.134 -734.788 -.123

일반형감독 -87.321 -.023 -1628.830 -.397

관리형감독 611.631* .154 -1292.924 -.324

<표 18>실업팀 운영주체별 연봉변인 결과분석

*지자체팀:*p<.10, **p<.05, ***p<.01, ****p<.001 n=221, R²=.692

*기업팀: *p<.10, **p<.05, ***p<.01 n=72, R²=.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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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유형 특성 단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기록

연령 세 197 19 44 25.68 4.400

연봉 만원 197 2000 10000 4335.03 2030.241

선수경력 년 197 4 28 12.89 4.525

실업선수경력 년 197 1 19 4.17 3.196

순위

연령 세 96 20 37 26.23 3.450

연봉 만원 96 2000 10000 4187.50 1598.107

선수경력 년 96 5 27 13.29 3.989

실업선수경력 년 96 1 18 3.86 3.080

<표 19> 경기유형별 대상특성

4) 실업팀 종목특성별 연봉변인 검증 <연구문제4>

<연구문제4>에서는 실업팀의 종목별 특성에 따라서 선수들의 연

봉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변화를 검증하는 것이며, 종목별 특성을 경

기 유형과 종목의 계절성에 따라 변화를 살펴보았다.

(1) 기술 통계

<연구문제4>는 전체의 표본을 경기유형별로 기록 경기와 순위

경기로 분류하고, 다시 종목의 계절성별로 하계 종목과 동계 종목으

로 분류를 했다. 그리고 각 특성별 기술 통계를 실시하여 <표 19>과

<표 20>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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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유형 특성 단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하계

연령 세 254 19 44 26.04 4.187

연봉 만원 254 2000 10000 4393.70 1946.549

선수경력 년 254 4 27 12.85 4.258

실업선수경력 년 254 1 19 4.19 3.215

동계

연령 세 39 20 36 24.64 3.422

연봉 만원 39 2000 8000 3589.74 1371.092

선수경력 년 39 4 28 14.13 4.851

실업선수경력 년 39 1 12 3.28 2.645

<표 20> 종목의 계절별 대상특성

(2) 다중 회귀 분석

<연구문제4>는 한국 실업팀의 종목 특성별 선수들의 연봉에 영

향을 주는 연봉 변인 변화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종목의

특성을 경기유형과 종목 계절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기록 경기와

순위 경기, 하계 종목과 동계 종목간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경기유형별 다중 회귀 분석 결과는 <표 21>과 같이 기록 경기

선수들은 13개의 변인이 연봉에 유의하게 나타나고, 순위 경기 선수

들은 5개의 변인이 연봉에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기

록 경기 선수들은 전국체전(β=.142, t=1.963, p<.10), 과거전국체전(β

=.213, t=2.713, p<.01), 런던/밴쿠버올림픽(β=.378, t=4.24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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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국제대회(β=.206, t=3.168, p<.01), 한국신기록(β=.198, t=3.520,

p<.01), 전국가대표(β=.137, t=2.134, p<.05), 실업선수경력(β=.258,

t=3.264, p<.01), 다관왕(β=.158, t=2.941, p<.01), 전국체전 순위배점(β

=.208, t=3.476, p<.01) 등의 9개 변인들이 정(+)의 영향을 연봉에 미

치고, 광저우/아스타나AG(β=-.121, t=-1.771, p<.10), 과거기타국제대

회(β=-.153, t=-2.570, p<.05), 현국가대표(β=-.124, t=-1.986, p<.05),

대회개최예정(β=-.171, t=-3.572, p<.001) 등의 4개 변인들은 부(-)의

영향을 연봉에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력 변인 중에 전국체육대회 성적은 과거와 현

재 모두 기록경기 종목에는 중요하지만 순위 종목 선수들에게는 영

향을 주지 않고 시⋅도대회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최

근 올림픽 경기들은 두 개의 종목 유형 선수들 연봉에 모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기록경기 선수들의 연봉에 한국 신기록만 영향을

미치고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비경기력 변인 가운데 4개의 변인이 기록경기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순위 경기 선수들의 연봉에는 한 개만이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종목의 계절별 다중 회귀 분석 결과는 <표 22>와 같이 하계종목

선수들은 14개의 변인이 연봉에 유의하게 나타나고, 동계종목 선수들

은 1개의 변인이 연봉에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계

종목 선수들은 전국체전(β=.097, t=1.718, p<.10), 과거전국체전(β

=.133, t=2.094, p<.05), 전국대회(β=.127, t=2.081, p<.05), 런던/밴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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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β=.138, t=1.989, p<.05), 세계선수권(β=.271, t=4.529, p<.001),

기타국제대회(β=.142, t=2.243, p<.05), 아시아신기록(β=.203, t=2.448,

p<.05), 한국신기록(β=146., t=3.174, p<.01), 전국가대표(β=.138,

t=2.381, p<.05), 신체조건(β=.107, t=2.485, p<.05), 다관왕(β=.082,

t=1.770, p<.10) 등의 11개 변인들이 정(+)의 영향을 연봉에 미치고,

과거세계선수권(β=-.123, t=-1.795, p<.10), 현국가대표(β=-.131,

t=-2.325, p<.05), 대회개최예정(β=-.102, t=-2.417, p<.05) 등의 4개의

변인이 부(-)의 영향을 연봉에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하계종목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경기력 변인

들과 비경기력 변인들이 연봉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동계종목 선수

들은 최근올림픽 성적만이 연봉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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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기록경기 순위경기

비표준화 B
표준화

β
비표준화 B

표준화

β

통제

변인

성 80.700 .020 -121.606 -.035

연령 -22.470 -.049 -89.962 -.194

선수경력 -44.005 -.098 50.133 .125

전국체전 153.852* .142 -32.077 -.033

과거전국체전 265.740*** .213 -148.651 -.125

대표선발전 -115.411 -.109 107.579 .111

과거대표선발전 45.445 .039 410.716** .381

전국대회 146.843 .113 145.797 .119

과거전국대회 43.936 .032 87.802 .060

시⋅도대회 47.161 .048 224.580* .275

과거시⋅도대회 141.471 .136 -167.763 -.201

런던/밴쿠버올림픽 1036.334**** .378 632.386*** .294

베이징/토리노올림픽 -16.854 -.004 224.697 .108

광저우/아스타나AG -230.969* -.121 -38.638 -.025

도하/장춘AG -6.745 -.003 -193.193 -.088

세계선수권 324.088 .071 441.033 .148

과거세계선수권 -219.200 -.057 -81.566 -.035

기타국제대회 329.066*** .206 -105.899 -.118

과거기타국제대회 -264.642** -.153 100.272 .101

세계신기록 -2418.548 -.146 - -

아시아신기록 306.070 .024 - -

한국신기록 1061.117*** .198 - -

현국가대표 -537.464** -.124 -283.013 -.086

전국가대표 570.705** .137 288.783 .091

현국가대표후보 -443.859 -.022 -224.800 -.034

전국가대표후보 -69.535 -.013 199.533 .038

신체조건 61.072 .026 436.945*** .212

실업선수경력 164.053*** .258 130.408 .251

다관왕 282.320*** .158 -79.621 -.045

전국체전 순위배점 8.483*** .208 3.321* .202

출신지 -314.722 -.076 2.915 .001

대회개최예정 -757.605**** -.171 147.193 .036

일반형감독 -230.871 -.057 925.592 .285

관리형감독 511.900 .123 478.727 .146

<표 21> 경기유형별 연봉변인 결과분석

*기록종목: *p<.10, **p<.05, ***p<.01, ****p<.001, n=197, R²=.709

*순위종목: *p<.10, **p<.05, ***p<.01, n=96, R²=.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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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인

하계종목 동계종목

비표준화 B
표준화

β
비표준화 B

표준화

β

통제

변인

성 -233.946 -.058 -151.100 -.056

연령 -35.010 -.075 -162.589 -.406

선수경력 65.099** .142 -64.416 -.228

전국체전 107.342* .097 -102.559 -.093

과거전국체전 173.530** .133 -386.807 -.391

대표선발전 -10.567 -.010 62.679 .083

과거대표선발전 71.626 .062 -221.680 -.256

전국대회 161.636** .127 400.170 .243

과거전국대회 -11.743 -.008 738.543 .593

시⋅도대회 64.446 .068 236.437 .327

과거시⋅도대회 74.857 .077 -304.687 -.420

런던/밴쿠버올림픽 409.990** .138 1253.504** .997

베이징/토리노올림픽 137.683 .045 -473.033 -.176

광저우/아스타나AG -108.850 -.052 -66.046 -.074

도하/장춘AG 125.533 .046 234.640 .221

세계선수권 1326.832**** .271 800.325 .441

과거세계선수권 -446.573* -.123 575.091 .340

기타국제대회 185.688** .142 -275.859 -.304

과거기타국제대회 -77.646 -.052 115.379 .122

세계신기록 -1341.633 -.061 -2146.919 -.251

아시아신기록 3651.288** .203 -1277.792 -.208

한국신기록 904.063*** .146 -931.861 -.248

현국가대표 -558.899** -.131 643.341 .228

전국가대표 536.776** .138 547.655 .135

현국가대표후보 -380.282 -.034 - -

전국가대표후보 -73.765 -.014 764.415 .089

신체조건 252.795** .107 -375.279 -.245

실업선수경력 41.843 .069 199.567 .385

다관왕 94.817* .082 -165.968 -.052

전국체전 순위배점 .521 .019 -218.545 -.536

출신지 -217.431 -.051 -104.200 -.038

대회개최예정 -467.896** -.102 441.160 .162

일반형감독 39.021 .010 -172.005 -.062

관리형감독 484.888 .122 253.382 .084

<표 22> 종목시즌별 연봉변인 결과분석

*하계종목: *p<.10, **p<.05, ***p<.01, ****p<.001, n=254, R²=.700

*동계종목: **p<.05, n=39, R²=.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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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과 요약 및 논의

1. 한국 실업팀 선수의 연봉요인 탐색

본 연구에서 5명의 실업팀 관리자 및 2명의 실업팀 감독들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정성적 연구 결과,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을 8개의

경기력 요인과 9개의 비경기력 요인을 탐색하여 분류하였다.

경기력 요인에는 다음과 같이 8개의 하위 요인들이 있다. (1) 대

회 수준, (2) 개인 경기력, (3) 신기록 보유 여부, (4) 선수 경기력 고

려기간, (5) 과거 경기력, (6) 국가대표 여부, (7) 국가대표 후보 여부,

(8) 신체 조건으로 분류하였고, 위 경기력 요인들을 다시 세부 하위

요인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대회수준은 국내대회와 국제대회로 나

누어서 분류를 하였고, 개인 경기력은 기록과 순위로 분류, 신기록

보유 여부는 세계 신기록, 아시아 신기록, 한국 신기록으로, 선수 경

기력 고려 기간은 1년전부터 4년전까지의 입상 실적으로 구분하며,

과거 경기력은 대회수준과 같이 국제대회와 국내대회로 나눠서 범주

화 분류를 하였다.

비경기력 요인에는 다음과 같이 9개의 하위 요인들이 있다. (1)

종목특성, (2) 타선수 연봉, (3) 선수의 출신지역, (4) 실업팀 지역내

스포츠 이벤트 개최 여부, (5) 실업팀 연차, (6) 실업팀 기여도, (7)

선수 기간, (8) 군필 여부, (9) 감독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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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의 세부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다. 종목 특성은

종목별로 대회에 출전해서 다관왕이 가능한 종목과 불가능한 종목으

로 나눠서 다관왕 여부와 전국체육대회에 종목별로 순위 배점을 차

등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므로 종목의 전국체육대회 순위 배점으로 나

눴다. 다음은 타선수 연봉으로 같은 실업팀의 다른 종목 선수들 연봉

과 다른 실업팀의 동일 종목 선수들의 연봉이 선수들의 실제 연봉에

영향을 주고, 선수의 출신 고등학교와 실업팀의 지역이 동일할 경우

실업팀 계약이 더 유리하고, 실업팀 지역내에서 전국체육대회 혹은

올림픽, 아시안 게임과 같은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할 경우 선수들의

연봉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실업팀 연차와 실업팀 기여도는 하나의

실업팀에 속해 있으면서 오랜 기간 팀을 위해서 입상 실적을 내고

팀의 후배들을 잘 이끌어 준 것을 팀에서 인정하고 연봉에 참고 하

는 요인이다. 실업팀 관리자들의 경우 남자 선수들은 군대를 다녀오

거나 군대 문제를 해결 한 선수를 더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수들을 직접 관리하는 감독의 유형에 따라 해당 실업

팀 선수들의 연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업팀 관리자와 실업팀 감독들의 면담을 통해서 실업팀

선수들을 뽑아서 계약할 때와 선수들의 연봉을 산정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을 크게 정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이러한 요인들

은 현재 선수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현직 실업팀 관리자와 감독들

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학술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의

괴리가 많이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더 다양한 실무자들의 심층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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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과 실무 자료들을 바탕으로 요인을 탐색하는 세밀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2. 한국 실업팀 선수의 실증적 연봉요인 검증

본 연구에서 정성적 연구를 바탕으로 얻은 연봉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 17개 종목, 67개 실업팀 선수 293명의 데이터를 수집하

여 연봉 요인들을 검증한 결과, 정성적 연구를 바탕으로 만든 24개의

경기력 변인 가운데 9개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7

개의 비경기력 변인 가운데 5개의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다.

경기력 변인 가운데 전국대회, 올림픽, 세계 선수권, 기타 국제대

회, 한국 신기록, 전국가대표, 신체 조건이 연봉에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기타 국제대회, 현국가대표는 연봉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국내대회는 전

국대회가 연봉에 영향을 주고, 국제대회에서는 아시안 게임을 제외한

올림픽, 세계선수권, 기타국제대회가 모두 연봉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을 산정할 때 국내대회 성적보

다 국제대회 성적이 더 중요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신기록 변인

중에 한국 신기록 보유 여부가 연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대표여부는 현재국가대표는 연봉에 영향을 주지만 부(-)의 영향

을 주고 과거 국가대표 경력은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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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과거 올림픽과 같은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 가운데

현재 국가대표 소속으로 훈련하기 보다는 자신의 소속팀에서 자유로

운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

인다.

비경기력 변인 중에 실업선수 경력, 전국체육대회 종목 순위 배

점, 관리형 감독이 연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신지와 대회 개최 여부 변인이 부(-)의 영향을 보였다. 실업선수

경력 변인은 선수들이 실업팀과 계약을 할 때 호봉제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력이 많아지면 연봉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봉

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체육대회 순위 배점이

높은 종목의 경우 전국체육대회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 받기 위해서

순위 배점이 낮은 종목에 비해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형 감독 변인은 현재 높은 경기력을 보이는 선수들을 높은 연봉

으로 뽑아서 현재 경기력을 유지하게 하는 감독이다. 그러므로 관리

형 감독이 있는 팀의 경우 선수들이 높은 연봉을 받으므로 연봉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출신지 변인의 경우 연봉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지자체팀의 경우 실업팀을 운영하는 목적 중

에 지역내 선수들의 일자리 창출 때문에 선수의 경기 능력 보다 실

업팀내 지역출신 선수들을 낮은 연봉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만약 지역 출신의 경기력이 높은 선수의 경우는 연봉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회 개최 예정 변인은 선

수들의 실업팀 지역내에서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아시안 게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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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되면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좋은 운동 수행 능

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스카우트 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연봉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부(-)의 영향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대회 개최가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이벤트이거나, 연봉을

계약할 때 지역내에서 개최되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낼 경우 연봉

보다 높은 상여금 형식의 계약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3. 한국 실업팀의 운영 주체별 연봉요인 검증

본 연구는 실업팀의 운영 주체에 따라서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변인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자체팀은 6개의 경기력 변인과 6

개의 비경기력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기업팀은 5

개의 경기력 변인과 1개의 비경기력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지자체팀은 경기력 변인들 가운데 전국체전, 과거 대표선발전, 올

림픽, 기타 국제대회, 한국 신기록, 전국가대표 등이 연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팀은 최근 올림픽, 과거 올림픽,

한국 신기록, 신체 조건, 과거 시·도대회 등이 연봉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자체팀과 기업팀은 각각 다른 대회들이 연봉에 영향

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자체팀은 전국체전, 올림픽, 과거 국가대

표 선발전, 기타 국제대회 등으로 국내대회와 국제대회 모두 연봉에

영향을 주고 있는 반면, 기업팀은 과거 올림픽과 최근 올림픽만이 연



- 128 -

봉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팀의 경우 실업팀

의 운영 목적이 모기업 홍보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가장 큰 올림

픽에서 성적이 좋은 선수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하지만 지자체팀은 올림픽도 연봉에 영향을 주지만 국내에서

전국체전, 국가대표 선발전과 같은 국내 A급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

는 대회도 연봉에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국내대회 성적도 연봉을 산

정할 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팀과 기업팀 모두 한국

신기록을 보유한 선수들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고, 지자체팀은 전국

가대표선수들 즉 과거에 국가대표로 실적이있는 선수들에게 기업팀

은 신체 조건이 좋아서 미래에 높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경기력 변인은 지자체팀의 경우 실업선수 경력, 다관왕 여부,

전국체전 순위 배점, 관리형 감독 등이 연봉에 정(+)의 영향을 보이

고, 기업팀은 비경기력 변인 중에 한 개의 변인도 정(+)의 영향을 보

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비경기력 변인의 경우 대부분이 전국

체육대회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있는 변인으로 지자체는 전국체육대회

에 의해서 선수들을 선발하고 연봉을 산정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고, 기업팀의 경우는 전국체육대회가 선수들의 선발과 연봉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팀의 경우 다관왕 변인이 연

봉에 부(-)적 영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업팀의 경우 많은 메달보

다는 한 선수가 올림픽과 같은 경기에서 확실히 메달을 딸 수 있는

종목 선수들에게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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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실업팀의 종목 유형별 연봉 요인 검증

본 연구는 실업팀의 종목의 경기유형별 연봉에 영향을 주는 변인

들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기록 경기와 순위 경기 모두 경기력 변인

가운데 올림픽 변인이 통계적으로 연봉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고, 기록 경기에서는 전국체전, 과거 전국체전, 기타 국제대회,

한국 신기록, 전국가대표 등이 연봉에 정(+)의 영향을 나타냈다. 순

위 경기의 경우는 과거 대표선발전, 시·도대회, 신체 조건 등이 연봉

에 정(+)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기록 경기, 순위 경기 모두 올림

픽이 연봉에 영향을 주고, 기록 경기는 전국체육대회의 입상 성적이

연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순위 경기와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순위

경기의 경우는 기록 경기와 다르게 신체 조건이 연봉에 영향을 주는

데, 이는 순위 경기의 경우 체급 경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비경기력 변인에서는 기록 경기와 순위 경기 모두에서 전국체전

순위 배점이 연봉에 정(+)의 영향을 보이므로 모든 종목에서 전국체

전은 연봉에 영향을 주는 대회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록 경기에

서만 연봉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은 실업선수 경력, 다

관왕 등이 있는데 이는 기록 경기의 경우 세부 종목이 다양하게 있

어서 많은 메달을 획득 할 수 있는 종목의 선수들이 세부 종목이 적

은 종목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계절별로 하계종목과 동계종목의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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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결과, 경기력 변인에서 올림픽은 하계와 동계 종목 모두에서

연봉에 정(+)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동계종목과 다르게 하계

종목의 경우 전국체전, 과거 전국체전, 전국대회, 세계선수권, 기타

국제대회, 아시아 신기록, 한국 신기록, 전국가대표, 신체 조건 등 많

은 경기력 변인이 연봉에 정(+)의 영향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계종목

이 하계종목 선수들의 연봉 산정보다 단순하게 연봉이 산정되고 있

음을 알려준다.

비경기력 변인도 마찬가지로 하계종목은 다관왕 변인이 연봉에

정(+)의영향을 보이는데, 동계종목의 경우 모든 변인들이 연봉에 유

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현재 하계종목 실업팀 보다 동

계종목 실업팀 수가 적어서 아직 하계종목처럼 다양한 변인을 고려

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기도 한다.

5. 학술적·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대한민국 스포츠를 스포츠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

게 많은 기여를 한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을 산정하는 학술적인 측면

과 함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먼저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팀을 실제로 운영

하고 관리하는 관리자, 감독들의 심층 면담을 통해서 선수들의 연봉

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들을 탐색하여 정리 하였다. 실업팀 선수

들의 연봉을 설명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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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업팀 선수 연봉 요인을 학술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시사점

을 가진다. 둘째, 실업팀 선수들의 운영 주체에 따라 선수들의 연봉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도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실업팀의

특성별로 나타나는 운영상의 현상들을 학술적으로 검증하여 정리했

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셋째, 실업팀의 특성에 따라 선

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여, 차후 실

업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에 관한 연구에 종목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해 주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

과 같다. 첫째, 다양한 특성의 실업팀 관리자와 감독들의 면담을 통

해서 실업 스포츠 선수들과 계약하고 선수들의 연봉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탐색한 후, 실제로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을 정리하여, 차후 선수들의 연봉을 산정할 때 객관적이고 다양한 기

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둘째, 한국 실업팀은 현재 크게 기업과 지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형태의 운영 주체들은 다른

목적으로 실업팀을 운영하기때문에 선수들의 연봉 산정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기업팀은 모기업 홍보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

에 소속 선수가 가장 국민적 관심이 많은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

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어 기업을 노출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므로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국제대회에서의 성적

이다. 하지만 지자체팀은 실업팀의 운영 목적이 비인기종목 선수 육

성, 전국체육대회 높은 성적, 지역 출신선수들의 일자리 창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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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팀의 경우는 국민들

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목적이 소속 선수들의 좋

은 성적뿐만 아니라 지역내 국민들의 스포츠의 발달을 위한 목적도

있어야한다. 이처럼 이제는 과거 체육을 통한 지역간의 경쟁을 목적

으로 실업팀을 운영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대에 맞게 실업

팀 운영 비전과 목표를 수정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해 주었다. 셋째,

실업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도 프로 스포츠 선수들처럼 객관적인 기

준에 의해서 산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현재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경우 종목 선수들의 포지션별로 세부적으로 연봉을 산정하

는 도구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연봉으로 인한 선수

와 구단의 갈등을 많이 해결해주고 있다. 이처럼 실업 스포츠 선수들

도 종목 특성별로 연봉을 산정하는 도구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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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실업 스포츠 선수들이 연봉 협상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업팀 관계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업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을 결정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

으며,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팀 관리자 5명과 실업팀 감독 2명의 심층 면담을 통해

서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을 설명 할 수 있는 요인을 크게 경기력 요

인과 비경기력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경기력 요인은 대회수준, 개인

경기력, 신기록 보유 여부, 선수 경기력 고려기간, 과거 경기력, 국가

대표 여부, 국가대표 후보 여부, 신체 조건 등 8개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되며, 비경기력 요인은 종목 특성(다관왕, 종목 순위 배점), 타선

수 연봉, 출신 지역, 지역내 스포츠 이벤트 개최 여부, 실업팀 연차,

실업팀 기여도, 선수 기간, 군필 여부, 감독 유형 등 9개의 하위 요인

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둘째, 실제로 선수들의 경기력 요인에는 전국대회, 올림픽, 세계

선수권, 기타 국제대회, 한국 신기록, 전국가대표, 신체 조건 등이 연

봉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비경기력 요인에는 실업선수 경력, 전국

체전 순위 배점, 관리형 감독 등이 연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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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업팀의 운영 주체별로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이 기업팀은 올림픽, 지자체팀은 올림픽과 전국체전 성적이 연봉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실업팀 운영 주

체별로 실업팀의 운영 목적에 따라 소속 선수들의 특성에도 차이가

있으며, 연봉 산정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종목별 경기 유형과 종목의 계절성에 따라서 연봉에 영향

을 주는 요인에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얻느 종합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

째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 산정도 프로 스포츠 선수들과 같은 객관적

인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둘째, 실업팀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실업팀을 운영하는 목적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

해야한다. 셋째, 하계와 동계 그리고 기록 경기와 순위 경기에서 실

업팀 선수들의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차이가 있으므로 실업

스포츠도 종목 특성별로 차별화된 연봉 산정 기준이 적용되어야한다.

2. 제언

본 연구는 오일영(1993)의 “한국 실업 스포츠의 임금 구조와 임

금 만족에 관한 연구” 이후로 한국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을 연구한

유일한 연구로 한국 실업팀의 학문적인 의의를 지닌다. 또한 혼합 연

구 방법을 실시하여 실업팀 선수들의 연봉을 산정하는 실제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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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한 점에서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심층 면담 참여자가 7명으

로 다소 빈약한 정성적 연구가 진행되었고, 정량적 연구에서는 다양

한 종목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참여한 선수들의 종

목의 비율이 역도선수에 집중된 점에서 일반화가 어렵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과 참여 관찰을 이용한 질

적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양적 연구의 경우는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을 표본으로 연구를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덧붙여

서, 실업 스포츠의 종목별로 더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종목별 연봉

산정 변인을 탐색하는 후속 연구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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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efforts to develop salary

systems of professional athletes as they attracted ever-growing

interest in their sports.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athletes’ salaries with respect to their playing

positions, race, and league, and on identifying their cor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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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there are semi-professional athletes in Korea who are

paid on the basis of their performance similarly to the professional

athletes. These semi-professional athletes have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growth of the domestic sports industry. Thus,

it is desirable to develop and practice a salary assessment system

adequate to these semi-professional athletes in Korea.

In this study, a mixed method study has been used through

the general interviews taken from coaches, staffs, and

administrators of various sports teams. Many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 salaries of semi-professional athletes were obtained

and then divided through inductive categorization. In-depth

interviews were also given to seven active staffs of the selected

sports teams. Primary data were collected from 293 athletes by a

field (general) survey in order to correlate the salaries to the

variables assorted by a mixed method study, and followed by the

data analysis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ple regressions.

An attempt was made to divide the major factors

determining the athletes’ salaries into two categories: performance

factor and non-performance factor. The performance factors

include several sub-factors such as the competition level of the

athletic events, individual performance, new records, the period to

be considered for evaluation, past performance record, selection as



- 147 -

a national team member, selection as a national team candidate,

and physical attributes. The non-performance factors also include

a number of sub-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athletic

events, salary level of other athletes, players from the same region

as the location of the team or different one, sports events planned

to be held, service period as a member in the team, contribution

to the team, the whole career record as an athlete in the athletic

event, completion of military service, and the managing priority of

head coach.

The performance factors with positive influence on the

annual salary were the performance results in the Olympics,

World Championship and International Competition, Korean record,

selection as a national team member, and physical attributes. On

the other hand, non-performance factors with positive influence

were service period in the team, ranking points obtained in

Korean National Games, and the managing priority of head coach.

Those primary factors used in salary assessment reflected

quite well the goal or purpose of the operating bodies of sports

teams. That is, the athletes’ salaries were influenced almost

exclusively by the performance results in the Olympics for the

athletes in corporate sports teams, in comparison to the Olympics

and the Korean National Games for those in the sports tea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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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governments. Thus, it may be suggested that the corporate

teams expect global publicity effect in operating sports teams

while the teams run by local governments do the ranking points

in National Games rather than the publicity. Finally, there was

also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sub-factors applied for the

salary assessment of the athletes depending on the athletic events

and their seasons of competitions.

Key Words: Korean semi-professional team, salary,

salary-factor, individual athletic event,

semi-professional athlete, corporate sports team,

sports team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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